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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군 인권법 제정에 대하여

김희수/ 변호사, 전 국방부 병영문화개선대책위원회 위원

1. 군 인권 침해의 본질

군인의 인권 문제를 거론할 때 항상 등장하는 용어가 ‘제복을 입은 시민’이라는 

용어다. 군에 입대하여 군인으로 복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본래는 시민이며, 시민

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전시사태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

면 군인도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모든 자유와 권리를 존중받아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군대 내에서 병사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횡횡하고 있는 참

담하고 부끄러운 현실이며, 최근에 해병대에서 발생한 구타․가혹행위 등 일련의 인

권침해 유린행위가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자랑스러운 구호였던 ‘귀신 잡는 해병’

이 어쩌다가 ‘전우 잡는 해병대’, ‘동료병사 잡는 해병’이 되었는지 냉정하게 성찰해

야 할 시간이다. 자랑스러운 구호를 되찾고 민주군대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군에서의 인권유린 행위의 본질이 무엇인지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천명하고 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

적인 내용은 기본권 존중과 법치주의, 국민주권주의, 권력분립 등을 핵심적 가치로 

하고 있다. 

해병대를 포함해서 군대의 역할은 외국의 침략으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는데 있으며, 국가를 보전하는 것은 곧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자유민

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군에서 병사들의 인권이 유린되

는 것은 거꾸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고 오욕하는 것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린하는 군대는 스스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행위와 동일한 것이다. 헌법이 수호

하고자 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는 것은 군에서 병사들의 인권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지켜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군에서의 인권유린 행위

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행위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시각으로부터 다

시 출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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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칭 군 인권법 관련 경위

2005년 국방부에 병영문화개선 대책위원회가 민ㆍ군으로 구성되어 활동하였는바, 개

선과제로 구체적으로 9개 주제를 가지고 진행되었다. 9개의 주제는 인간중심의 장병 가

치관 정립, 자기 계발 여건 조성, 군복무 인센티브 부여, 장병 인권 보장, 자율적 생활 

보장, 선진형 리더쉽 개발, 복무 부적합자 관리제도 개선, 사고관리 시스템 구축, 병영시

설 개선 과제였다. 9개의 주제 모두가 병사의 인권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지만 그 중에

서도 장병인권 보장은 민주주의 군대의 전투력 핵심은 장병인권 보장에 있다는 인식하

에 장병인권 보장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혁신적으로 강구하고자 하였다. 구체적

인 내용으로는 ‘제복을 입은 시민’으로서 군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보장(기본권 보장, 고

충처리 소청권, 부대 재배치 청구권 등)을 위한 규정과 ‘전투원’으로서 군인의 권리 제

한 및 의무사항(정치적 행위 제한, 충성의 의무, 명령 복종 및 실행의무 등)을 명시한 

가칭 “군인복무 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하였다.

2005년 국방부 병영문화개선 대책위원회에서의 민ㆍ군 합의 내용은 “국방개혁에 관

한 법률”에도 반영되었고, 동법 제32조 제4항에서 ‘장병 기본권의 보장 및 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 

병영문화개선 대책위원회에서의 민ㆍ군 합의 후속조치로 정부에서는 “군인복무기본

법”을 입안하여 2007. 7. 31. 정부 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었고, 2007. 8. 1.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법안 처리가 미루어져 오다가 2008. 5. 29. 국회 임기만료

에 따라 법안은 자동폐기 되었다.

당시 자동 폐기된 위 군인복무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은 군인복무기본정책 및 

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안 제6조), 군인복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 하에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방부장관을 

위원장으로, 장관급장교(將官級將校)나 군인복무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한다.(안 제7조) 영내거주 의무가 없는 군인을 근무시간 외에 영내

에 대기하지 못하도록 하되, 전시,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나 천재지변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영내대기가 가능하도록 한다.(안 제14조) 군인의 복무에 관한 불

만이나 고충을 보다 쉽게 처리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부대별로 전문상담관을 두도록 한다.(안 제18조) 군인은 구타, 가혹행위 등 사적 제

재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직무에 관한 권한이 부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은 다른 병

에게 명령이나 부당한 간섭을 할 수 없으며, 성희롱이나 성추행, 그 밖에 건전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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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안 제23조, 제24조 및 제27조) 등의 내용을 담

고 있었다. 

위 법안에 대하여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인 「군대 내 인권상황 실

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에서는 “좀 심하게 말하자면 법안은 현재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군인복무규율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법률로 끌어 올린 것에 불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안이 법률로 성립된다면 그것은 마치 군인 인권에 대한 하나의 진전

으로 평가되고, 나아가 낙후된 군인인권 현실을 법률로 승인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으

니 국방부 측으로서는 매우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군대와 인권의 문제를 고

민하는 시민 사회단체 입장에서 보면 이 법안은 한마디로 함량미달이다. 이 정도의 법

률을 만들 것 같으면 아예 만들지 않는 것이 낫다고 본다”1) 고 혹평을 가하면서 대안

을 제시한바 있다. 

