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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 분단 60년의 법  조명〉

“회한과 오욕”의 과거를 바로 잡으려면*

― 사법부의 과거청산을 위하여 ―

1)

韓 寅 燮**

Ⅰ. 머리말

이용훈 법원장의 취임사는 사법부의 과거잘못을 정면으로 인정한 에서 주

목을 끌었다. 그는 “독재와 권 주의 시 를 지나면서” 사법부가 “정치권력으로

부터의 독립을 제 로 지켜내지 못했음”을 솔직히 인정했다. 비록 거친 역사의 

격랑 속이었다 하나, 인권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사법부는 자신의 잘못에 

해 외압을 내세워 변명할 수 없는 곳이기에, “과거의 잘못을 벗어던지고 새롭게 

거듭날” 과제를 스스로에게 부여하 다.1) 새로운 사법부가 이 과제를 어떻게 

근할 것인가에 한 기 와 걱정이 교차되고 있다. 법  후보들에 한 국회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주제는 핵심  질문사항이자 주문사항으로 언 되었다.

그 어떤 과거 던가. 유지담 법 의 퇴임사에서 부끄러움의 성찰이 이어지고 

있다. “독재와 권 주의 시 엔 침묵했다”는 것, 그리고도 최근의 사법부에 한 

* 이 논문은 서울 학교 법학발 재단 출연 법학연구소기 의 2005학년도 학술연구비의 

보조를 받았음.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副敎授

1) “이 땅에 근 사법이 도입된 이후 암울한 식민지 시 를 거쳐, 쟁과 분단의 아픔 

속에서 사법작용은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한 시 도 있었습니다. 독재와 권 주의 시

를 지나면서 그 거친 역사의 격랑 속에서 사법부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제 로 

지켜내지 못하고, 인권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불행한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 이제 우리 국민들은 사법부가 과거의 잘못을 벗어던지고 새롭게 

거듭나기를 간 히 원하고 있습니다. … 우리는 사법부가 행한 법의 선언에 오류가 

없었는지, 외부의 향으로 정의가 왜곡되지는 않았는지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권

주의 시 에 국민 에 군림하던 그릇된 유산을 깨끗이 청산하고, 국민의 곁에서 국

민의 권리를 지키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용훈 법원장 취임사, 
200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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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에 해서는 “사법부 독립이니 재 의 권 를 명분”으로 방어하려 했다는 

것이다. 독립해야 할 때는 독립하지 못했으며, 겸손해야 할 때는 오만하지 않았

던가 자성한다.2)

정말로 그 문제의 과거란 그 시 의 격랑 한가운데를 살았던 이 섭 법원장

의 퇴임사에서도 분명히 확인된다. “과거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회한과 오욕으로 

얼룩진 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아니었다”3)는 것이다. 그 회한과 오욕은 물론 사

법부를 탄압하고 길들인 유신과 5공의 권력체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나 사법부

의 잘못을 남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양심에 따라 재 해야 할 법 의 헌법상

의 책무를 등한시했을 뿐 아니라 때로는 권력이 제공한 당근의 맛에 취한 이 

없지 않았나 자성할 일이다.4) 그러기에 오욕과 회한의 과거를 신뢰와 존경의 미

래로 바꾸는 작업이 시작되어야 한다. 떠들썩한 청산과 숙정의 을 벌이자는 게 

아니다. 법원장과 법 , 그리고 법 들의 겸허한 자기반성의 흐름을 ‘과거와

의 면과 화’를 한 신선한 출발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지난 것은 지난 일이고, 지 부터 잘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할 수도 있다. 물론 

과거의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지난날 결문을 재활용하지 않고 먼

지만 쌓이도록 놔두어도 그 결문의 법  효과는 가동되어 왔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결은 하나의 문장, 하나의 문건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강제  집행력

이다. 다시 말해 “칼과 울”이다. 결문은 개개인의 생명․신체․자유․재산․

명 에 직 인 작용을 하며, 가족 계․ 인 계․직장생활․사회활동에 

한 향을 미친다. 물리  강제력 뿐이라면 그것은 조직폭력배의 폭력과 무엇이 

다를까. 그러나 결문은 거기에 사실 계에 한 권  확정, 도덕  평가, 그

리고 국가의 후 이 뒤따른다. 앞으로는 잘 하겠다고 다짐해도 과거의 잘못된 

2) 유지담  법  퇴임사, 2005.10.10.자 한겨 에 게재.
3) 이 섭 법원장 퇴임사(1981.4.15), 법원행정처, 법원사, 1995, 852쪽. 퇴임사에서 이

섭 법원장은 司法府라는 말 신 司法部라는 말을 여섯 번이나 썼다. 이는 사법

부가 행정부이 한 부처처럼 격하된 데 한 자조와 분노의 표시로 해석되었다.
4) 박시환 사는 유신과 5공의 기간동안 사법부의 태도를 다음과 같이 지 한다. “나라 

체가 정보기 을 비롯한 일부 권력기 의 횡 아래 놓이게 되었으며, 법원도 그 

력에 완 히 굴복당한 상태 다. 법 들은 종 에 갖고 있던 지조와 자존심을 다 

잃어버린 채 정치  색채를 띤 사건을 처리할 경우에는 심지어는 즉결재 을 할 때까

지도 집권당국의 의향이 어떠한지,  이를 직․간 으로 달하는 법원 상층부의 의

향이 어떠한지를 고려하여 재 하고, 심지어는 이른바 ‘미리 알아서 기는 재 ’을 하

여 … 검찰로부터도 조소를 받는 일마  있었다.” (박시환, “법원의 주소와 나아갈 

방향,” 서울 학교 법과 학 편, 법률가의 윤리와 책임 [제2 ], 박 사, 2003, 1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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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 피해를 입은 개개인의 상처와 고통이 회복될 수 없다. 잘못된 결은 올바

른 결로 하나하나 고쳐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법  결정을 통령의 선언, 

입법부의 신법의 제정으로 순 히 체할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수많은 결들을, 그것도 확정 결이 내려진 사안들을, 일일이 어떻게 

재검토한단 말인가. 재 에서 이루어진 개개의 주장과 입증, 심증형성의 과정을 

완벽하게 재 하고 재평가한다는 것은 문자 그 로 불가능하다. 처음부터 다시 

심리하자고 할 때 이제까지의 사법  단의 토 에 형성된 수많은 법  행

의 효력은 한 어떻게 할 것인가 주 되지 않을 수 없기도 하다. 그 기에 사법

부의 과거청산을 말할 때, 왜 과거청산이 필요한가, 어떤 범  내에서 과거청산

을 해야 할까를 진지하게 물어야 한다. 아울러 과거청산을 할 법  기법은 무엇

이고 그 기법의 구사에 있어 부딪치는 난 은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Ⅱ. 사법부의 수난과 인권침해 ― 개

우리의 사가 그러하듯 사법사(司法史)에서 순탄한 시기는 없었다. 사법부

는 건국 기부터 반민특 재 , 국회푸락치재  등에서 정치권력의 압도  요구 

앞에 자신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했다. 곧이어 한국 쟁

이란 국가의 존망을 좌우하는 사변에 부딪쳤다. 그 와 에서 개인  희생도 지 

않았다.5) 서울수복 직후 “빨갱이는 씨를 말려야 한다”는 비등한 여론 앞에 사법

부는 부역자재 을 처리해야 했다. 보복  정의의 압도 인 요구 앞에 법 들은 

그 시 의 요구를 피해가기 어려웠으며, 그 때문에 최 의 량  사법살인이 빚

어졌다. 그러나 쟁 와 에서도 법치주의가 문자 그 로 몰각된 것은 아니었다. 

국민방 군사건  거창양민학살사건의 경우, 군사재 에서 가해자들의 일부를 

재 하고 처단함으로써 법치주의의 싹이 자라고 있음을 보여주었다.6) 부역자재

에서 비등한 여론을 가라앉히고 소  부역자들의 억울한 사연을 법해석을 통해 

풀어내려 한 유병진 사와 같은 분이 있었던가 하면,7) 헌법 원회는 특조령에 

5) 김병로 법원장의 경우 자신의 부인이 공비에 의해 살해당한 비극도 겪었다. 김학 , 
가인 김병로 평 , 민음사, 1988, 349쪽.

6) 한인섭, “1951년 거창사건 형사재 의 검토,” 서울 학교 법학, 제44권 2호(통권 127
호), 2003/6, 179-22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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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건국후 두 번째로 헌결정을 선고8)함으로써 정법에의 요구에 부응하려

고 했다.

정 이 된 뒤 이승만 정권의 권력연장을 한 연이은 행과 무리수 속에서 

법원에 한 압박 역시 가 되었다. 김병로 법원장의 권 로 인해 사법부는 그

럭 럭 버틸 수 있었다. 법 들은 그야말로 박 으로 생계를 걱정하는 지경까지 

내몰렸지만, 생계와 타 하지 않았던 높은 기개는 오늘날 귀감이 될만하다.9) 그

러나 이승만 정권은 말기에 사법부를 정치  도구로 악용하려고 함으로써 사법

부는 본격 인 시련에 직면하게 되었다. 정  조 암을 사형 로 내몰려는 시도

는 첫 단계에 암 에 부딪쳤다. 제1심 재 장이던 유병진 사는 조 암의 간첩

죄  국가보안법 반에 해 무죄를 선고했던 것이다. 그에 한 응은 “친공

사 유병진을 타도하라”는 구호와 함께 깡패들을 동원하여 법원을 습격한 것이

었다.10) 사법부를 향해 노골 으로 어닥치는 외압 앞에, 법원은 자신의 권 를 

온 히 수호하지 못했다. 조 암은 법원에서 사형선고가 확정11)되었고, 5개월 

뒤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12) 그러나 그를 처형 로 몰아넣은 그 정권은 1년을 

더 지탱하지도 못한 채, 4․19 명의 물결 속에서 막을 내려야 했다.

7) 유병진, 재 의 고민, 고시학회, 1952 참조.
8) “설령 법률로써 모종의 특별심 기 을 설치할지라도 이는 즉 하 법원이어야 할 것

이요, 최종심은 역시 최고법원인 법원에 통합귀일  함이 헌법 제22조  동 제76
조 제2항의 정신임은 하등 置疑할 바 없다. 그런데 긴 명령으로서 법률의 효력을 

가진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 한특별조치령 제9조에 의하면 … 원칙 으로는 지방법

원 는 동 지원의 單獨判事가 행하게 되어 있고, 사형․무기 는 10년 이상의 형의 

언도를 받은 피고인에 한하여 …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합의부에 再審判을 청구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 … 이는 … 국민의 최고법원인 법원의 심 을 받을 헌법

상 기본권이 박탈된 바로서 헌법 제22조  제76조의 정신에 반됨이 명백하다.” 
(헌법 원회 [단기]4285(1952). 9. 9. 4285헌 2 결정) 최 의 헌결정은 농지개 법 

일부에 한 것으로 1952.9.9. 4285헌 1의 결정이다. 정종섭, 헌법소송법 제2 , 박

사, 2004, 66-67쪽 참조.
9) 김병로 법원장의 이임사(1957.12.16.)의 한 부분이다. “그동안 내가 가장 가슴 아

게 생각하는 것은 국 법원직원에게 지나치게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이다. … 살아갈 

수 없는 정도의 보수를 가지고도 그 로 살아가라고 한 결과가 된 것이 그러하 다. 
나는  사법종사자에게 굶어죽는 것을 이라고 그랬다. 그것은 부정을 범하는 것

보다는 명 롭기 때문이다.” 김학 , 앞의 책, 391쪽.
10) 법원행정처, 앞의 책, 268-271쪽.
11) 법원 1959.2.27. 선고, 4291형상559 결.
12) 조 암 결의 문제 에 하여는 조국, “진보당사건 결의 법률  문제 과 조 암

의 명 회복”, 정태  외, 죽산 조 암 집 6, 1999, 281-3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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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5․16쿠데타는 헌정질서를 괴하고 군부의 강권  집권의 서막을 열

었다. 쿠데타 세력은 입법․행정․사법의 3권을 완벽히 틀어쥐었다. 계엄령의 엄

호를 받으며 그들은 국가재건최고회의를 만들어 권을 휘둘 다. 쿠데타의 수장 

박정희  정치군부에게 사법부는 잘해야 군 의 법무참모,13) 잘못하면 길들여야 

할 성가신 존재에 지나지 않았다. 법 들은 군사정권의 안을 집행하는 도구로

서 사역을 강요당했다. 량  인권침해와 함께 4․19시기 하에서 진보 인 언론

인 ｢민족일보｣를 책임지고 있었던 조용수는 간첩죄 등으로 처형당했다.14) 1963

년 민정이양과 함께 제3공화국 체제하에서 사법부는 행정부와 크고 작은 갈등을 

겪었다. 정권에 맞섰던 핵심세력은 학생들과 야당/재야/언론이었으며, 특히 학생

시 의 주모자에 한 탄압이 잇달았다. 한일수교 상에 해 매우 항 이었던 

학생들의 움직임에 해 정권은 갖은 수단으로 탄압을 일삼았다.15) 사법부도 정

권의 요구에 응하도록 회유와 압력이 잇달았다. 사법부는 체로 순응  자세를 

유지했지만, 늘 그러했던 것은 아니었다. 심지어 학생의 시 를 내란음모로 기

소한 내용에 해서도 재 부는 이를 인정했지만,16) 다른 한편으로 학생들을 무

의로 풀어주는 사도 있었다. 그에 한 항의로 군인들이 사의 자택에 난입

하는 폭거를 겪어야 했던 양헌 사와 같은 분도 있었던 것이다.17)

그러나 3선개헌 후 유신체제를 비하는 과정에서 박정희 정권은 일련의 총통

제  철권통치를 한 기반을 닦게 된다. 1971년의 국가비상사태선포, 국가보

특별조치법 등이 그 가시  표 이라면, 1969년의 국민교육헌장 선포 등은 그 

이데올로기  기반의 조성이라 할만하다. 1971년에는 수령 선포와 고려  군인

난입 등의 조치를 통해 다시 군인들을 시민사회와 정치에 직  개입시키는 공포

13) 박정희 치하에서 가장 출세가도를 달린 민복기 법원장의 회고담에서, 그는 “박 통

령이 군출신이었기 때문에 사법부를 군의 법무감실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았다”는 말

을 남기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이니 사법부의 독립을 내세우지 않을 수는 없었겠지

만 (그것은) 제사에 추 밤 놓듯이 구색을 맞춘 정도” 다는 것이다. 매일경제신문 

1990.7.7, 이헌환, “정치과정에 있어서의 사법권에 한 연구”, 서울  법학박사논문, 
1996, 126쪽에서 재인용.