정부에서 입안하였던 군인복무기본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군인복무규율보다 약간 

진전된 형태의 내용을 일부 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매우 미흡하고 불완전하다는 

사실이다. 즉 군인의 권리보장 및 권리 주체성 보다는 여전히 군인의 의무 및 권리 객

체성만을 나열하고 있는 형태다. 군인의 권리 목록은 단 몇 개의 조항만 상징적으로 나

열하고 여타의 권리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위 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

는 것처럼 권리의 내용과 한계를 분명히 할 필요성이 있고, 특히 군인인권보장기구의 

정비 및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향후 가칭 군 인권법

을 제정할 경우 군인의 개별적 권리에서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보이는 대목들을 

이하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3. 군 인권법 제정시 반영해야 할 사항 

군인사법 제47조의2는 ‘군인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

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인 군인복무규율은 군인의 복무 

기타 병영생활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군인에 대한 기본권 제한의 구체적

인 근거가 되고 있다. 그런데 군인복무규율에 의하여 군인의 인권을 제한하는 것이 법

률에 의한 지배라는 법치주의에 반하며, 의회의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도 반한다. 따라

서 조속한 시일 내에 군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균형 잡힌 입법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행 법제는 군인의 일방적인 의무 조항으로 가득 찬 매우 편향적인 법제로서 군인을 

권리 주체로 인정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1) 국가인권위원회, 2007년,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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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군 인권법에 제정․반영되어야 할 모든 사항을 포괄적으로 검토 발표하기

에는 시간과 지면상 불가능하다.2) 따라서 여기에서는 군인복무규율을 중심으로 대표적

인 인권침해 우려 조항 등을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언급․지적하는 것으로 그치고자 한다.

가. 총론 규정 

법령의 근본규범에 해당하는 일반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헌법상 가장 중요한 

근본규범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법령의 모든 자유와 권리 앞에 존치시켜야 한다. 신

설될 규정의 구체적 내용은 “모든 군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국가는 

군인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자유와 권리의 제한은 법률에 규정된 경

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제한에 그쳐야 한다.”라고 명문화할 수 있을 것이다.

군인사법 제45조 (평등취급의 원칙)는 ‘군인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평등히 취급되

어야하며 차별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조항은 “① 모든 군인은 인종, 성,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출신

학교, 출신지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 없이 이 법에서 제시되는 모든 권리와 자

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로 규정되어야 한다. 아울러 여성의 차별적 취급을 방지하기 위

하여 “② 여성 군인은 신체적 조건, 출산 등에 필요한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

며, 시설 이용 등에서도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③ 지휘관은 여군 인

력 확충 및 여성권한척도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신설할 필요가 있다.  

나. 각론적 대안 

1)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군인복무규율 제15조(사적 제재의 금지) 제1항은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ㆍ폭

언 및 가혹행위 등 사적 제재를 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적 제재를 일으킬 수 있는 행

위를 하여서도 아니되며’, 제2항은 ‘지휘관 및 상관은 병영생활의 지도 또는 군기확립을 

구실로 구타ㆍ폭언 기타 가혹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부하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인복무규율 제15조 제1항의 후단은 ‘사적 제재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되며’라고 규정함으로써 원인제공행위도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 가혹행위와 원인행

위를 동일시함으로써 가혹행위자의 책임을 희석시키고,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공개적으

2) 참조 : 졸저, 송문호외 1인, 「병사들을 위한 군 인권법」, 2009, 진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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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를 문제 삼을 수 없는 등의 문제점이 있고, 가혹행위 근절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조항으로 삭제해야 한다. 

위 규정은 “① 모든 군인은 신체와 정신을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군인은 안전하게 복무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신체 및 건강상의 위해를 초래할 수 있

는 복무환경을 개선할 의무가 있다. ③ 모든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ㆍ가혹행위ㆍ

언어폭력ㆍ성폭력ㆍ성희롱ㆍ집단 따돌림 기타 굴욕적이거나 비인간적인 처우를 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④ 병은 직무에 관한 권한이 부여된 경우 외에는 다른 병에게 명

령․지시나 부당한 간섭 등을 할 수 없다. ⑤ 지휘관 및 상관은 위 각항에 규정된 군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부하를 지도ㆍ감독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

다.” 는 규정으로 바뀌어야 한다.

안전하게 복무할 군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군인복무규율 제36조 제

1항, 국군병영생활규정 제9장 제2절, 육군의 경우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규정 등은 매우 

느슨하고 엉성하게 구성된 규정들이다. 군대가 일반사회에서의 안전과 달라야 할 이유

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 규정들을 제정하거나 정비, 인용할 필요가 있는 향후 과제로 판단된다. 

군대 내의 안전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 및 대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육군얼차려 규정 시행방침 등을 상위 법령으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으며, 독일의 교

육조치(Erzieherische Maßnahme) 내용들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 얼차려의 보충성 

원칙, 얼차려 방법과 시간, 장소 등의 법정화, 얼차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얼차려는 

가혹행위로 간주되고, 징계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얼차려 제도가 지휘관 등의 

사적인 감정이나 불만 해소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어야 하고, 전체의 공동행동을 통해

서만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이외에는 특정인의 과오를 이유로 이와 무관한 병사

들을 상대로 한 연대책임을 묻는 얼차려도 금지된다는 규정도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

구타ㆍ가혹행위ㆍ언어폭력ㆍ성폭력ㆍ성희롱ㆍ집단 따돌림 기타 굴욕적이거나 비인간

적인 처우 등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를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매해 국회에 보고하고, 일

반사회에도 그 내용을 공개하는 규정들도 신설할 필요가 있다.

2) 행복추구권 

① 급식권과 의류권 

현행 법령에는 분명한 조항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① 모든 군인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건강과 체력을 유지하는데 충분하고 영양가와 위생을 갖춘 음식을 공급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군인은 군복무에 지장이 없도록 사회생활과 비슷한 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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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의류를 공급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며 “③ 군인의 급식권과 의류권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급식권과 의류권을 법령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 

음식의 준비, 제공, 환경과 위생에 있어 최상의 기준을 갖추고 있는가를 감시하기 위

하여 불시에 이러한 식사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하고, 실제 식사를 하는 군인들에게 음식

에 대한 의견개진 및 기타 환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미국의 “식사시설관리책임지휘관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② 군복착용 문제   

국군병영생활규정 제11조 제3항에서는 ‘사복은 출퇴근ㆍ휴가ㆍ외출 및 외박 등 공무

외 출타시는 영외에서, 지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내외에서 착용할 수 

있다. 다만, 부대의 임무ㆍ특성 또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무외 출타시 사복착용을 제

한할 수 있다’는 규정은 지휘관의 사복착용금지 남용 가능성, 기본권 제한의 최소성, 균

형성에 어긋난다. 