14) 한국 명재 사편찬 원회, 한국 명재 사, 제2집, 1962 참조.
15) 참여자의 수난사의 한 로 장명 , “6․3학생운동과 서울  법 의 수난,” 법과사회

이론학회, 법과 사회, 제26호, 2004, 동성출 사, 289쪽 이하 참조.
16) 1971년 조 래․장기표 등의 학생시  움직임을 내란음모죄로 몰아 재 정에 세웠고, 

이들은 유죄 결을 받았다.
17) 법원행정처, 앞의 책, 461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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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를 가동하게 되었다. 그러한 과정은 당연히 사법부를 보다 순종 으로 길들

이려는 시도로 이어졌다. 특히 국가배상법상의 군인들에 한 외  특례조항의 

헌을 둘러싸고 정권은 사법부와 팽팽하게 맞섰다. 베트남 에 병되었다가 사

상(死傷)당한 군인들에 한 국가배상을 둘러싸고, 행정편의주의와 법치주의의 갈

등이 첨 화되었던 것이다.

사법부는 1971년 마침내 법치주의의 편에 서서, 국가배상법상의 군인특례조항

에 한 헌 결을 내렸다.18) 그 가는 사법부에 한 미문의 탄압이었다. 

기개있는 소장 사의 표 역할을 했던 법 들을 미행하여, 약 을 잡아 구속

장 청구와 함께 여론재 을 통해 생매장시키려 한 것이다. 그에 한 법 들의 

집단  반발 역시 례없는 것이었다. 서울지법의 민사, 형사 사들이 집단사표

로 맞서면서, 그들은 그동안 재 에 한 직 , 음성  탄압의 실태를 조목조

목 밝혔다.19)

‘사법 동’이라 불린 이 사태에 해 야당에서는 ‘삼권분립이라는 민주헌정의 

기본을 뒤흔드는 문제’로 규탄했고, 언론과 한변호사 회는 ‘법 들의 사법

권수호운동을 지지’하기 한 조직 인 움직임을 보 다.20) 소장 사들의 집단사

표로 맞서는 사태 개에 해 법원 수뇌부는 미 책으로 진정시켰다. 이 사법

동은 ‘ 차 독재화되어가는 정치권력이 그 정치구조를 강화하기 한 방법으로 

순종하는 사법부를 만들려는 ’21)이었다. 법 과 국민의 입장에서는 일개 

동이 아니라 사법권수호의 차원에서 소장 사들이 본격 으로 응한 (제1차) 

사법민주화운동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한편 정권으로서는 사법부와 여론의 공세에 

일단 주춤했지만, 이는 자신들의 입장에서 볼 때 ‘2보 진을 한 1보후퇴’에 

지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바로 1년뒤 유신헌법의 공포와 함께 진행된 법 재

임용에서 박정희 정권은 국가배상법 헌에 찬동했던 법원 사 원과 법  

50여명을 탈락시키는 폭거를 질 다.22) 극도로 축된 사법부는 1987년 시민

명의 야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행정부의 시녀’로 격하되었다. 조직  차원

에서 ‘회한과 오욕의 역사’의 본격  개는 바로 1972년 유신헌법과 그에 뒤이

18) 법원 1971.6.22. 선고, 70다1010 결.
19) 이헌환, 앞의 , 163쪽 참조.
20) 이돈명, 사법 동(1971.7), “ 한국을 뒤흔든 60 사건”, 신동아 1988/1 별책부록, 

183쪽.
21) 이돈명, 앞의 , 184쪽.
22) 법원행정처, 앞의 책, 6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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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법부 조직의 재편  법 재임용에서 구해질 수 있을 것이다.

유신-5공체제는 문자 그 로 통령 1인이 사회 모든 분야에서 통수권을 행사

하는 총통제  권 주의 체제 다. 사법부도 통령의 권력정치를 뒷받침하는 역

할을 강요당했다. 사법부는 제 로 항거할 엄두를 내지 못하거나, 심지어 속 

속에서도 개인  달을 꾀하곤 했다. 법원장과 법원 사의 임명에서도 통

령을 “보좌”하고 정부에 “ 력”하는 자세가 우선시되었다.23)

권력의 의지는 형사사건에서 직 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검찰의 장담당부

서”로 격하되고, 검찰의 구형을 그 로 따른 “정찰제 결”이 양산되었다.24) 어떻

게 사로 살아남았던가. “양심의 갈등을 겪으면서도 실과 타 했고 권력의 비

를 거슬리지 않으려 했기”25) 때문이다. 법원은 약간의 틈만 보이면 그래도 독

립을 향한 움직임을 일부에서나마 보 지만, 검찰은  달랐다. 검찰은 한편으로 

정보기 으로부터 압박을 받으면서도 그에 맞서 인권옹호를 꾀하지도 못했고, 검

찰 자체가 권력의 주구이면서 스스로 권력기 으로 정치  탄압을 법  틀로 가

공하는 역할을 앞장서 떠맡았다.26) 공안검사는 출세길로 인식되었다.

법원이 자기역할을 방기한 상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가. 우선, 인권침해를 

당한 국민들은 호소할 곳이 없었다. 나 에 소장 사들이 자성했듯이 “국민의 기

본권은 법원이 아니라 국민 자신의 희생과 노력으로 쟁취해야 했던” 것이다. 제 

소임을 다하지 못한 사법부는 “불신과 매도”의 상이었다.27) 사법부의 권 는 

추락하고, 법정 자체가 소동의  하나의 거 이 되었다. 사법부는 국민들이 믿

고 의지할 곳이 아니라, 권력기 과 한통속으로 여겨졌을 뿐이다.

둘째, 사법 차도 법 차의 원칙에 따라 작동되지 못했다.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는 무차별로 짓밟혔다. 법 의 장 자체도 ‘고무도장’ 듯이 발부되었지만, 

더욱 문제는 장없는 구 이 횡행했다는 것이다. 몇 십일 동안 장없는 상태에

서 불법구 을 하고, 그 기간동안 무자비한 고문과 폭력으로 사건진상이 왜곡된 

상태에서 자백이 강요되었다. 사건의 진상은 권력의 입맛 로 왜곡되었다. 이러

23) 박철언, 바른 역사를 한 증언 1, 덤하우스 앙, 2005, 55-56쪽.
24) 홍성우, “법조계와 민주화,” 한국변호사 회, 인권보고서, 제3집, 역사비평사, 1987/ 

1988, 429쪽.
25) 변정수, 법조여정, 악사, 1997, 77쪽.
26) 박철언, 앞의 책, 68, 73, 84, 91쪽 등 참조.
27) “새 법원 구성에 한 성명서,” 1988.6.16 발표 (당일자 동아일보 제14면), 한인섭 

편, 정의의법, 양심의법, 인권의법, 박 사, 2004, 4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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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문․폭력․장기불법구 에 해 1차  인권옹호기 으로 견제역할을 해야 

할 검찰은 그 역할을 거의 수행하지 못했다. 피의자의 고문주장에 하여는 무시 

일변도로 응했다. 최종  인권옹호기 이어야 할 법원도 마찬가지 다. 피고인

의 고문, 장기구  주장에 하여 “피고인의 주장 이외에는 별다른 증거가 없다”

거나 “장기구 을 당했다고 해서 자백의 신빙성을 굳이 부인할 사유는 안된다”

는 식으로 언 하고 지나칠 뿐이었다. 피의자,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검찰․법원

이 자신을 직  고문한 이근안 등과 아무런 질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시국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들은 때로는 침묵을 강요당하고, 법정에서 끌려 나가기도 

했다. 심지어 변론 내용을 문제삼아 처벌당하거나 변호사 자격마  박탈당하는 

지경에 이르 다.28)

셋째, 국민의 인권을 무시하고 법 차를 유린한 결과 피의자․피고인에 한 

직 인 인권유린을 재 의 이름으로 자행하게 된다. 한국재 사에서 가장 치욕

스런 사건으로 기록될 일련의 재 이 만들어졌다. 민청학련 사건(1974년)에서는 

사형 7명, 무기 7명, 다른 18명의 형기를 합친 형기가 총 340년에 이르 다. 민

청학련 사건과 함께 얽어맨 인 당 재건  사건에서 법원은 권력의 주문 로 

결을 선고했다. 법원 결 다음날 새벽 그들은 처형당했다. 부천성고문 사건

(1986년)에서 경찰은 성고문을 수사기법으로 자행했고, 안기부는 진상을 왜곡했

고, 검찰은 성고문 사실을 알고도 기소유 처분을 내렸고, 법원은 성고문 주장의 

일부를 인용하고도 기소유 처분이 타당하다고 했다.

재 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사법  부정의는 언제부터 제 로 시정될 수 있었

던가. 1987년 국민  항쟁 이후에야 가닥이 바로잡히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

다. 박종철 고문사(1987년)에 하여 정의구 사제단의 폭로가 있은 뒤, 진범의 

일부가 마지못해 구속기소되었다.29) 그리고 88년 진상을 왜곡한 경찰의 수뇌부가 

구속기소된다. 부천성고문사건에서 재정신청해야 마땅하다고 법원이 재 한 것

이 1988년 에 이르러서이며,30) 성고문범 문귀동 경장이 구속재 을 받게 된 

것이 그 해 부터이다. 민청학련 련자에 한 변론으로 구속되기도 했던 강신옥 

변호사에 한 무죄 결이 확정된 것이 1988년도에 와서이다.31) 철권  통치자

28) 한인섭, 앞의 책(2004), 220-222쪽.
29) 천주교정의구 국사제단,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이 조작되었다,” 1987.5. 

18, 기쁨과희망사목연구원, 70～80년  민주화운동의 증언, 제8권, 암흑속의 횃불, 
2001, 202-206쪽.

30) 법원 1988.1.29. 선고, 86모58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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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 에 맞추는 처신을 해오던 사법부는 국민의 힘을 확인한 뒤, 1단계 문민화

가 이루어지는 와 에 비로소 사법부독립의 첫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물론 그 

단계로의 진입에는 내부  진통을 수반했다. 국 부분의 소장 사들이 서명에 

가담했던 “사법부독립을 한 성명서”에 뒤이은 제2차 사법 동, 정확하게는 제2

차 사법민주화운동32)을 거치면서 외부로부터의 독립을 어느 정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그 뒤 사법부는 몇 단계를 걸치면서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기독

립을 그런 로 이루어냈다.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기독립은 내외  여건의 변화에 힘입어 가능했다고 본

다. 첫째, 정치권력이 상 으로 약화되었다. 철권  통치의 시 는 사라졌다. 

비록 권 주의  료기구를 장악하고 있어도 정권은 국민의 의사를 완 히 도

외시하기 어려웠다. 군부세력은 진  문민화의 과정에서 에 띄게 약화되었

고, 군 가 병 을 벗어나 정치사회에 개입할 가능성도 갈수록 었다. 정치권력

은 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그리고 지방자치체 선거라는 선거과정을 거듭 

치르면서 교체되고 분산되었다. 정권교체의 흐름 속에서 공안기구, 정보기구도 

어느 세력의 일방  독 물로 기능하지는 않는다.