따라서 위 규정은 “① 모든 군인은 출퇴근ㆍ휴가ㆍ외출 및 외박, 민간인 행사 참여  

등 공무외 출타시 영외에서 사복을 착용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지휘관은 전시ㆍ사변 

기타 비상사태 등으로 부대 임무 수행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외에서 사복 착용을 금지

할 수 있다. ② 군인은 영내에서 근무 중에는 군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지휘관은 

영내에서도 부대의 특성 또는 상황을 고려하여 근무 시간외에는 사복 착용을 허용할 수 

있다. ③ 군인은 정치적 집회에서 군복을 착용할 수 없다.”로 규정해야 한다.

③ 휴식ㆍ수면권

국군병영생활규정 제18조 제1항은 ‘군인은 건전한 판단과 양식에 따라 자율적으로 내

무생활을 하여야 하며, 인격의 함양과 개인 발전에 노력함과 동시에 군인으로서 자질을 

길러야 한다.’는 규정은 생활관에서의 과도한 규제 근거로 작용해 왔고, 내무생활의 통제

가 아닌 자율형 이념에도 배치된다.

따라서 위 규정은 “모든 군인은 생활관에서 휴식하고 수면을 취할 권리를 가지며, 누

구도 이를 방해하거나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관은 군의 임무와 특성 및 단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 범위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이를 제한하는 경우 차상급의 부

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개정해야 한다.

국군병영생활규정 제24조 제1항은 ‘일과라 함은 교육ㆍ훈련 및 내무생활 등 일일과업

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일과는 기상ㆍ점호(점검)ㆍ국기게양 및 강하

ㆍ식사ㆍ오전과업ㆍ오후과업ㆍ자유시간 및 취침 등으로 구분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

하고 있는바, 생활관의 휴식ㆍ수면권 보장, 자율성 보장을 위하여 일과에서 “내무생활, 

자유시간, 취침”을 삭제하여야 한다. 아울러 일과 이후의 사역이나 동원 등의 인권침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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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하기 위하여 “상관은 일과 이후 및 휴일에 군 임무와 관련하여 불가피한 작업이 필

요한 경우에는 차상급 부대장의 승인 하에 이를 시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

다. 

국군병영생활규정 제28조에서 ’지휘관은 부대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 일과표에 

명시된 자유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제한 사유가 포괄적이어서 기본제한의 최

소성, 균형성 원칙에 반하고 남용의 우려도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은 “① 모든 군인은 일과 이외에는 자유시간을 가질 권리가 있다. ② 

지휘관은 전시ㆍ사변 기타 비상사태로 인한 비상소집 등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자유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상관은 자유시간에 전투체육활동, 동아리 활동, 종

교 활동, 병영 내 잡무처리 등을 지시ㆍ권유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근

무자 등은 인원점검 등 필요 최소한의 통제 이외는 병의 자유시간을 보장하고, 간섭해

서는 아니된다.”로 바꾸고, 신설하여 군인에게 실질적 권리로서 보장해 주어야 한다.

④ 자유로운 교제권 

자유로운 교제권으로서의 병의 외출ㆍ외박ㆍ휴가는 군인복무규율 제5장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군병영생활규정 제2절의 제40조부터 제50조에 있다. 군인복무규율 제40조 제

1항은 ‘휴가의 허가범위는 그 부대 현재 병력의 5분의1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부대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에서는 ‘허가권자 및 기타 절차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인의 자유로운 교제권 확보를 위해 “모든 군인은 일과 이후 자유시간 및 휴일에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외출ㆍ외박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군인복무기본법(안) 제13조의 휴가 제한 등은 위 조항 다음에 두어야 한다.

또한 자유로운 교제권은 군인뿐만 아니라 군인가족 등에게도 보장되어야 할 권리이

므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군인 기본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군인 가족 및 관련자의 부대접근권) ① 모든 군인은 업무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외부관련자와 자유롭게 접견하고, 휴가를 갈 권리를 가진다. ② 군인의 가족 및 군과 관

련 있는 당사자는 군부대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된다. ③ 제2항의 군과 관련 있는 당사

자에는 군인 또는 군인가족의 대리인, 법률상 군에 대한 감찰권을 가지는 자 및 군에서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자가 포함된다. ④ 복무 중 사망한 군인

의 유가족과 그 대리인에 대해서는 사건현장과 부대에 대한 접근권, 수사기록 열람권을 

적정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해야 한다.

3) 거주․이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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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무규율 제41조는 ‘군인은 국외거주 친족의 경조사가 있거나 본인의 질병을 치

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또는 휴가 중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 허가권자의 승인을 얻

어 공무외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소지가 있는 규정으로 삭제되어야 한다. 

대신에 “① 모든 군인은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갖는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영내거주ㆍ내무생활을 하여야 할 군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모든 군인은 

휴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권리가 있다. 다만, 차관급상

당 이상 군인3)의 공무외의 국외여행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여야 

한다. 

4)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군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 신설될 규정의 

내용은 “① 모든 군인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가진다. ② 군대의 내무검사와 보안조

사를 이유로 군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내무검사 및 보안조사에 필요한 

군인의 소지품과 관물대 조사는 군검찰의 신청에 의하여 군사법원이 발부한 압수ㆍ수색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야 한다.  