둘째, 형사사법기구 에서 검찰에 짓 렸던 법원의 힘이 어느 정도 회복되면

서, 사법부의 제자리 찾기가 시작되었다. 법원은 장통제권  양형에 한 통

제권을 차 으로 되찾아가게 되었다. 소장 사들의 몇 차례에 걸친 도 은 사

법부의 독립성 강화에 안 을 마련했다. 몇 차례의 법조비리의 홍역을 치르면

서, 사법부는 차 투명하고 떳떳한 모습으로 바 게 되었다.

셋째, 재 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정의와 인권의 요청에 맞는 쪽으로 크게 변

모하게 되는 과정이 있었다. 그 한 방향은 국회의 반민주법률의 개폐작업이었다. 

법률이 정의의 요구와 보다 합치되게 제정되면 그 법 용(사법)에서도 국민  신

뢰성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 정법을 향한 다른 방향의 움직임은 헌법재 소에 

의한 일련의 헌법률심사의 활성화 다. 헌법률심사의 양도 크게 늘었거니와, 

헌법재 소의 일련의 결정들은 기존 법률의 문제 을 재정비하는 데 향을 미

쳤다. 헌법재 소의 활성화는 국회의 입법과정을 훨씬 신 하게 하도록 유도하

고, 법형성에 헌법  을 끌어들여 문제의 소지를 사 에 방하는 새로운 입

31) 서울고등법원 1988.3.4. 선고, 제1형사부 85노503 결. 이 결의 문은 사법행정, 
1988/4. 85-93쪽 참조.

32) 한인섭, 앞의 책(2004), 452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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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행을 만들어냈다.

지 까지 사법부의 자기정비와 개 의 노력은 일정한 자기한계를 보여주고 있

다. 사법부는 자신의 과거잘못과의 정직한 면을 거의 하지 않았던 것이다. 

1988년  1993년의 소장 사들의 아  고백들은 사법부의 과거청산의 당 성과 

목표 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다. “ 결로써 말해야 했을 때 침묵했

다”는 , “ 결로써 말하지 않아야 할 것을 말했다”는 을 말이다. 과거의 재

권의 행사  불행사 모두에서 문제가 있었다. 인권을 옹호해야 할 기 이, 그

것도 인권의 최후보루로서의 사법부가 인권을 유린하고도 그 문제에 해 침묵

하고 있다는 은 사법부의 자기부담으로 계속 남아있다. 악법과 불법  법 용

에 유린되었던 피해자들은 이제는 오히려 ‘ 법’을 내세운 사법부의 무성의 속에

서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해 기진해 있는 상태이다.

Ⅲ. 사법  과거청산의 법  과제

1. 기본원칙과 철학의 문제

권 주의 치하에서 수많은 사건들이 사법부의 결을 통해 확정되었다. 사법부

는 수많은 불법을 양산하고, 수많은 인권침해를 재 을 통해 확정시킨 셈이다. 

그런데 지 까지 사법부가 과거사에 하여는 체로 외면과 무시의 략을 취

하고 있는 듯하다. 찜찜한 과거를 들추게 되면 기존의 확정 결 체의 신뢰성이 

흔들리게 되고, 재 에 기 한 법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을까 염려한다. 재 은 

‘증거’에 의해 하는 것인데, 새로운 증거 없이 ‘주장’만으로 과거를 재평가하기 

곤란하다는 견해도 있다. 법원의 권 를 사법부 스스로 무 뜨릴 수 없다는 생각

도 없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법  안정성, 사법부의 권  보존의 차원에서 근될 일이 

아니다. 사법부는 개개인의 기본권을 확인하고 권리구제를 해 존재하는 기 이

다. 그런 사법부가 오히려 기본권을 침해하고, 권리구제의 호소에 해 귀를 막

았던 그 과거의 지속이야말로 법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원인이다. 불법과 부정

의의 재 을 그 로 놔두고 안정과 평화를 얻는 방법은 오직 강권을 통한 침묵

강제밖에 없는데, 우리는 이미 그런 시 를 넘어선지 오래이다. 지 의 실에서

는 문제는 억압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갖고 근되어져야 할 것이다. 

사법부 권 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사법부의 권 는 총칼로서 확보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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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며, 지갑으로 매수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사법부는 총칼도, 지갑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33) 그러면 사법부의 권 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국민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존경심과 신뢰감으로 채워질 때 사법부는 그 제도  권

를 획득․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법부의 “외면과 무시의 략”이  통용될 수 없다는 것은 사법부의 가해

에 의해 피해자가 된 사람들이 엄연히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존재는 가해자에

게 반성을 구하고, 피해회복을 한 구체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지운다. 과

거의 사법부가 한 일이라고 재의 사법부가 모른 채 할 수 없는 것은, 개개인이 

달라져도 국가 자체의 행 로서 속성을 띠기 때문이다. 더욱이 사법부는 피해

자 편에서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가해자에게 배상 기타 조치를 통해 피해에 한 

원상회복을 해주어야 할 책무를 갖고 있는 국가기 이다. 그 에서 사법부의 책

임회피는 사법부의 존재근거 자체를 뒤흔드는 것이다.

사법피해로 인한 실존  고통에 해 사법부는 응분의 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사법피해자는 국가의 형벌권  형사사법과정 자체의 권력남용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사법피해자는 통상의 수형자들이 겪는 신체 ․정신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  명 의 실추, 그리고 오명과 낙인을 안고 살아가야 한

다. 피해자의 고통을 해소하고 그들을 원상회복하는 것은, 다른 국가기  못지 

않게 사법부 자체의 노력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 사법피해의 경우 이를 호소할만

한 다른 곳이 마땅치 않다. 입법  해결방법이 있으나 입법은 보편 ․ 량  해

결을 겨냥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법  해결이 온 히 이루어질 때 비로소 치유의 

과정은 완결될 수 있다.

가해자에 한 응징도 한 과제일 수 있다. 그러나 가해자 응징은 생각보다 쉽

지 않다. 컨  고문수사의 경우 고문의 피해자가 있음에도 실범죄라는 특성 

때문에 가해자를 특정하기가 어렵다. 설령 특정한다고 해도 피해자의 진술 이외

에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가해사실, 가해자, 증거를 확보하는 문제가 해

결된다고 해도 공소시효가 종료된 경우가 부분이다. 게다가 범죄가 조직 ․체

계 ․ 계 으로 이루어져 왔다면, 보다 많은 책임을 져야 할 상층부의 인사에

33) Alexander Hamilton 외, The Federalist Papers, ed. by Mary E. Webster, Bellevue: 
Merril Press, 1999, 313-314쪽. “사법부는 칼이나 돈지갑에 한 향력을 갖고 있지 

않다. 사법부는 사회의 힘과 부를 지배하지 않는다. 사법부는 폭력도 의지도 갖고 있

지 않으며 단지 재 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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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까지 구체  책임을 물을 만한 연계성을 증거로 확인하기 어렵다. 그 범죄로 

인해 정치 ․개인  이익을 얻었을 상층부를 처벌하지 않은 채 실무자만 처벌

한다면 사회정의가 올바로 섰다고 보기에는 충분치 않다.

과거의 잘못된 재 에 해 법 을 처벌하는 것은 어떤가. 사형에 처할 사건이 

아닌 피고인에 해 사형선고를 내렸다든가, 피고인의 고문 주장을 외면하고 검

찰논고문과 다를 바 없는 결문을 작성했던 사들에게 어떤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겠는가 말이다. 심정 으로는 그럴 법하다. 그러나 과거의 법 들이 

한 재 작용에 해 당해 법 을 응징하는 것은 이론 으로도 실제 으로도 쉽

지 않다. 법 의 오 도 상소 혹은 재심에 의해 구제될 수 있을 뿐이지, 그 오

한 법 에게 형사상․민사상 책임을 지우는 방법으로 해결될 수는 없기 때문이

다.34) 법 에게 책임을 지우는 근방식은 자칫 하다가는 법 의 양심과 독립을 

직 으로 침해함으로써,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할 수 있다는 도 간과

되어서는 안된다. 물론 법 의 법왜곡죄를 별도로 두는 나라도 있으나, 그 경우

에도 부분 선언  효력을 가질 뿐 실제 용에는 지 않은 어려움이 따른

다.35) 설령 그런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우리 과거의 공소시효가 

훨씬 과된 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시 에서 그러한 가해법

에 한 응징의 문제는, 조문상으로도 거의 불가능할 것이며, 기치 않은 부작

용을 낳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책임사법의 과제는 강조되어야 

한다. 과거에 책임사법36)의 임무를 제 로 수행하지 못해 사법을 통한 인권침해

를 야기했다면 그것을 시정해야 하는 것 역시 책임사법의  다른 요구이기도 

하다.

과거의 사법부에 의한 인권침해를 말할 때, 그것은 개인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

의 과제에 당면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 뿐 아니라 이러한 치유․회복의 과정을 

통해 우리의 사법, 나아가 우리 국가가 국민  상처를 승화하고, 인권국가로의 

진 을 이룩하려는 바람도 여기에 담겨 있다. 독재권력에 항하지 못하고 권력

34) 김재형, “법 의 오 과 책임,” 서울 학교 법과 학 편, 앞의 책, 156-170쪽 참조.
35) 이덕연, “법 의 법왜곡 문제 ― 과거청산의 상으로서의 사법사의 반성에 부쳐,” 법

과사회이론학회, 법과 사회, 제12호, 1995, 261쪽 이하. 이덕연은 독일형법 제336조의 

규정을 소개한다. 즉 “법률문제를 주 하거나 결정함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에게 유리

하게 혹은 불리하게 법을 왜곡한 법  … 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는 것이다. 독일에서도 실제로 법왜곡죄로 단죄된 경우는 거의 없다.

36) 이덕연, 앞의 , 27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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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요구에 순응한 사법부의 후진  과거는 청산되어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 과거

의 잘못 때문에 재의 사법까지 매도당하는 실을 그 로 방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과거의 잘못을 씻고, 피해자의 원상회복을 이룩하며, 상처와 응어리를 씻

어내는 작업은 선진사법으로 가기 해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과거의 잘못을 시정하는 것은 국민통합의 가치를 구 하기 해서도 필요하다. 

“간첩”이란 명목으로, “빨갱이” “불온분자” 등의 명목으로 피의자들에게 한민

국의 법이 부여한 인권과 법 차를 무시하고 그들의 생명․신체․자유․재산

을 불법하게 유린했을 때, 권력체는 국민을 국민/비국민, 체제 /반체제 로 분열

시켰다. 비국민/반체제 에 속한 자들에게는 어떤 인권도 필요 없다는 사고를 주

입시켰다. 그들에 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가족을 견할 권리도, 

교도소에서 책 읽고 편지 쓸 권리도 쇄했다. 권력의 편의에 따라 찢겨진 국민

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국민통합이라면, 그 통합은 인권과 평화의 연장선상에서

의 통합이어야 한다. 모든 국민의 의사를 짓밟은 바탕 에 “일사불란한 국민총

화”식의 통합이어서는 안된다. 억압받고 차별받고 상처입은 국민들에게 사과와 

용서의 의식을 통해 국민으로 승화하는 통합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과거의 억압  경험들은 그냥 묻 지고 말 것이 아니다. 그 과거는 인권의 미

래를 한 소 한 자원으로 재활용되어야 한다. 우리는 문제없는 상태를 최상이

라 생각할 수 없다. 오히려 문제를 경험하면서, 그 문제를 이겨내는 과정을 통해 

재발방지를 실히 필요로 하게 되고, 재발방지를 한 방법상의 지혜를 얻는다. 

궁극 으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재확인함으로써 우리 공동체가 인권과 평화

의 민주공화국으로 질  승화를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 에서 억압의 

과거는 잊 지거나 묻 질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육과 자각을 한 소 한 경험

으로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의 아픔을 씻어냄으로써 모두가 새로운 구성

원으로 되어가는 과정(re-membering)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향으로의 과거청산은 보복과잉의 악순환을 시정할 수 있게 된다. 승

화  청산이 미흡한 상태에서는 증오  보복의 감정이 분출되기 마련이다. 때로

는 피해자가 다시 가해하는 악순환이 연출된다. 우리의 역사  체험에서도 그러

한 상황은 여러 방면에서 확인될 수 있다.37) 한 시기에 한 법  방법으

37) 가령 재 친일 에 한 청산문제에서도 많은 문제가 노출되어 있다, 과거 친일 들

이 각 역을 장악한 가운데 반민특 를 비롯한 형사처벌의 방식, 혹은 친일의 진상

을 정확히 규명하려는 이론  노력들은 조직 으로 방해받았거나 제 로 된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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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에 한 불만이  다른 방식으로 분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기 이 무시하거나 왜곡시킨 과거사의 처리를 의 정제

되지 않은 여론의 분출에 내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기 이 과거사의 처리에 책임

감과 제로 임해야 한다. 건건이 정치  계산에 따라 단하는 정치권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의 보루인 사법부가 과거청산의 책임있는 최종  해결자로 나서야 

할 당 성이 여기에 있다.

2. 실정법과 자연법, 확정 결과 사회정의 간의 충돌을 치유하기

사법부가 과거의 문제재 에 해 ‘외면과 무시’의 태도만을 취하기 어려운  

다른 이유는 재의 법  혼란상이다. 과거의 재 을 통해 범죄자로 단죄되었던 

그 사건들이 민주화 이후에 새롭게 조명되고 평가를 받고 있다. 그 표 인 

가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과 이를 진압했던 군부의 경우이다. 1980년 

시민을 학살하고 진압한 군부는 스스로를 ‘구국의 웅’으로 미화시켰고, 그들에 

항했던 시민들을 ‘폭도’, ‘내란사범’으로 단죄했다. 그러나 1987년 이후, 시민들

의 행 는 ‘정치군부의 쿠데타에 항한 민주화운동’으로 재평가되었고, 1995년 

이후 정치군부의 행 는 내란죄, 군사반란죄, 내란목 살인죄로 단죄되었다.38) 이

게 과거 결의 기 가 완 히 뒤집 짐에 따라, 5․18 당시의 행 로 처벌받았

던 시민들은 바로 그 처벌 자체를 근거로 민주화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으며. 

시민들에 한 형사처벌은 특별재심을 통해 ‘내란에 항한 정당행 ’로써 무효

화되었다. 이같이 5․18 련 입법  5․18재 을 통해 과거의 입법․행정․사

법  조치들이 하나하나 정의의 요구에 합치되도록 바로잡히게 되었다. 5․18에 

받지 못했다. 친일  청산을 제 로 못하여 민족정기의 구 이 되지 않는다고 한탄해

왔다. 그러다 최근 친일반민족행 진상규명에 한특별법이 우여곡  끝에 통과되었다. 
그러나 차분한 “진상규명”의 노력보다는 “정치  공방”과 “흠집내기”에 시종하여 본

래의 진상규명의 취지도 만신창이가 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려는 노력보다는 

정치  반 를 공격하는 “신종 낙인 기”로 변질되는 모습마  보이고 있다. 그동

안 “빨갱이” 낙인과 “연좌제  불이익”이 독재정권 하에서 자행되어 왔으며, 민주화 

과정에서 그러한 낙인과 불이익을 제거하는 진 이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친일 ”
의 조상이 그를 본 도 없는 후손에게까지 어떤 낙인과 불이익을 안겨주는 방식으로 

법치주의가 후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최근의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38) 박은정․한인섭 편, 5․18, 법  책임과 역사  책임, 이화여 출 부, 1995; 한인섭, 

“5․18재 과 과거청산의 과제,”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 사회, 제15권, 1997, 160-200
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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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재 은, 항권을 국민의 기본  인권으로 보장하고, 그 항권에 반 하여 

시민을 진압한 행 는 불법이고 범죄임을 사법 으로도 선언한 셈이다.

민주화운동 련자명 회복 보상등에 한법률(법률 제6123호, 2000.1.12)은 과

거청산과 련한 기본 인 입법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련하여 희생된 자와 그 유족에 하여 국가가 명 회복  보상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의 발 과 국민화합에 기여함

을 목 으로 한다”(동법 제1조)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민주화운동”이라 함은 

“1969년 8월 7일 이후 자유민주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

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 주의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

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이라고 정의되었다. 그 기

(1969년 8월 7일)은 박정희 통령의 집권을 연장하기 해 통령의 3선출마가 

가능하도록 하는 헌법개정안이 발의된 날이다. 그 때로부터 본격 으로 집권연장 

 권력집 화를 해,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권 주의  통치가 본격화된 시기

를 두루 망라한다. 그리고 종 (終點)을 별달리 정하지 않은 이유는 권 주의 통

치가 어느 한 순간에 종식되는 것이 아니라 차 으로 퇴조했음을 반 한 것이

다. 이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그 사안이 민주화운동인지 여부를 명하자는 열린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 법에서는 문제의 권 주의 통치를 “자유민주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정권이라고 개념화하고 있다. 그 당시 

권 주의 통치에 한 국민의 항거는 국가폭력에 의해 억압당했으며, 각종 실정

법에 의거하여(계엄령, 긴 조치, 집시법, 국가보안법, 사회안 법, 심지어 경범죄

처벌법 등의 정치형법에 의해) 범죄로 단죄되었다. 한 권 주의 정권은 그에 

항거한 국민을 폭력과 으로, 고문과 살상으로, 강제연행과 재산권 괴 등을 

자행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체계 으로 침해했던 것이다. 이 법은 권 주의에 

한 국민의 항거를 명확히 항권으로 인정한 것이며, 이러한 국민의 항권은 

5․18법률  재 에서 확인된 사항을 이어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언 할 것은 민주화운동 련자의 범주로 “민주화운동에 련

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민주화운동과 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민주화

운동을 이유로 유죄 결․해직 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동법 제2조) 등을 열거

한 부분이다. 사법부에 의한 유죄 결 자체가 민주화운동에 련된 한 요건 의 

하나로 시되어 있다. 즉 민주화운동에 련된 과자에 해 “국가가 명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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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을 행”하겠다는 것이다. 그 다면 이 법률상의 국가는 유죄 결을 내린 

그 국가와 다른 기 , 다른 정의 을 갖고 있음에 틀림없다.

더욱이 민주화운동 련자명 회복 보상등에 한법률에는 민주화운동 련자임

을 결정하고 명 회복과 보상을 할 국가기 으로 민주화운동 련자명 회복 보

상심의 원회를 정하고 있다. 이 원회의 결정은 과거의 법원 결이 오늘날의 

민주주의 기 에서 볼 때 부정의했음을 확인하는 셈이다. 법원은 자신의 과거

결의 권 가 사법부 자신이 아닌 원회 차원에서 부인되고 있는 사태를 방임하

고 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법원의 기 과 원회의 기 이 달라져 있는 사태에 

해 무엇이 과연 정의인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39) 민주화법과 같은 과거청

산법들은 기존의 법률  재 의 내용을 실질 으로 부인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다. 그 바탕에는 기존의 법률  재 이 정의롭지 못했다는 평가  인식과, 그러

한 법률  재 의 배후에 있던 권력체에 한 항거가 정당했다는 사회  합의

가 깔려있다.

확정 결과 새로운 과거청산법과의 갈등이 민주화법 만으로 종결된 것은 아니

다. 과거에 한 진상규명과 재평가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안에서 양자 사이의 

갈등은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민주화법에서는 법제정단계에서 양자간의 직

충돌을 회피한 가운데 원회를 구성하여 활동  하는 방식으로 처리했다. 양자 

간의 갈등을 처리하기 한 법이론으로 후법인 과거청산법이 그 이 의 법률  

례에 비해 우월성을 가지며, 그 우월성의 일반  근거를 구성하기 해 ‘헌법

 법률’의 개념을 제안한 학자도 있다. 컨  이상 에 따르면, 과거청산 련법

률들은 이 의 정권범죄를 상으로 하는 것이기에 소 입법  성격을 띠고, 이

는 헌법  상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혹은 이 법률들은 

항권을 법률  차원에서 공식화시킨 의미를 갖는 법이기에 기본 으로 헌법  

39) 그 혼란의 가장 극단  사례가 동의 사태 련학생에 한 원회의 정일 것이다.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치사  방화치사로 확정한 사안에 해 원회가 민주화운동

련자로 결정함으로써 단한 혼란이 뒤따랐다. 물론 법원 결은 사태결과의 책임을 

물은 것이고, 원회는 사태의 동기의 측면을 우선시한 것으로 같은 사건 자체에 

한 평가가 상반되었다고 볼 수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동의 사태를 하나로 묶어 

포  단을 하는 의 인식 속에 과연 민주화운동은 무엇인가, 법원 결의 권

는 무엇인가 하고 묻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복잡성 때문에 김재

규 사건에 하여는 원회에서도 단을 보류하고 있다. 동의 사태와 련하여 유

족들이 낸 헌법소원에 한 헌법재 소의 결정은 헌법재 소 2005.10.27, 2002헌마

425 결정(민주화운동 련자명 회복 보상등에 한법률 제2조 제1항 등 헌확인)을 

참조. 헌재는 각하 5, 헌 4로 각하결정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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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성격을 띠게 되므로, 기존의 법보다 우월하다는 것이다.40)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오히려 문제를 복잡스럽게 만드는 결과를 래할 수 있다. 어떤 법률이 

‘헌법  법률’로서의 자격을 갖는다는 주장, 단순한 법률보다 우월한 지 를 갖

게 되는 법률의 단계가 따로 설정될 수 있다는 주장은 그 헌법  근거가 없다. 

이는 ‘ 습헌법’이 무엇인지에 한 논란만큼이나, 가장 엄격해야 할 법  지

상의 문제를 법이론가 내지 법해석자에게 맡겨버리는 결과를 래하게 된다.

양자간에 발생하는 갈등의 문제를 피하기 해 제정법상의 명문규정으로 그 

해결방안을 처리하려는 시도도 있다.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진실․화해를 한과

거사정리기본법(법률 7542호, 2005.5.31) 제2조 제2항은 (본법상의) “진실규명 범

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도 법원의 확정 결을 받은 사건은 제외한다”고 규정하

다. 이는 입법을 통해 기존의 재 을 흔들 수 없다는 것을 표명하여 일단 확정

결의 기 력을 존 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단서에서 “진실․화해를 한

과거사정리 원회의 의결로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

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외로 한다”고 규정하여, 확정

결도 원회의 의결에 따라 진상규명 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다. 본문

과 단서는 어떤 정치한 법논리에 의거한 것이라기보다는 일단 “정치  합”을 

해놓은 것일 뿐이므로, 앞으로 원회가 활동반경을 확장하게 되면 본문과 단서

간의 충돌은 실화될 것임에 틀림없다. 사법부의 입장에서 보면, 이 법률 제2조 

제2항의 존재가 기존의 확정 결의 확정력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에는 

지극히 취약하다는 것이다. “ 법 는 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 … 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동법 제2조 제1항 제4호)

에 틀림없이 해당할 사건의 경우, 기존의 확정 결이 아니라 과거사정리 원회의 

진상규명 차를 거칠 것이다. 그 게 하여 밝 진 진실과 사법부의 확정 결의 

진실에서 확연한 차이가 날 경우 그것은 사법부의 확정 결의 확정력을 뒤흔들

어놓게 될 것이다. 실제로 얼마만한 사건들이 그러한 정면충돌의 모습을 빚게 될

지 실로 그 범 를 알기 어렵다.41)

사법부의 확정 결이 진실과 정의의 요청에 근본 으로 반한 경우는 몇 가지 

40) 이상 , “입법사항, 헌법사항, 그리고 ‘헌법  법률’에 한 소고,” 최 권 교수 정년

기념논문집, 헌법과 사회, 888쪽 이하. 철학과 실사, 2003, 888쪽 이하 참조.
41) 조 암 재 , 조용수 재 , 인 당 재건  사건 등이 아마 그 일차  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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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이 있을 수 있다. 첫째, 사법부는 실정법을 그 로 용했으나 그 실정법 자

체가 의심할 여지없이 악법인 경우. 즉 실정법이 ‘법률  불법’일 때에는 ‘ 법률

 법’ 혹은 정의의 에서 부인될 수밖에 없다. 보다 구체  단기 을 제안

한다면, 그 실정법이 오늘날 헌법재 소에서 헌법률로 단될 것이 분명하다고 

보이는 경우가 그것이다. 가장 확한 는 1970년  유신시 를 수놓은 일련의 

긴 조치, 그리고 사회안 법 등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경우에는 그 법의 충실한 

용이 곧 정의의 부정이며, 사법부가 이를 용한 사례는 ‘불법 례집 묶음’을 

구성하게 될 것이다. 둘째, 사법부가 권 주의 정권의 요구에 좇아 피의자․피고

인의 인권침해주장을 외면하고, 그냥 검찰의 뜻에 따라(그리고 검찰 배후에 있는 

권부의 요구에 따라) 유죄 결을 내렸다면, 사법부는 그 법 용에 있어 부정의와 

불법을 질 다고 할 수 있다. 컨  장기간의 불법구 과 무자비한 고문으로 

인해 자백했다고 주장해도, 이를 “피고인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증거가 없다”면

서 이러한 주장을 기각시키고 형을 선고했다고 하자. 이 경우 사법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어기고 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함으로써 인권침해를 방조하거나 자행한 것이다.