5) 통신의 자유 

군인복무규율 제37조는 ‘군인은 부대의 소재ㆍ부대이동ㆍ편성 및 군인사 등 군사보

안에 저촉되는 일체의 사항을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교신하거나 우편물에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개념의 모호성과 자의적ㆍ포괄적 개념으로 위

헌성이 짙다. 따라서 위 조항은 “① 모든 군인은 통신의 자유를 갖는다. 다만 군가안전

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만큼의 실질적 가치를 지닌 군사기밀에 대한 통신

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군인의 통신 제한의 세부적 사항에 관하여는 신분, 수행업무 기

타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보안조사 

및 보안점검 실시로 통신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으므로 “② 보안조사를 실시 

할 때에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6) 종교의 자유

 

3) 그 범위는 논의를 통해 결정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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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무규율 제2절 제30조, 제31조에서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위의 자유를 보장하

고 있으며, 제32조에서는 ‘군인은 자기가 믿는 종교의 교리 또는 종교생활을 이유로 임

무수행에 위배되거나 군의 단결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하고 있다. 제32조는 제한 사유가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자의적 적용 개연성이 높고, 기

본권 제한의 최소성, 균형성도 없어 위헌적인 조항으로 삭제하여야 한다. 존치시키려면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최소한의 제한 규정으로 바꾸어야 한다. 

아울러 육군규정(179)인 군종업무규정 제20조, 제21조, 제24조 등은 헌법 제20조 

제1항의 정교분리원칙에 위반되는 위헌적인 조항으로 삭제되어야 한다.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는 “① 모든 군인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종교를 가지지 않

을 자유도 가진다. 상관은 부하에게 특정 종교를 권유하거나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② 

모든 종교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고, 종교간 상호관계 및 종교와 무종교 상호간의 차

별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로 규정되어야 한다. 또한 특정종교 시설 건립 등의 실제적인 

행동도 금지되어야 한다.

7) 학문․예술의 자유

 군인복무규율 제17조 제1항은 ‘군인이 국방 및 군사에 관한 사항을 군 외부에 발표

하거나, 군을 대표하여 또는 군인의 신분으로 대외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순수한 학술ㆍ문화ㆍ체육 등의 분야에서 개인적으로 대

외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일과에 지장이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허

가 사유가 너무 포괄적이고, 제한이 본질적인 침해로서 위헌적 규정으로 삭제되어야 한

다. 

규정을 둘 경우 “① 모든 군인은 학문ㆍ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군인은 국방 및 

군사에 관한 사항을 군 외부에 발표하거나 대외활동을 할 자유가 있다. 다만 그 내용이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비밀 내용이 있는 때에는 국

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야 한다. 

8) 표현의 자유(언론․출판의 자유)

군인복무규율 제16조의2는 ‘군인은 불온유인물ㆍ도서ㆍ도화 기타 표현물을 제작ㆍ복

사ㆍ소지ㆍ운반ㆍ전파 또는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이를 신

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불명확성, 광범위성과 표현의 자유의 과도

한 침해로 위헌적인 규정으로 삭제되어야 한다. 

오히려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① 모든 군인은 언론ㆍ출판 및 표현의 자유를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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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② 모든 군인은 법률에 금지되어 있지 아니한 국내ㆍ외 각 일간지, 주간지, 도서 기

타 표현물과 통신매체에 접근ㆍ반입ㆍ소지ㆍ열람할 자유를 갖는다.”고 규정하여야 한다. 

9) 집회․결사의 자유 

군인복무규율 제13조 제1항은 ‘군인은 군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군인은 국방부장관이 허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사회단체에 가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군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순수

한 친목단체에의 가입이나 친목활동은 예외로 한다.’ 군인복무규율 제18조(정치적 행위

의 제한)는 군인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 선거권 또는 투표권을 행사하는 외에는 정

치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 규정 중에서 제13조 제2항은 과도한 규정으로 기본권 

제한의 최소성과 균형을 상실하고 있는 조항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집회ㆍ결사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① 모든 군인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다

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 가입 및 정당 활동 2. 

노동단체의 결성ㆍ단체교섭 및 단체행동. 단 직장협의회 결성 및 가입은 허용된다. 3. 

군무에 영향을 줄 목적의 단체결성 및 단체행동 4. 종적으로 계열화된 임관구분 단체결

성 ② 모든 군인은 정치적 목적 및 활동을 내용으로 하지 아니하고, 군무에 영향을 주

지 아니하는 순수한 학술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친목단체 및 시민ㆍ사회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야 한다.(국가인권위원회의 군인기본법안을 수정한 내용임) 

군무원인사법 제19조, 동시행령 제57조에 의하여 군인복무규율 제3장이 준용되는 

결과로 군무원에 대하여도 집회․결사의 자유가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군무원(일반군무

원 및 기능공무원)의 법적 성격이 군인보다는 근로자의 성격이 강하다는 측면에서 군무

원에 대하여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원칙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에 에 대한 향후 논의 및 

검토도 필요하다고 본다.

10)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신설될 조항은 “① 모든 군인은 능력에 따

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와 학습을 통한 자기계발권을 갖는다. ② 국가는 제1항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학습여건과 기회 및 설비 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③ 상관은 부하에게 휴일 또는 자유시간에 학습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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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근로자의 권리 

근로시간 법정주의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군인의 권리와 관련하여 신설될 조항에는 

“① 군인의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

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근

무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의 범위․내용 및 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해야 한

다. 

또한 병사들의 근로시간 준수를 위하여 일과시간의 개념에도 이를 적용하고, 특별근

무 등의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며, 전시ㆍ사변 기타 비상사

태 등으로 부대 임무 수행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는 규정도 필요하다.  

12) 보건에 관한 권리 

군인복무규율 제35조 제1항은 ‘군인은 항상 보건위생에 유의하고 심신의 단련에 힘

써야 하며 고의 또는 부주의로 건강을 손상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2항은 ‘건강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군병영생활규정 제9

장 제1절 제81조부터 제89조까지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은 군인의 의무로 규정되

어 있는 등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은 “① 모든 군인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

으며, 적시․적정한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군의무관은 군인을 민간병원에서 치

료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갖으며, 군인은 민간병원 치료를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③ 군의무관은 군인이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사후에 이를 신

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군병원 전체에 대한 총괄적인 체계적 관리규정, 환자의 권리 등을 보장하는 

법령도 제정할 필요가 있는 향후 과제로 판단된다.