자의 경우 사법부는 일부의 변명이라도 할 수 있다. 악법은 사법부 때문에 

제정된 것이라기보다는 국민들이 독재정권을 이기지 못해서 생겨난 상이다. 이

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은 유독 사법부의 구성원에게만 독재정권을 이겨달라고 부

탁하면서, 이를 어겼다고 사법부만을 비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후자의 경우에

는 실정법을 그 로 용하지 못한 사법부에 한 비난의 몫은 매우 크다. 사법

부의 독립이 침해당했다고 해도, 국민들은 사법부에 양심과 용기를 요구할 수 있

다. 일부나마 그러한 요구에 부응한 법 들도 없지 않았다. 그러한 법 들은 정

치  탄압은 받았을지라도 국민  존경이라는 보상을 얻을 수 있었다. 때문에 후

자의 경우에서 사법부는 용기없음, 양심없음, 독립없음에 한 비 을 감수해야 

한다.42) 어도 독재시기가 일단락된 이후에는 자신들의 잘못된 결로 인해 국

42) 극단 으로 말해 법 의 윤리는 “어떠한 가를 치르더라도, 곧 목숨을 바쳐서라도 

정의를 지향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극단의 윤리를 법 에게 강요할 수는 없다. 
법 도 인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말 법 이 권부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목숨을 바쳐야 할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 실제로 유신이나 5공 치하에서 

법 이 권력의 뜻을 좇지 아니하고, 실정법에 한 최선의 해석과 정의의 요구에 따

랐을 때 법  개인에게 닥쳐온 난은 사표강요와 좌천성 인사 다. 아마도 가장 첨

했을 사안인 김재규 재 에서 소수의견을 낸 법원 사들은 사표, 재임용탈락, 그

리고 가장 심한 경우 보안사 연행이었다. 양병호 법원 사의 회고에 따르면,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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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이 치른 고통이 무엇이었을까를 확인하고, 시정하려는 극  노력이 필요했

던 것이다. 그러한 과제를 입법부에 떠넘기거나, 단순히 망각이라는 시간  묘방

에 기 어 방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실정법과 정의가 충돌했을 때, 

그리고 권력과 국민이 충돌했을 때 그 충돌의 상흔은 사법부의 결에 깊이 배

어있다. 그 상흔을 확인하고 바로잡아, 법 차와 인권요청에 합당하게 사법을 

바로 세우는 작업은 언제든 시작되어야 할 과제인 것이다.

3. 피해자를 한 회복  정의의 실

과거청산이 국가기  사이의 법  단의 모순을 시정하기 한 차원으로만 

여겨질 수 없는 것은 사법부의 재 (작  혹은 부작  포함)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생생하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고통의 첫째는 법  고통이다. 법으로 인한 고통은 물론 결 그 자

체의 효과로부터 나온다. 사형 결로 인해 곧바로 처형당하는 경우가 가장 극단

인 이며, 무기형이나 장기형을 받고 오랜 기간 국가수용시설(교도소, 감호소)

에서 복역한 도 있다. 수형기간동안의 처우도 “등 외” 혹은 “개선극난자”로 

분류되어, 통상의 수형자들이 리는 것보다 훨씬 열악한 처우를 받아야 했다. 

이들은 수사시부터 불법구 ․장기구 ․고문과 가혹행 를 받았으며, 형기 에

는 비인간 이고 모욕 인 처우를 받아왔다. 형기가 종료되고 출소한 이후에도 

정보기 의 감시를 받게 된다. 심지어 공식  감시망이 아  제도화되어 있는 경

우도 있다(보안 찰 등).

그 뿐 아니다. 형사재 과 련된 고통은 다른 고통과 다르다. 컨  교통사

“보안사에 끌려가 곤욕을 받다가” “3일간 강요되어 법원 사직을 사임”하 으며, 
신체 인 “고문은  당하지 않았다”고 한다. 물론 보안사 서빙고실로의 연행과 사

흘간의 구  자체가 일종의 고문  효과를 래할 것은 분명하지만, 고문이 치던 

1980년의 시 에서 당시 연행되었던 그 어떤 인사보다도 한 취 을 받았다고도 

볼 수 있다. 이 듯 어두운 시 에도 마음에 안드는 법 에 해 명시 인 고문은 없

었다. 결국 법 의 소심함, 출세길에 한 염려, 양심(conscience) 신 편의

(convenience)의 선택, 나름 로는 최선을 다했다는 주장 등이 법  개인이 내세울 수 

있는 변명일 것이다. 우리의 경우와 비해볼만한 사례로 독일통일후 구동독의 법

을 상 로 한 재 을 들 수 있다. 거기서는 “소심함이나 출세에 한 염려로 인해 법

률  불법을 용한 법 은 면책될 수 없다”는 원칙이 확립되었던 것이다. 양병호, 
험 한 인생의 고개를 넘어서, 법률출 사, 2000, 123-132쪽 ; 이재승, G. 라드 루흐

의 법실증주의와 법률  불법이론에 한 연구, 서울  법학박사논문, 1997, 149쪽.



2005. 12.]  “회한과 오욕”의 과거를 바로 잡으려면 103

고를 당한 피해자는 신체  고통을 받고, 신체  고통에 연 된 정신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로 조작되고, 그것을 법원이 재 을 

통해 확정했다고 하자. 그에게는 신체  고통보다 훨씬 한 정신  고통이 생긴

다. 무엇보다 “억울하다”는 감정이다. 억울하다는 것은 어디에 호소할 곳이 없다

고 느낄 때, 피해자인 자신이 오히려 가해자로 내몰리는 상황을 시정할 수 없을 

때 느끼는 감정이다. 어디에도 억울함을 호소할 수 없도록 침묵을 강요하는 사회

 여건은 피해자들에게 화병, 노이로제, 정신장애 등의 정신상태를 만들어낸다.

사법  결이 가져오는  다른 요한 효과는 낙인이다. 문제사건들의 경우 

동수사단계부터 그 피의사실이 공표되고 선정  언론보도로 인해 선입견이 생

겨버린다. 사건의 진상에 해 알고자 하는 욕구가 가장 큰 동단계에서 이미 

언론에 의한 낙인이 히게 되면, 침소  혹은 사실무근임이 명되어도 그 낙

인은 잘 지워지지 않는다. 법  낙인 혹은 언론 낙인의 효과는 피해자 본인 뿐 

아니라 피해자 가족에게 방 로 미친다. 컨  “간첩” “빨갱이”의 가족이라는 

것은 그 개인 뿐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사회  매장을 의미했다. 한 개인의 고통

은 가족 체의 고통으로 곧바로 확산되는데다가, 사회  청 들의 낙인에 한 

부정  반응으로 인해 가족 체가 멸  악순환의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다. 이

게 피해자에게는 법 , 개인 , 사회  피해가 첩된다. 국가가 피해자 개인 

 그를 둘러싼 가족 체를 고통으로 몰아넣는 것이다.43)

그러면 불법 차와 불법 결로 그러한 고통을 만들어낸 국가는 가만있어도 되

는가. 그러한 고통과 아우성에 감은 국가가 과연 제 로 된 국가인가. 더욱 딱

한 것은 피해자로서는 이를 뒤집을 확증을 내놓을 수 없는 경우가 부분이라는 

사실이다. 증거의 게임에서 훨씬 우월한 지 에 있는 정보기 과 수사기 이 자

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피해자가 확보하도록 놔둘리 없었으며, 뒤늦게 피해자가 

증거를 확보하려고 해봤자 시간의 흐름이 기억을 소실시키고 련자들을 흩어지

게 만든다. 그런 상태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겪어 온 고통의 불법성을 확정  증

43) 피해내용에 한 정리는 “[끝나지 않은 고통 ― 고문피해자들 증언] ‘빨갱이 처자식’ 
손가락질 … 죽기  이 명 벗겨주오”(한겨  2005.10.20.)  수지김 유가족 피해

사실 증언녹취록(양 아․이선형 편)을 읽고 나름 로 정리한 것이다. 자는 고문피

해자들을 인터뷰한 것인데, 필자는 한겨  기자들로부터 신문에 수록된 것보다 많은 

량의 인터뷰 내용을 볼 수 있었다. 후자는 수지김사건의 배상소송을 한 기 자료로

써 가족피해자들의 증언을 채록한 것인데, 그 문은 600쪽 이상으로 방 하며, 요약

정리된 내용만도 100쪽 이상에 달한다. 미간행의 기사와 자료를 보여주신 한겨  기

자들과 양 아 교수에게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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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로 입증하라고 다그친다. 그러나 피해자는 억울함이 남아있는 이상 무언가의 

해결책을 찾고자 열망한다. 피해자 혹은 생존자, 그들의 유족이 갖는 의무감은 

지워질 수 없는 것이다. 지 까지의 몇 가지 과거청산 련 입법들도 그러한 의무

감과 아우성이 모여 겨우 만들어진 것이다.44) 그 에는 불과 몇 년 의 것도 

있지만, 사안이 발생한지 몇 십 년이 지난 것들도 있다. 국민의 소리에 더 민감

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입법부는 최소한의 반응을 이러한 새로운 입법조치를 

통해 보여주었다. 그런데 피해자의 억울함과 분노와 물을 닦아주어야 할 사법

부는 외면과 침묵의 길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높아져가는 국민의식에 비추어 이

러한 사법부의 외면과 침묵은  용인되기 어려운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Ⅳ. 과거청산의 법  장애에 한 검토

1. 형사재심에 련된 문제

1970～80년 의 형사 례는 반 으로 검찰측, 그리고 그 배후의 권부의 입

맛에 맞도록 되어 있으며, 피의자나 피고인 나아가 국민들에게 압도 으로 불리

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가우월 ․국민경시 으로 만들어진 많은 례들

이 1980년  후반 이후 개별 으로 개선되어 왔으나, 아직도 결의 국가우월

․권 주의  태도들은 불식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정치  기획을 의

도한 사건의 수사와 공 과정에서는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이나 법 차의 요

구를 완 히 무시한 경우가 허다했다. 고문과 장기구 을 통해 자백을 조작해내

고, 참고인과 증인을 박하 다. 그 게 나온 자백은 조서에 기록되었고, 법원은 

그 검찰조서의 효력을 거의 이의없이 인정하 다. 민주화가 진행되어가는 과정에

서도 억울하게 처벌받았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재심청구는 부분 기각되었다.

1980년 의 실상은 최근 겨우 재심이 받아들여진 함주명 사건을 통해서 확실

히 살펴볼 수 있다.45) 함주명은 1983년 서울형사지방법원에 국가보안법 반  

44) 의문사진상규명에 한특별법(법률 제6170호, 2000.1.15)이 그 한 이다 1988년 국

민족․민주유가족 의회가 결성되어 함께 의문사에 한 진상규명의 노력을 보다 체

계화하게 되었다. 이들은 1988년에 135일간 의문사진상규명을 구하는 농성을 벌

고, 1994년에는 10만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입법청원을 하 다. 1998년부터 무려 

422일간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여 특별법 제정을 구하 다. 이러한 사회  압

력에 려 겨우 의문사법이 제정된 것이다.
45) 함주명에 한 재심 결은 서울고등법원 2005.7.15. 결 2000재노16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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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법 반죄로 기소되었고, 원심 결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

인에게 무기징역의 형을 선고하 다. 피고인의 상소는 기각되어 1984년 법원

결로 확정되었다. 함주명은 16년간의 옥살이를 하고 1998년이 되어서야 8․15

특사로 석방될 수 있었다.

여기서 일차 으로 문제삼고 싶은 부분은 재심 상 원 결이다. 원 결에서 가

장 결정 인 증거로 인정된 것은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유죄를 한차례 

인정했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혹독한 고문을 받았고, 검찰에서의 진술

은 강압상태가 연장된 상태 하에서 진술한 것이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다음과 같

은 문구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 다.

“피고인이 ① 경찰에서 고문 등 부당한 우를 받았다는 것은 피고인의 주

장 이외는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 피고인의 학력과 경력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②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

에서 행해진 임의의 진술임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당  간첩 의를 받고 수사

기 에서 ③ 일시 구속 장 없이 조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인정을 뒤집을 수 없고 당시 그 진술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임의성이 없다거

나 이를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46)

첫째, 피고인은 고문받았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고문 의혹은 자백의 임의성

을 의심할 특단의 사유가 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근  형사소송은 고문 지의 

원칙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며, 고문을 허용하는 법제는 이미 근 성의 포기를 

선언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 을 우리 사법부는 부인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고

문 주장을 입증하라고 했다. 피의자는 장없는 상태로 40일간 실에서 고문당

했다. 치안본부 공분실에서 변호인은커녕 가족도 만나지 못한 채 장기간 불법

구 상태에 있던 피의자에게 고문을 입증할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 고문당했다고 

법정에서 피고인이 진술하면, 재 부는 그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피고인의 태도, 

정황, 진술의 상세성  일 성 등으로 충분히 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법원은 피고인의 진술을 기본 으로 청취하려고 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진술 

이외의 어떤 입증방법이 있었을까. 피의자는 수사기 에서 실수사를 받았다. 

반, 반공법 반]. 필자는 함주명의 재심사건의 변론을 맡은 조용환 변호사에게 자료를 

얻을 수 있었고, 그에 해 조 변호사에게 감사를 표한다.
46) 서울고등법원 1984.1.30. 선고, 83노2652 결.



韓 寅 燮 [서울 학교 法學 제46권 제4호 : 84～120106

증인은 수사경찰 뿐이다. 수사경찰  가 피의자의 고문사실을 자백하거나 증

언할 것인가. 원심에서도 수사한 이근안이 법정에 섰다. 그는 당연히 고문사실을 

부인하 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법원은 이근안의 진술을 믿었고, 피고인의 주장

은 다른 증거가 없다고 배척하 다.

둘째, 검찰에서의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해진 진술’이라

고 법원은 인정하 다. 어떤 것이 특신상태인가. 법정에서 피고인이 ‘검사로부터 

직  고문 등 부당한 우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 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의자는 장기불법구 과 이근안 등의 무자비한 고문으로 극도의 공포심을 갖고 

검찰수사에 임하 다. 검사 수사실로 데려온 이근안 등이 바로 에 있는데, 검

사 앞에서 부인할 수 있는 의지가 한순간에 생겨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원은 가

정하는 것일까. 피고인이 “검사 이 의 수사기 에서 고문 등 가혹행 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의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 다면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

백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47)이라는 례는 1987년 이후에야 형성된 것이다. 

그 이 에는 피고인이 수십일 동안 겪은 고통과 공포, 무력감의 심리상태는 깡그

리 무시되었다. 검사가 고문했다고 해서 사정이 달라질 것도 아닌 것 같다. 앞의 

①의 논리에 따르자면 그것 역시 ‘피고인의 주장’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취 했

을 것이 거의 틀림없기 때문이다.

셋째, 법원은 ‘일시 구속 장 없이 조사를 받았더라도’ 라는 표 을 쓰고 있다. 

‘일시’라는 단어의 느낌은 불법구 이 ‘잠깐’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 그런데 

실상은 무려 40일이었던 것이다. 제 로 된 법치국가라면 상상할 수 없을 것이

다. 그 기간은 단순한 구 기간이 아니라 고문을 통해 사건을 날조해내는 과정이

었다. 김지하의 표 을 빌리자면, 멀쩡한 사람을 ‘ 색 오징어포’48)로 만드는 데 

소요되었던 기간이었던 것이다. 그런 정도의 장기간이라면 수사기 에서 얻은 피

의자의 자백 모두가 임의성을 의심받는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임의성이 완

히 부인되고, 수사기  종사자들이 불법체포․감 죄(형법 제124조)로 처벌받아

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그 시기에 구도 불법체포․감 죄로 처벌받지 않았음

은 물론이고, 장기구 이라도 그 때 얻은 자백의 증거능력이 부인되는 경우는 없

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불법구 을 당연시하는 풍토로까지 이어졌으며, 시

47) 법원 1992.11.24. 선고, 92도2409 결.
48) 김지하, “양심선언,” 한인섭 편, 앞의 책(2004), 1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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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건의 경우 불법구 은 상례 다. 특히 간첩조작사건이나 시국조작사건에 이

르면 수십 일 간의 불법구 은 수사의 필수 인 과정처럼 여겨졌다.

넷째, 수사과정에서 검찰 측이 내세운 가장 요한 증거는 결국 검사 면 에서 

한차례 이루어진 자백사실이었다. 이 자백은 경찰고문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데다, 뒤이은 검찰수사과정에서 피의자는 그 자백마  부인하 다. 그런데 그 부

인한 을 검찰수사의 임의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역이용하 던 것이다. 자백사실

은 요한 증거가 되고, 부인사실은 임의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이용되니 피의자

로서는 자백해야 좋을지 부인해야 좋을지 모르는 지경이 된 것이다. 검찰면 의 

자백이라면  경찰의 강압수사의 연장선상이라 해도 임의성이 부인되지 않았으

며,  검찰조서 자체의 증거능력의 제한은 당시 시 에서 생각할 수도 없는 일

이었다. 앞서 보았듯이 의 경우에 증거능력은 90년  이후에야 부인되었고, 

의 경우는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있다는 원합의체 결49)을 통해 2004년 말에야 겨우 과거의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다.

함주명 사건이 드물게도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져 결국 무죄 결을 받아낸 것은 

법원 자신의 과거반성 때문이 아니었다. 우선 ①과 련한 고문사실을 다름 아닌 

고문자 자신이 자백했기 때문이다. 이근안은 원심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을 고문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 다. 법원은 이근안의 진술을 별다른 

조사없이도 믿었다. 만일 이근안이 고문범죄에 한 공소시효가 종료되기 직 에 

자수50)하지 않았다면, 자수하고서도 함주명을 고문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혹은 여러 가지 고문한 가운데 함주명을 고문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법원은 함주명의 주장 이외에 (이근안의) 고문을 인정

할 증거가 새로 나타나지 않은 상태이므로 함주명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

을 것이다. 고문피해자를 간첩으로 단죄했던 오 의 시정은 한민국 사법부에 

달려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문기술자 이근안의 양심에 달려있었던 셈이다. 법원

은 이근안이 고문사실을 부인해도 믿었고(1983년), 시인해도 믿었다(1999년). 함

주명이 감사해야 할 존재는 사법부가 아니라 기묘하게도 과거의 고문기술자인 셈

49) 법원 2004.12.16. 선고, 2002도537 결.
50) 이근안은 5공기간 동안 숱한 사람들을 고문한 고문기술자로 악명높았다. 그는 경기도 

경찰청 공안분실장으로 근무하던  1988년 그는 1988년 고문기술자로서의 신원이 

확인된 뒤 잠 하 다가 1999년 자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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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여기서 사법부는 과연 무엇을 하는 존재인가 하는 근본  의문이 생긴다.

둘째, ②와 련하여 검찰신문과 검찰조서의 증거능력에 한 법원 례의 변

경은 이미 말한 바와 같다. 그러면 그 효과는 오직 미래에 하여만 미쳐야 하는 

것일까. 검찰자백  검찰조서에 한 일련의 례변경은 과거의 증거인정방식에

서 근본  문제가 있었고, 법원이 검찰의 권력남용에 하여 충분한 견제  역할

을 수행해오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나온 것이다. 과거의 례가 수사기 의 권력

남용을 정당화했으며, 그 과정에서 무자비한 고문과 형식 인 조서로 마무리하던 

그 폐습을 인정하고 시정하겠다고 나섰을 때, 과거의 잘못된 증거기  때문에 피

해를 입은 개개인들이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재심을 통한 구제책에 해 법원

은 모른 채 할 수 없는 일이다.

지 까지의 고문과 용공조작의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사실을 사회 으로 주

장해오고 있으며,  법정에 재심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이다.51) 그러나 그들

에게는 ‘개심한 이근안’이 없다. 고문자들의 경우 부분 공소시효가 종료되었기

에 고문자들이 자발 으로 개심할 이유도 별반 없을 것이다. 그러면 법원은 ‘개

심한 이근안’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새로운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재심의 문을 닫고 있어야 하는가.

다른 각도에서 근할 수도 있다. 함주명과 같은 경우 ‘개심한 이근안’의 존재 

없이도 재심개시결정을 내리기에 충분한 정황이 있다. 첫째, 함주명을 수사한 기

의 특성에 주목할 수 있다. 치안본부 공분실이 어떤 기 이었던가. 그곳은 

시설 자체를 고문용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고문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그 곳에 배

치되었다. 김근태에 한 무자비한 고문이 일어난 곳도 거기 으며, 박종철이 고

문사한 곳도 그 곳이었다. 치안본부 공분실 뿐 아니라 앙정보부(국가안 기

획부), 보안사는 고문의 산실이었다. 따라서 과거 피고인이 법정에서 이들 고문산

실에서 장기수사를 받았고, 자신들이 거기서 고문당했음을 주장한다면, 그 주장

에 고도의 신빙성을 부여할 충분한 조건이 된다.

둘째, 고문 여부는 설사 다툼이 있다고 해도 장기불법구 의 객  사실은 다

툼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간, 혹은 70여일 간의 불법

51) 재심청구 인 사건으로 ‘ 장귀순간첩’ 이수근 사건, 이장형 반공법 반사건, 강희철 

국가보안법 반사건 등이 있으며, 재심청구 정 인 사건으로는 김철 조총련연계 간

첩사건, 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 납북어부 이상철 사건, 김양기 총련연계 간첩사건, 
박동운 등 진도간첩단 사건, 김삼석 등 남매간첩단 사건 등이 있다. 한겨  2005.12.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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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이 있었다면, 그 시기에 혹은 그 시기직후에 얻는 모든 자백과 참고인조사의 

증거능력은 이를 부인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셋째, 당시의 결문 에서 고문주장에 한 법원의 심 내용은  신빙성

을 부여할 수 없다. 법원은 그 당시에는 함주명이든, 김근태든 고문주장을 완

히 일축했기 때문이다. 후일 이들에 한 고문은 확실히 밝 졌지만, 그것은 법

원의 노력 때문에 밝 진 것이 아니다. 따라서 당시의 법원 결문에 ‘수사기

의 고문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문구는 법원의 수치스런 기록

의 일부일 뿐이지, 그것으로 고문없었음을 확증하는 것은 될 수 없다.

그러한 일련의 증거에 해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난뒤 남은 증거로 유죄 결

을 내릴 수 없는 지경이라면,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형

사소송법 제422조 제5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법원은 이 증거(주장)는 

“새로” 발견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주장된 것이라고 강변할지 모른다. 그러나 법원

이 이러한 주장에 해 (외압 탓이든 축된 분 기 탓이든) 과 귀를 막고 있

었으므로 그 주장은 주장되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다. 증거에 한 새로운 해석

을 통해, 유죄의 증거가 증거능력이 상실되어 무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계가 형성되면,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나타난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과거사건에 해 마냥 피해자의 재심청구를 기다릴 일도 아니다. 국가기 인 

검사가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일련의 사건 에서 재심의 가능성이 높은 사

건을 추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할만한 기 을 세워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컨  ① 수사주체가 구 던가. 통상의 경찰인가, 아니

면 정보기 이나 특수수사기 이 여했는가, ② 수사한 장소는 어디 는가. 정

식 경찰서 는가, 아니면 은폐된 장소 던가, ③ 피고인이 고문당했다는 주장이 

있었는가, 고문주장을 한다면 얼마나 강도 높게, 지속 으로 고문주장이 행해졌

는가, ④ 불법감 이 있었는가, 있었다면 불법감 기간이 얼마나 길었는가, ⑤ 고

문과 검찰자백 사이에 얼마나 시간 ․심리  연 성이 있었는가, ⑥ 경찰  검

찰에서의 자백 이외에 그를 뒷받침하는 물증이 얼마나 있었는가, ⑦ 법원이 고문 

등으로 인하여 법 차와 인권을 유린당했다는 피의자․피고인의 주장을 얼마

나 존 했는가, ⑧ 양형은 어떠했는가. 통상의 사건보다 히 불공정한 처벌을 

하지 않았는가, ⑨ 실체 계에서 조작의 의심이 드는 정도, 혹은 사건의 정치  

이용가능성이 얼마나 높았던가, 그리고 ⑩ 수사-재 연도가 언제인가. 1973년부

터 1987년 까지는 국가기 이 조직 이고 체계 으로 수사를 통한 인권침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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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행했던 시기이다. 그 시기로부터 멀어질수록 국가기 의 조직 ․체계  인권

침해의 정도는 약화되어간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기 들을 입체 으로 

가동시킨다면, 재심 상이 될 만한 사법  인권침해사건의 윤곽이 보다 뚜렷해질 

것으로 생각한다.

재심 상이 되어야 할 사건은 다른 방면에서도 구할 수 있다. 의문사진상규명

에 한특별법(2000.1.15. 제정, 법률 제6170호)은 “민주화운동과 련하여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건에 한 진상을 규명”할 목 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에는 “민주

화운동과 련한 의문의 죽음으로서 그 사인이 밝 지지 아니하고 법한 공권

력의 직․간 인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 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죽음”의 사건을 진상규명할 목 으로 제정되었다. 이러한 조사를 하여 의문사

진상규명 원회가 통령 소속하에 국가 산과 인력을 지원받으며 활동하고 있

다. 원회의 조사결과 “민주화운동과정에서 공권력의 법한 행사로 사망하 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주화운동 련자명 회복 보상심의원회에 심의를 요

청”(동법 제26조)하며, 진상보고서에는 “의문사 사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동법 제30조 제2항)를 권고한다.