13) 청원권

 군인사법 제51조의3 규정에는 병은 고충심사청구권 자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군

인사법을 개정하여 “병”에게도 명문으로 고충심사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

군인복무규율 제25조의 고충심사청구권, 제24조 의견 건의 규정이 있는바, 이러한 

권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야 한다. “① 모든 군인은 근무

여건, 인사관리, 일신상의 신상 문제 등에 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병영문화 개선과 군인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 14 -

권리가 있다. ② 군인은 제1항에 의한 고충심사 청구를 이유로 그 어떠한 불이익한 처

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③ 고충심사 청구 내용의 비밀은 보장되고, 외부에 누설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군인의 고충심사청구권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고지 받고, 교

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등을 담고, 군인복무기본법안 제3항, 제4항, 제6항을 규정할 필

요가 있다. 건의권 규정에 있어서도 고충심사청구권과 동일한 내용의 규정을 신설해야 

하고, 아울러 “상관이 부하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

다.”는 규정도 둘 필요가 있다. 

군인복무규율 제25조 제4항은 군 외부 해결요청을 금지하고 있고, 국민복무기본법안

도 다른 법령에서 허용된 고충처리 절차 외의 방법을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상 행

복추구권, 청원권, 표현의 자유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일반 

시민에게 예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진정권과도 배치되고,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위헌이

므로 삭제되어야 한다. 독일 군형법 제35조(소원방해)죄를 도입 신설할  필요가 있다.4)

 근무지 배치청구권과 관련된 법령은 병역법 제13조 제1항, 병역법 시행령 제14조, 

제15조 등이 존재하는바, 군인인권법에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다. 신설될 조항의 내용은 “① 병사는 입대 전 자격ㆍ면허ㆍ전공분야를 명시하여 적성

에 맞는 분야에 근무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병사는 입대 후 부대 부적응, 적성 등

을 이유로 자대 재배치 청구를 할 권리가 있다. ③ 군은 복무부적응자에 대하여 자대 

재배치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④ 제③항 이외의 병의 자대 재배치에 대한 구

체적인 기준은 군의 소요 인력, 재배치 청구 사유, 업무 숙련도, 지휘관의 지휘 곤란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4. 맺 음 말 

군 인권을 거론할 때마다 등장하는 하는 것이 군인정신이고, 군기 문제다. 엄정

한 군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 군대, 민주주의 군인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 보장이

다. 군인의 업무와 관련해서만 엄정한 군기를 요구해야 한다. 

미국 군대가 세계 최강의 군대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런데 휴식

4) 독일 군형법 제35조 (소원방해죄)  ① 명령, 협박, 약속, 선물 또는 기타의 의무에 반하는 방법으로 하급자가 

독일연방 또는 주의 의회, 연방의회의 국방감독관, 부서(Dienststelle) 또는 상관에게 진정, 신고 또는 소원을 

제출하거나 고발을 하거나 법적 구제수단(Rechtsbehelf)을 이용하는 것을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② 자신이 직무상 심사하거나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진술을 억압한 자도 같은 형에 처한다. ③ 

미수는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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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에 별단 장군이 와도 일개 병사가 ‘헤이’하면서 방자한 자세로 손을 흔들고 인

사를 한다. 이런 미국 군대를 군기 빠진 군대라고 부르는가. 그렇지 않다. 군인을 

시민으로 대하고, 시민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 할 때 오히려 군인

은 국가 보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라는 본연의 책무를 더욱 실천적으로 수

행할 수 있는 것이다. 자신이 지키고 보호해야 할 헌법적 가치를 자신이 몸담고 있

는 군대에서 스스로 보여줄 때 오히려 강한 군대를 만들 수 있다. 만일 구타와 가

혹행위 등 인권유린을 잘 견디는 군대가 강한 군대라는 생각이 있다면, 그러면 미

국군대는 가장 구타와 가혹행위가 많은 군대여야 한다. 그런가. 그렇지 않다. 

현행 법체계는 군인을 권리의 주체로 보지 않고 있다. 특히 병사들은 그저 병력 

자원으로만 인식하고, 군대에서 소지하고 있는 소총 한 자루와 다를 바 없이 취급

하고 있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다. 병사들도 엄연한 권리의 주체이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당한 자유와 권리를 갖고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군인이 

단순히 명령에 복종하는 객체이며 수단이 아니다. 이들도 소중한 우리 가족이며, 이

웃이다. 이들에게 권리 장전을 법으로 보장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군인 권리에 대한 법률이 없다. 부끄러운 법치주의의 현 주소이다. 선진화

된 민주군대에서 고민하고 있는 군인 복지 등과는 뒤떨어져도 한참이나 동떨어진 

구석기 시대에나 존재하는 구타나 가혹행위를 아직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도 

부끄러운 현실이다. 조속히 법률이 제정되기를 희구한다. 

독일의 군옴부즈만 제도도 하루 속히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제도

는 반드시 철저하게 시행되고 검증되어야 한다. 병영문화개선대책위원회에서 내놓

은 계획이 시행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왜 정권이 바뀌었다고 좋은 제도까지 폐기되

어야 하는가.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다. 특히 군 지휘관이 바뀌어야 한다. 군

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군 지휘권 침해라는 망상을 버려야 한다. 군 지휘관이 

바뀌면 군대문화도 바꿀 수 있다. 명령과 복종의 특수 사회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더 쉬운 과제일 수 있다.