만약 그 피해자가 사법부에 의해 유죄 결을 받고 사망한 자라면, 이 사법피해

자를 한 첫 번째 국가  조치는 사법  재심일 것이다. 실제로 인 당 재건  

사건으로 사형당한 자들의 경우, “고문, 증거조작, 공 조서 변조 등”이 원회에 

의해 확인된 것을 토 로 인 당 책 에서 재심청구를 한 바 있으나(2002.12. 

10.), 그에 해 사법부는 3년이 넘도록 재심개시결정조차 내리지 않고 있다. 그

러나 과거사를 다루는 국가 원회가 기존 증거의 조작과 법 차의 유린을 확

인하고  새로운 증거를 찾아낸 경우에는 원회가 재심을 청구하도록 하며, 그

것을 재심개시사유 의 하나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법률  뒷받침이 이루어졌다

면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크게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반성  통찰의 일부

는 2005년 제정된 진실․화해를 한과거사정리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반 되어 

있다. 즉 “진실․화해를 한과거사정리 원회의 의결로 민사소송법  형사소송

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원의 확정 결이 있는 경우에도 진실규명 상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

정은 진상규명 상에 속하는지 여부를 단하기 한 것이다. 그 지만 다른 한

편으로 보면 이 규정에 따라 원회는 ‘재심사유’가 있을만한 사건인지를 선 단

해야 한다. 따라서 원회의 선 단  본격  규명을 거쳐 재심사유가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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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고, 사법부가 원회의 재심사유 단을 존 하여 재심재 을 여는 방안이 

충분히 강구될 수 있으리라 본다.

국회의 입법으로 과거사 정리에 련한 특별재심 조항을 제정하는 방안도 생

각될 수 있다. 이와 련하여 법원행정처장은 최근 국회에서 “재심요건을 입법으

로 확 하면 일반사건으로 되어 법  안정성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조심스

럽다”며 “해석론으로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  소견을 밝힌 바 있

다.52)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해석론이든 입법론이든 신속하고 정확한 피해구제를 

원할 뿐이다. 그런데 지 까지는 법원의 “해석론”으로 상황이 진 된 바가 없기

에 입법에 기 어 문제를 풀고자 하는 것이다. 법원 측에서 이 문제에 한 입

법론에 해 유보 이거나 부정  태도를 표한다면, 그것은 “해석론”으로 책임있

게 응한다는 제 하에서 동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법원이 해석론 으로 해결의지를 보이는 것은 물론 만시지탄이지만, 입법론의 

강 도 극 평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경험으로는 이미 5․18민주화운동

등에 한특별법(법률 제5029호, 1995.12.21) 제4조에서 “5․18민주운동과 련된 

행  는 (헌정질서 괴범죄행 의) 범행을 지하거나 반 한 행 로 유죄의 

확정 결을 선고받은 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특별재심 규정을 제정했다. 이 특별재심 조항을 통해 이 법률 

해당사건에 한 기존의 확정 결을 법 으로 기할 수 있는 문호를 연 것이다. 

그에 따라 1998년 이래 일련의 범한 특별재심재 이 열렸으며, 재 부는 “피고

인들이 최후의 헌법수호자인 국민으로서 헌정질서 괴범죄에 항해 이를 지, 

반 한 것은 헌정질서수호를 한 최소한의 정당방 ” 혹은 “형법 제20조의 정

당행 ”로 무죄 결을 내렸다. 이러한 특별재심은 주․ 남지역에서의 항행

는 물론 5․18을 후하여 신군부에 항하다 유죄 결을 받았던 사례를 망라

하고 있다.53)

이러한 특별재심조항의 운용을 통해 기존의 사법질서에 혼란을 래했다거나 

“법  안정성 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54)는 우려가 한낱 기우일 수 있음을 

보여 다. 오히려 진상규명, 국가배상, 특별재심의 단계를 거친 후의 주는 법  

52) 2005.10.6. “국회 법제사법 원회의 법원에 한 국정감사에서 당시 법원행정처장인 

손지열 법 의 견해”, 한겨  2005.10.7.
53) 한인섭, “국가폭력에 한 법  책임  피해회복,” 서울 학교 법학, 제43권 제2호, 

2002, 225-226쪽 참조.
54) 손지열 법원행정처장의 언 이다. 한겨  200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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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을 완 히 회복했으며, 그로 인한 어떤 혼란의 흔 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

서 어도 고문이나 가혹행 , 증거조작 등과 같이 공권력의 법․부당한 행사

가 입증된 사안의 경우 유죄의 확정 결에 해 특별재심을 입법화하는 것은 바

람직하다. 그리고 사법부는 “해석론”을 통해 특별재심의 사유를 심의하여, 합리

인 재심 결을 내리면 되는 것이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사법부는 과거의 어두

운 상처로부터 스스로를 회복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2. 배상과 소멸시효의 문제

공권력의 법․부당한 행사에 하여는 국가에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일반

으로 인정함이 당연하다. 손해배상청구에 하여는 원칙 으로 민법상의 시효

규정이 용된다. 불법행 로 인한 손해의 경우 그 배상청구권은 손해  가해자

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거나 불법행 를 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민법 제766조, 산회계법 제96조). 그러나 과거청산 련 사건에

서 이러한 법정기간 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불법을 

자행한 권력체가 세를 떨치고 있는 상황 하에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구한다

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며, 설사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국가범죄에 한 내부 증거

의 확보가 극히 어려운 것이다. 정권의 폭압성이 지난 뒤에 국가배상을 청구하

면, 그 때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법형식 으로는 더 이상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는 입장이 되고 만다. 과거에 불법의 폭력에 의해 희생당한 피해자는, 이제는 

법성을 내세운 법원의 소멸시효 앞에 좌 하고 마는 것이다. 법원의 경우는 과

거의 권력불법에 하여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해주지 못하고, 이제는 실정법을 

내세워 피해자의 권리회복을 외면하는 기 상이 이제껏 정상 인 것처럼 통용되

어 왔다.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사건이든, 무슨 사건이든, 법원은 법앞의 평등을 내

세워 기계 으로 소멸시효 규정을 용하고 있다. 기본 으로는 사건의 발생시

을 시효의 기산 으로 보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컨  삼청교육  사건에서 

법원은 기산 을 구타당한 시 , 혹은 퇴소한 시 으로 보았으며, 1980년 국보

조치에 따라 재산을 강박 으로 양도한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양도시 , 

합수부에서 풀려난 시 , 혹은 계엄해제 시  등을 들고 있다.55) 5공화국 기의 

55) 임상 , “거창사건 련 결과 소멸시효 항변,”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 사회, 제27
호, 2004, 1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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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범죄행 에 한 일련의 배상소송에 하여 법원은 ‘비상계엄이 해제되

어 헌정질서를 회복한 1981년 1월 이후에는 강박상태가 종료되었고 정상 인 권

리구제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결을 양산했다.56)

1980년 정치군부에 의한 표 인 인권유린 행 던 삼청교육 에 한 손해

배상의 경우에는, 1988년 11월 26일 통령과 국방부 장 의 담화 형식으로 정

부가 응분의 보상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사망자와 부상자를 상으로 신고기간을 

정하여 신고해  것을 천명하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해신고를 한 사안에 하

여 국가는 소멸시효를 주장하여 피해보상을 거부하 다. 그에 한 피해자측의 

제소에 하여 제1심에서는 원고측 패소, 항소심에서는 원고측 승소의 결57)이 

나왔다. 법원의 다수의견은 통령의 선언은 정치 인 방침일 뿐 사법  효과

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고, 국가측이 시효이익의 원용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시하여 원고측 피해자의 패소로 귀결되었다. 그에 해 소수의견(천경

송, 정귀호, 이용훈, 이임수)은 “채무자인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

칙에 어 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이다. 한 삼청교육 련 피해는 국가소

속의 공무원이 … 개별 으로 지르게 된 일반 인 불법행 가 아니고, 그 당시

의 비상한 시기에 국가에 의하여 규모로 그리고 조직 으로 실시된 삼청교육 

과정에서 국가소속 공무원들이 량으로 지르게 된 특수한 불법행 의 경우이

므로, … 국가로서는 삼청교육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국민들에 

하여 정정당당하게 그러한 불법행  자체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다투는 것은 몰

라도, 구차하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내세워 그 책임을 면하려고 하

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방어방식이라는 에서도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은 

허용될 수 없다”는 반론을 폈다.58)

이같이 소멸시효문제는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이 넘을 수 없는 장벽이 되어 왔

다. 피해자들의 요구를 가능한 존 하려는 법원 역시 이 장벽을 넘어서지 못했

다. 컨  1951년 거창양민학살사건의 유족들이 2000년 제기한 소송에서, 제1심 

56) 법원 1992.8.14. 선고, 92다29811 결; 법원 1992.11.27. 선고, 92다8521 결; 
법원 1996.10.11. 선고, 95다1460 결 등.

57) 항소심(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통령의 국민특별담화와 후속조치로서 주무부처의 

장이 발표내용에 따른 신고까지 있다면, 이는 사법상으로 법한 손해배상채무의 승

인이나 시효이익의 포기가 있는 것이라고 시하여 원심 결을 기하고 원고의 청구

를 인용하 다. 서울고등법원 1994.4.6. 선고, 93나6722 결.
58) 법원 1996.12.19. 선고 94다22927 원합의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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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부는 과거청산과 련한 국가의 의무를 명확히 시59)하면서도, “이 사건에 

소멸시효제도가 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으며,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손해배상청구권을 부활시키는 문제는 결국 국회의 특별법 제정으로 해결할 수밖

에 없을 것이다”고 시하고 있다.

1973년 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던  사망한 최종길 교수의 유족들이 낸 손

해배상소송에서도 제1심재 부는 의문사진상규명 원회의 조사결과를 토 로 최

종길 교수가 “타살되었는지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최종길은 

당시 심한 고문  모욕과 박 등을 당하 고, 죽음으로써 이와 같은 고문  

모욕과 박에 항거하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하여 스스로 뛰어내려 죽음

에 이르 다고 추정할 수도 있다. 그 다면 결국 최종길은 법한 공권력의 행사

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다”고 단하 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권은 “모두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 다”고 시한다.60) 그리고 이후 국가가 의문사 련법을 제정하여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하여도 이로써 “피고 한민국의 손해배상채무와 

련한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다는 사법상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심지어 불법한 공권력을 행사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피고 한민국이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에 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유족측의 주장에 하여, 과거의 법원 례61)를 들어 부

인하 다. 심지어 객  장애사유가 소멸한 뒤에도 어떠한 사법상의 권리도 행

59) 다음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1.10.26. 선고, 2001가합430 결의 일부이다. “비
무장 민간인에 하여 조직 으로 군사력을 동원하여 그 생명권을 집단 으로 침해하

는 이른바 민간인학살사건은, 그 가해자가 한 개인이 아니라 국민에 하여 우월한 

지 를 가지는 국가 자신이므로, 이러한 민간인학살행 에 하여, 국가는 학살사건 

이후에는 어도, 첫째, 민간인학살행 의 진상을 공식 으로 규명하고, 둘째, 희생자

의 명 를 회복시켜주고 한 배상을 하며, 셋째, 학살의 책임자를 처벌하고, 넷째,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 한 국가는 그 구성원인 국민의 생

명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므로(헌법 제10조 참조), 국가공권력에 의한 조직 인 민간

인학살행 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이 집단 으로 침해되었을 경우에, 국민은 국가에 

하여 그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할 권리(신원권 내지 알 권리)와, 그 희생자들에 

한 명 회복, 손해배상, 재발방지를 한 사후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고 할 것이다. 만약 국가가 국민에 한 와 같은 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결과, 
희생자들에 하여 피해를 발생시킨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살아남은 피해자나 그 유

족들에 하여도 생된 권리침해를 계속 으로 야기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한 정신

 고통에 하여 자료를 지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60) 서울 앙지방법원 2005.1.26. 선고, 2002가합33637 결.
61) 법원 1999.12.7. 선고, 98다42929 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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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지 않고 있다가 2002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소를 제기한 것을 들어 비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입장에서는, 1988년에 서울지방검찰청에 사건진정을 하 을 때 

서울지방검찰청의 조사결과 발표를 보고 정상 인 권리구제 차는 불가능하겠구

나 단언했을 만하다. 즉 서울지방검찰청은 “피고소인(당시 앙정보부 직원)들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단서나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 고, 한 최교수가 타살되었

다는 증거도, 자살하 다는 증거도 찾지 못했다. 최교수가 간첩이었는지 여부에 

하여도 재로서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 게 국가수사기 은 무

책임하게 모르겠다는 취지로 내사종결을 했을 뿐이다. 그 뒤 의문사진상규명 원

회의 집요한 활동을 통해 비로소 많은 새로운 증거와 련자들에 한 조사를 

통해 진실의 많은 부분을 밝 냈고, 새롭게 정리된 진실은 어도 최종길 교수가 

아닌 앙정보부, 혹은 국가측의 불법행 임을 명백히 한 것이었다. 피해자측 유

족이 의문사진상규명 원회의 조사결과가 발표되기 이 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

하 더라면, 국가정보기 의 자료  련자 조사가 불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에 

패소하는 결과가 났을 것이다. 그런 경 를 충분히 아는 국가는 여 히 난공불락

의 소멸시효에 기 어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번 피 물을 자아내게 하고 있는 것

이다.