군대라는 환자 스스로 병을 치유할 수 없다면 다른 외과적 처치가 필요하다. 지

금 이미 그 시간을 놓쳐버렸다. 언제까지 자식과 애인을 군대에 보내놓고 가슴 졸

이며 불안에 떨고 살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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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발표]

군인권센터 상담 사례 요약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군대 내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 사건은 대부분 권력 관계에 의해 발생하며, 피

해자가 2차, 3차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률적․정
책적 장치가 전무하여,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외부로 알리거나 또는 외부로 알린다 

하여도 이를 빌미로 공격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새로 제정될 군인권법과 

국방감독관 제도에는 피해자 보호 장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성폭력범

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도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존재하지 

않아, 본 법의 개정 역시 시급하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도 피해자 긴급 구제 조치가 보장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보호 

시설이나 하부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단지 권고에 그치기 때문에 역시 실효성에 문

제가 있다. 따라서 인권 침해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잇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시급

히 요구된다.

사례 1

육군에 입대하여 전방으로 자대 배치 받자마자 선임 3명으로부터 구타당하고, 

중대장과 대대 인사과장이 사건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며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한 사건

사례 2

육군에 입대한 후 훈련 중 차량 전복 사고로 한 쪽 다리를 절단하게 되었으나, 

부대에서는 병사 본인의 과실이 있을 경우 국가 유공자 처우를 받지 못한다고 답변

한 사건

사례 3

민간 병원에서는 5급으로 판정한 심장 부정맥 질환을, 국군수도병원에서는 ‘민간 

병원 의사들은 비전문가들’이라며 3급 판정을 주장한 사건

사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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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에 입대하여 자대 배치 받자마자, 소심한 성격과 굼뜬 행동을 빌미로 선임들

로부터 언어 폭력 및 구타를 당한 사건

사례 5

해군 기초사령부에 입대한 지 4일째부터 교관에게 심한 구타를 당하고 이를 비

관하여 위병소를 이탈해 투신자살한 사건

- 훈련병 신분인 사망자가 위병소를 이탈하였고, 이 모습을 촬영한 CCTV와 이

를 목격한 담당 병사가 있었으나 아무도 이 사건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음

- 부대는 구타 가해자 적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사건을 은폐하려 함

사례 6

수신증과 저혈압을 앓다 입대한 병사가 지휘관과 동료 병사들로부터 따돌림과 

폭행, 소대장에 의한 신상 정보의 무차별적 공개를 당한 사건

- 피해자의 병명을 알게 된 소대장이 이를 타 부대에도 소문을 내, 타 부대 부

사관이 피해자를 복도에서 마주치고는 다짜고짜 멱살을 잡고 목을 졸랐음

사례 7

대학 재학 중 하사관으로 입대 후, 장교들로부터 정신적, 물리적 폭력 등의 차별

에 시달리다 알콜 중독증과 당뇨병을 얻은 부사관의 사례

사례 8

군 복무 중 타 부대에서 문제를 일으켜 새로 들어온 선임에 의해 따돌림을 당해 

탈영한 병사의 사례

사례 9

육군에 입대 후 체격이 크다는 이유로 부대장과 소대장으로부터 ‘돼지 새끼’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들어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병사의 사례

사례 10

공군 입대 후 중이염에 걸려 수술을 했으나, 개방형 술식이 아닌 폐쇄형 술식으

로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5급 판정이 아닌 4급 판정만 받을 수 있어 전역을 하

지 못하게 된 사례

- 입대 후 중이염에 걸려 부대에 진료를 요청했으나, 부대는 진료 요청을 즉시 

받아들이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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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1

OO부대에 복무하던 중 암구호를 모른다는 이유로 기합을 받은 후 디스크가 발

병하여 수술을 하였으나, 부대에서는 ‘얼차려 받는 도중이 아닌 훈련 도중에 디스크

가 발명한 것’이라고 하도록 종용하는 사례

사례 12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으나 부대에서 진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증상이 더욱 

심해진 사례

사례 13

OO 부대에 입대하여 공수 훈련을 받다 아킬레스건을 다쳤으나, 부대가 진료 요

청을 제때 받아들여주지 않아 결국 허리 디스크, 손목 염좌, 양 무릎 퇴행성 관절염

까지 진행된 병사의 사례

사례 14

육군에 입대하여 GP에 배치받은 후 우울증으로 자살 기도까지 하게 되어 ‘군 생

활이 적합하지 않은 상태’라는 소견서까지 받았으나 부대에서는 ‘꾀병 부리지 말라’

며 전역을 허가해 주지 않고 있는 사례

사례 15

해병대 1사단에서, 전선을 맨손으로 만지게 하는 등의 전기 고문이 일어나고 있

는 사례

사례 16

해병대 1사단에서 복무 시작한 후 부대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해 상담을 요청했

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를 견디지 못해 탈영한 병사의 사례

사례 17

육군 15사단에서 복무하던 중, 문제를 일으켜 타 부대로부터 전출된 고참 2명에

게 언어 폭력과 물리적 폭력을 당하여 투신한 사례

사례 18

상근 예비역으로 복무하며 중장비 등을 옮기는 일을 하다 척추 분리증이 발병하

여 제대 후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처에서는 ‘피해자가 상근예비역이기 

때문에 척추를 부대 밖에서 다쳤을 가능성이 있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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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사례 19

육군에서 복무하다, 후임을 구타했다는 누명을 쓰고 부대로부터는 ‘차라리 때렸

다고 거짓 진술하고 선처를 부탁한다고 하라’는 종용을 받고 있는 사례

사례 20

의경으로 복무하던 중 구타․가혹 행위에 시달리다 여러 번 탈영을 하였고 정신 

질환을 얻는 등의 문제를 겪다가, 제대한 지 몇 달 후 투신 자살한 사건

사례 21

배체트병을 앓고 있으나 행정보급관과 대대장이 ‘훈련 받기 싫으니 꾀병 부린다’

며 진료 요청을 거부해, 배체트병 증상이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살 충동과 우