국가측의 소멸시효 원용 주장을 처음으로 기각한 것은 2005년 소  수지김 사

건에 해서이다. 서울지방법원에 따르면 국가안 기획부는 망인(수지김)이 윤태

식에 의해 살해당했고, 망인이 북한공작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남북

계 등을 고려한다는 명목 하에 진실을 은폐․조작하 다. 그리고 “망인의 가족

인 원고들에게 간첩의 가족이라는 멍에를 우고 한 망인의 죽음의 진상을 밝

내고 법  차에 호소하여 망인의 원한을 풀어  기회를 박탈하여 원고들의 

인격  법익을 침해”하 기에, 피고(국가  윤태식)는 각자 원고들에게 진실은

폐, 조작행 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선언하 다. 

피고 윤태식의 살해 의와 국가안 기획부의 간첩조작, 범인은닉, 증거인멸의 

의가 유죄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정도 사실의 인정에는 무리가 없다. 문제는 역

시 소멸시효 다. 피고들은 망인이 살해된 날(1987년) 혹은 국가안 기획부에서 

윤태식을 석방한 날(1987년)로부터 시효를 기산해야 함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 

재 부는 지 까지의 경향과 다른 입장을 취하 다.



韓 寅 燮 [서울 학교 法學 제46권 제4호 : 84～120116

살피건 , 국가로서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까닭에 국민은 국가를 믿고 국

가가 취한 조치가 법하게 이루어졌을 것이라는데 해서 의심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 이고 이와 같이 국가를 믿은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고 할 것이어서 국가에 의한 어떤 조치가 있기 까지는 국민이 자진해서 국가의 

행 에 하여 법을 문제삼고 그에 해서 한 응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좀

처럼 기 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국가도 국민의 국가에 한 이러

한 기 와 신뢰를 존 하고 그에 상응하기 하여 국가의 법한 조치로 인한 결과

에 의하여 이미 형성된 생활 계를 회복시키기 해 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원

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다가 비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 의 와 같은 법이 외

부에서 거의 알아보기 힘든 경우에 일반 국민으로서는 국가의 그와 같은 조치에 

인 신뢰를 둘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더구나 법행 를 한 국가가 그 법에 

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그 법을 몰랐던 원고들에 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한다는 것은 신의칙상 는 형평의 원칙상 도 히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하여 보건  … 피고 한민국이 홍콩살인사건에 하여 진실을 은

폐, 조작하다가 이제 와서 홍콩살인사건의 진실을 알지 못했던 원고들에게 소멸시

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는 형평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청구에 한 소멸시효는 원고들이 홍콩살인사건의 진실을 알게 된 

2001.11.13.부터 그 기간이 개시되는 것이라고 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니 결국 피

고들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다.62)

처음으로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을 배척하고 내려진 원고승소 결에 하여 피

고  한민국은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국가책임을 받아들 다.63) 사건 자체의 성

질상 원고에게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한다는 것은 신의칙상 도 히 허용될 수 없

는 것이기도 했지만, 이로써 소멸시효 논쟁은 한걸음 진 될 여지를 갖게 되었다.

그러면 단계에서 국가폭력 내지 국가범죄의 배상에 한 소멸시효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근되어야 할까. 첫번째 방식은 피고인 한민국이 소멸시효를 

원용하지 않는 것이다. 제기된 사건이 과거의 국가범죄에 한 것일 때에는 재

의 국가는 기본  인권을 옹호하고 피해자를 한 회복  정의의 실 에 력해

야 하는 주체로서, 시효 주장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수지김 사건의 경우

62) 서울지방법원 2003.8.14. 선고, 2002가합32467 결.
63) 피고  개인들(윤태식 등)은 항소를 제기하 으나 서울고등법원은 항소를 기각하

다. 서울고등법원 2004.10.22. 선고, 2003나60398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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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제1심에서는 시효 주장을 했지만, 결이 내려진 뒤 국가는 항소포기서를 

스스로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를 한 권리구제에 력하는 태도를 취한 은 평

가할 만하다. 앞으로 사건의 내용을 엄격히 따져 국가가 시효를 주장하기엔 국가

불법이 지나치게 크고, 피해자가 ‘권리 에 잠잔 자’가 아니라 권리이행을 할 수 

없었던 처지에 있었음이 충분히 납득될 경우에는 국가 스스로 시효 주장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실체  사안 자체의 불법성 여부만 법정에서 가리

도록 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두 번째 방식은 법원이 피고측의 소멸시효 항변을 인용하지 않는 것이다. 원칙

으로는 법원도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는 “민법의 원칙인 신의성

실의 원칙과 권리남용의 원칙을 지배를 받음”을 인정한다. 그리하여 “채무자가 

시효완성 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 단을 불가능 는 히 곤란하게 

하 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 거나, 객 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 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

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 을 인정함이 

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

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

될 수 없다”고 시한다.64) 다만 법원의 태도는 소멸시효 항변에 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님을 인정하면서도, 구체 인 경우에 소멸시효 주장을 배척하는 

것을 극히 꺼리고 있다. 앞서 이야기한 과거의 국가의 범죄  불법에 하여는 

소멸시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다가서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세 번째 방식은 국회의 입법을 통한 것이다. 수지김 사건은 법원이 극히 외

으로 소멸시효 주장을 배척한 사례일 것이며, 다른 사안에서 소멸시효 항변의 

배척을 법원으로부터 기 하기란 아직은 매우 어렵다. 그 다면 이는 입법론  

차원에서 근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최종길 교수의 에도 보듯이, 입법론 으

로 소멸시효 주장을 배척할 수 있는 경우를 특정하게 되면 국민에게는 측가능

성을 높이고, 에게는 부담을 크게 덜어주게 될 것이다. 물론 그 특정화 작업은 

쉽지 않다. 그러나 한 인권침해에 한 민사  소멸시효의 배제 는 연장의 

64) 법원 2005.5.13. 선고, 2004다71881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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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은 국제인권의 지침과도 합치하는 것이다.65) 이와 같이 입법 , 행정 , 사법

 차원에서 가장 합한 노력을 통해 시효의 한계를 극복하고, 피해자의 원상회

복을 도와  수 있을 것이다.

Ⅴ. 맺음말

어느 사는 말했다. “국민들의 꿈은 좋은 재 을 받는 것, 법 의 꿈은 좋은 

재 을 하는 것”66)이라고. 참으로 공감한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꿈이 있다. 억울

함이 있어도 풀어  곳이 있는 나라에 살고 싶은 꿈! 좋은 재 은 미래사건에 

한한 것이 아니다. 과거의 나쁜 재 을 바로잡는 것! 그것은 더 용기있고 훨씬 

더 좋은 재 이다. 과거의 잘못은 외면되어야 할 것이 아니고 직면되어야 하며, 

무시되어야 할 것이 아니고 재검토되어야 한다.

사법부의 과거청산은 법과 정의를 바로세우기 해서도 필요하고, 피해자를 

한 회복  정의의 확립을 해서도 필요하며, 국민통합을 해서도 필요하다. 

어도 사법부로서는 재심과 소멸시효 부분에서 기존의 기계 ․형식  법 용을 

탈피하여 국가폭력의 피해자에 하여 회복  정의의 확립을 지원해야 할 것이

다. 더욱이 사법부 자체가 과거의 불법 ․범죄  공권력 행사를 확정했거나 방

조함으로써 피해를 래한 사안에 하여는, 다른 국가기 의 입법 ․행정  조

치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시정을 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지면 계상 다루지 않은 것은 검찰의 과거청산 부분이다. 지 처럼 과

거와의 아  면과 치유의 노력에 검찰이 슬며시 비껴서는 모습은 결코 아름답

지 않다. 법원의 잘못이 하나라면 검찰의 잘못은 열을 넘기 때문이다. 아  과거

를 어도 두 차례 이상 집단고백한 법 들에 비해, 검사들은 자신들의 과거잘못

을 반성한 이 없다. 경찰도 남 동 공분실을 인권기념 으로 새단장하고 있

는데, 검찰은 말도 없고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검찰은 인권침해를 직  하지 않았다고 말도 한다. 변명의 일부는 사실이라 치

자. 그러나 검찰의 일차  책무는 일선수사기 의 인권침해를 감시하는 것이다. 

65) 컨  Commission on Human Rights, “Question of the impunity of perpetrators of 
violations of human rights(civil and political rights)”: final report prepared by Mr. L. 
Joinet, E/CN.4/Sub.2/1996/18, 29 June 1996.

66) 수안,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를 꿈꾸며,” 참여연  사법감시센터, 사법감시, 
제26호, 2005/10,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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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로 감시한 것과 감시하지 않는 것의 차이가 뭘까. 일련의 인 당 사건의 처

리결과가 말해 다. 1차인 당 사건(1964년)에서 앙정보부는 “북괴 지령을 받

아 학생데모를 배후조종”한 인 당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이용훈․장원찬․김

병리 검사는 “증거가 없어 기소할 수 없다”고 맞섰다. 그들은 사표를 던지면서까

지 소신을 철했다.67) 십 년 뒤 같은 의를 인 당 피고인들에게 웠을 때, 

검사들은 정보부의 수사결과를 그 로 받아들 다. 법원도 마찬가지 다. 법원 

확정 결 다음날 피고인들은 처형당했다. 검사가 바로서면 권력도 사람을 죽일 

수 없었음을 1차인 당 사건의 검사들은 입증했다. 검찰은 법원과 경찰 치 가

며 엉거주춤 있을 게 아니다. 검찰도 자신의 잘못을 솔선하여 조사하고 억울한 

피해자의 물을 닦아줘야 한다.

 한 가지 다루지 못한 주요한 쟁 은 공소시효 문제이다. 특히 진정소 효를 

갖는 공소시효의 연장 혹은 배제의 입법의 필요성이 여러 곳에서 거론되고 있다. 

그러한 주장에 분노와 고민이 배어 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소시효 등 

처벌의 문제로 과거청산의 을 옮겨가게 되면, 사안의 ‘정치화’를 래하여 

오히려 회복  이 아니라 응보  , 나아가 보복  이 지배하게 될 

수 있다. 공소시효의 진정소 효  연장 혹은 배제가 가져올 헌정사  문제가 심

각하게 제기될 수 있을 것이며, 문제의 정치화는 피해자의 실한 필요를 뒷 에 

재껴두는 결과를 래할 수 있다. 나로서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정의인가를 

뚜렷하게 하며, 인권침해의 희생자들을 치유하는 것이 더욱 소 하다고 생각한

다. 인권국가와 국민화합은 ‘타도의 공방 ’이 아니라 ‘승화의 술’이어야 하지 

않을까.

67) 이용훈, 사필귀정의 신념으로, 삼연, 1994, 95-1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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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aling with Wrongful Trials under the 

Authoritarian Regime
68)

In Sup Han*

Under the authoritarian regime, Korean judiciary did not secure its 
independence from political dictatorship. As a result, it failed to guarantee the 
human rights of the people who had been victimized by the power organs. One 
retiring Chief Justice lamented that his term was filled with “remorse and 
disgrace.” Even since the 1987 uprising and a series of democratization process, 
judicial decisions were kept intact. This paper focuses on two points. First, why 
shall we re-evaluate and right the wrongful trials? Or what kind of solution shall 
be made for the victims of abuse of powers? Second, how shall we overcome 
the legal barriers if we face the wrongful past trials?

My starting point is that the judiciary has to face its past, and consider the 
pains caused by the wrongful convictions seriously. I approach its past wrongs 
with the perspective of restorative justice, instead of retributive justice or even 
revenge. Healing the victims shall be prime objectives, and national reconciliation 
and empowering human rights shall be a final goal. Democratization requires that 
old bad laws shall be cleansed, and old bad judicial decisions shall be corrected.

Two legal barriers are worth being considered. First, Korean Criminal 
Procedure strictly limits the requirement for opening retrial to the cases that new 
evidence shall be discovered enough to be found not guilty. Second, It is 
another problem that the statute of limitation already expires when the victims 
try to make the civil litigation to the state. Restorative justice requires that these 
two barriers shall be solved by the judicial interpretation or by the new law- 
making. Judicial initiative is needed because the judiciary shall correct what they 
did wrong, and because it recover the social trust as the final bulwark of the 
human rights.

* Associate Professor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