울증에도 시달리는 사례

사례 22

상관인 소령으로부터 언어 폭력과 업무에서의 차별을 당하였고, 대령에게 가서 

이 문제를 상담하려 하니 오히려 대령으로부터 젖꼭지를 비트는 등의 행위를 당하

여 스트레스성 우울증과 고혈압, 두통을 겪고 있는 대위의 사례

사례 23

현재 수감 중이며, 정신적 불안의 징후를 보여 정신 감정이 필요해 민간 병원과 

양주병원에서 모두 검사를 받았으나, ‘상태가 심각하다’는 진단을 내린 민간 병원과 

달리 양주병원에서는 ‘이상 없다’는 진단이 내려져 재판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사의 사례

사례 24

OO부대에 입대하여 선임들로부터 가혹 행위를 당한 후, 실어증 및 마치 로봇과 

같은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하게 된 병사의 사례 

사례 25

학연과 혈연에서 배제되어 보직과 관련해 차별을 받고 있는 육군 병사의 사례

사례 26

부대 내 레스텔에서 쉬는 시간도 거의 없이 일주일 내내 근무하여 심한 피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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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고 있는 상근예비역의 사례

- 평일에는 오전 10시 30분부터 밤 11시까지 근무

- 휴일에는 오전 8시부터 밤 11시까지 근무

- 매주 월요일이 쉬는 날이나, 법정공휴일이 겹치면 근무해야 함

- 신병이 이와 같은 근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군무 이탈한 사건도 있음

사례 27

동료 취사병 중 유일하게 조리학과 출신이 아님에도 취사병 보직을 받아 군 생

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

사례 28

약한 체력으로 인해 원래 배정받게 된 포대가 아닌 취사병으로 보직이 변경될 

수 있었으나, 훈련소에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다시 포대에 배정받았고, 이 문제로 

부대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는 병사의 사례

사례 29

원사로부터 정신적 폭력, 업무상 차별을 당해 스트레스를 얻어 고혈압 등의 질병

을 얻게 된 중사의 사례

사례 30

입대 전 한총련에서 활동한 것을 빌미로 지휘관이 저지른 기밀 누설 사건의 누

명을 쓸 뻔 했고, 내담자의 거부로 이 일이 성사되지 않자 후에 상관 모욕죄로 기

소되어 2심에서 집행유예 1년을 받고 풀려난 병사의 사례

사례 31

해병대 2사단에서 운전병이 대령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례

- 부대는 본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지어내

고 있다고 몰고 갔음

- 당시 복무 중이었던 피해자에 대한 신변 보호가 이뤄지지 않았음

-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법률대리인이 요청한 공판 기록 열람 신청이 기각됨

- 피해자 대리인인 군인권센터 모니터단은 법정에 입장하는 것을 방해받았음

- 1심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의 공소 변경이 기각되었음

- 이후 2심에서는 공소 변경이 받아들여졌음

- 피해자는 성폭력 사건으로는 최초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따른 국가유공

자 7급 판정을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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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2

OO사단에서 동료 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병사의 사례

- 피해자는 중대장으로부터 “왜 이렇게 사건을 크게 만들었나”라는 질책을 당했

음

- 피해자 보호 장치가 단지 ‘정신병원의 폐쇄 병동 입원’밖에 없어, 피해자는 입

원 후 더욱 큰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음

사례 33

OO사단에서 복무하다 구타․가혹 행위에 시달려 총기로 자살한 사례

사례 34

육군훈련소에서 뇌수막염에 걸렸으나 즉시 진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훈련병의 

사례

- 해당 부대에서는 ‘패혈증에 의한 급성호흡장애로 사망’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부검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으나, 유족들의 강한 요구로 부검을 하였고 결국 ‘뇌

수막염에 의한 사망’임을 밝혀냄

사례 35

육군훈련소에서 중이염에 걸려 진료를 요청했으나, 꾀병 부리지 말라는 말과 함

께 심한 인격적 모독을 당하여 이를 비관해 자살한 훈련병의 사례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본 사건을 조사하여, 육군훈련소에서의 인권 침해 사실이 

밝혀짐



                                                                                               

- 23 -

[토론 1]

병영문화 개선과 군인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김용기/ 국방부 인권담당관실 법무관

□ 병영문화 개선에 대하여

○ 원인 분석

  • 구타 및 가혹행위 등 병영 악‧폐습 잔존

   * 해병대 기수열외 : 선‧후임병 간 병영‧전투기술 노하우 전수가 변질, 악습화

  • 인성결함자에 대한 입영 차단 및 신상관리 부실

  • 총기‧탄약관리 등 작전기강 해이

  ※ 국방부 차원에서 全 역량을 집중하여 병영문화 혁신 필요

○ 병영문화 혁신 대책

  • 해병대를 비롯한 全軍의 병영문화 혁신을 위한 특단의 조치

   - 장관 주재 해병대 병영문화 혁신 토론회 시행 (7.18, 완료)

   - 전군에 적용할 “병영생활 행동강령”을 장관 지시로 하달 (7.22, 완료)

   * 병 상하관계의 명확한 기준 설정 : 병 상호간 명령, 지시 금지

   - 장성급 지휘관 책임 하 전부대 정밀진단 및 후속조치 (8월한)

   - 국방부 특검단 투입, 매월 불시점검 및 적발 시 엄정 조치 (8〜12월)

 

 • 자발적 선진 병영문화 혁신 붐 조성

   - 소통‧토의문화 조성을 위해 매주 ‘병영문화 혁신 토의’ 활성화

   - 병영문화 혁신을 위한 제대별 실천 계획 수립, 시행

 

 • 인성결함자 입영 차단 및 관심병사 관리 강화

   - 인성검사 시행절차를 現 3단계에서 4단계로 강화

   - 병무청 모집병 선발절차 개선 (면접, 평가요소)

   - 육‧공군에서 운영 중인 ‘병역심사관리대’를 전군으로 확대

   * ① 관심병사 조기 식별 ② 전문기법에 의한 관리 ③ 적시 분리 등으로 체계화



병영문화 개선과 군인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 24 -

 • 장병 인권의식 향상

   - 인권교육 강화 : 교육기관 및 자대 정과시간에 반영

   - 민간 전문인력의 인권분야 활용 확대 (병영상담관, 민간전문가 등)

   * 현재 병영상담관 사단급 95명 활용 중 (’12년 여단급 148명으로 확대 추진)

 • 초급간부 우수자 획득 및 리더십 능력 배양

   - 초급간부의 열악한 복무환경 개선 및 복무동기 부여 (취업지원 등)

   - 엄격한 임관평가제 시행을 통한 부적격 간부 임관 차단

   - 병과 초급간부의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한 리더십 교육

   ※ 육군 위탁 해병 학군장교 확대 (50→100명)

• 목표가 있는 군 생활로 사회와의 단절 극복

   - 온-라인 학습 강좌를 수강토록 하여 학점 취득 기회를 부여

   - 운전‧정보화 등「1인 1자격」취득 여건을 조성

   - 중졸자의 고졸 검정고시 응시를 적극 지원

• 작전‧경계‧근무 기강 확립 지속 추진

○ 해병대의 전통‧긍지‧단결력을 전투력으로 승화시키고 全軍의 병영문화 혁신 ⇨ 
선진 전투형 군대 육성

□ 군인권법 제정에 대하여

○ ’05년 국방부 병영문화개선 대책위원회, ‘장병 인권 보장’을 9개 개선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고 그 세부과제에 ‘「군인복무 기본법」제정’ 포함

○「군인복무 기본법」제정의 구체적 내용

  • ‘제복입은 시민’으로서 군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보장 규정

    - 기본권 보장, 고충처리 소청권, 부대 재배치 청구권 등

  • ‘전투원’으로서 군인의 권리 제한 및 의무사항 명시

    - 정치적 행위 제한, 충성의 의무‧명령 복종 및 실행 의무 등

○ 국방부, ’07. 7. 31. 정부 입법안으로「군인복무기본법」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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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8. 5. 29. 국회 임기만료로 법안 자동폐기

○ 가칭 군인권법 제정과 관련하여 우선 군의 특수성을 고려시 본연의 

기본임무수행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인 인권만을 위한 법률 제정은 제한

○ 나아가 장병의 기본권 보장은 군인의 복무에 관련된 제반 환경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고려 필요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32조 (장병 기본권 등의 보장)

      ① 국방부장관은 장병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군인의 복무에 

관련된 제반 환경을 개선 · 발전시켜야 한다. 

      ④ 장병 기본권의 보장 및 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따라서 가칭 군인권법을 제정하더라도 위 대책위원회가 제시하였듯이 

   ‘제복입은 시민’으로서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전투원’으로서의 군인의 기본적 의무를 규정하는「군인복무기본법」형태의   

      입법추진이 바람직

    ※ ’11. 8. 1. 민주당 김성곤 의원 대표발의, 군인복무기본법안 참조

○ 기타 군인권법 제정시 반영해야 할 사항 등에 관한 발제자 의견에 대하여는 

토론 제한

  • 군내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국방부 입장 정리 선행 필요

  • 발제자 및 토론자의 의견을 관련부대(서) 등 군 내부에 전달함으로써

    군인권법 내지 군인복무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적극 검토토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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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2]

병영문화 개선과 군인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정두근/ 예비역 중장, 상호 존중과 배려 운동본부 총재

1. 들어가면서

이번 해병대 2사단 해안소초의 총기사건 원인과 일련의 후속조치를 보면서 

2005년 6월에 경기도 연천의 육군 GP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과 거의 유사하다

는 생각이 들면서 이러다가는 또 몇 년 후에 어떤 부대에선가 유사한 사건이 재발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됨. 

위의 두 사건은 물론 빈번히 발생하는 군내 자살사고와 현지 이탈이나 휴가 미

귀 등의 탈영사고 등이 잘못된 병영 문화가 주원인인데도 개인적인 복무부적응을 

주원인으로 전가하고 근본적인 병영문화의 개선보다 단편적인 조치를 함으로써 60

여년이 넘도록 악습의 병영문화가 대물림되고 있음.

2. 무엇이 문제이며, 무엇이 인권을 침해하는가?

⦁악습의 병영문화가 개선되지 않고 인권침해가 대물림되는 근본적인 문제    

는 무엇인가?

가. 국민들의 강한군대에 대한 잘못된 인식임. 강한군대는 가혹행위와 구타가 

있어야 가능하다. 즉, 가혹행위와 구타를 하나의 정신적, 육체적 단근질이나 훈련 

차원으로 착각하고 있으며, 군의 고위간부들도 부하의 부드러운 지휘를 인기주의, 

적당주의 지휘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도 있음.

나. 강한군대는 절대적 상명하복(맹종)의 군기가 확립되어야 하며 군기확립을 

위해서는 구타, 가혹행위, 폭언, 욕설 등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음. 군기가 이완되는 것은 불합리한 제도나 불완전한 환경, 상급자의 잘못

된 언행이나 지휘조치에 대한 반발에서 시작되는 것임. 이번해병대 사건이후에도 

모 기관의 설문에 해병대병사 4명중 1명은 구타나 가혹행위가 필요하다고 응답

을 했다고 함. 

다. 강한군대와 강한군인의 척도를 절도와 패기있는 행동, 원기 왕성한 구호제

창 등 외형적인 요소에 치중함. 즉 경직될 정도로 딱딱하고 악을 써야 강하고 군

기가 확립된 군인으로 인정하고 부드럽고 여유로운 언행은 약하고 군기 빠진 군

인으로, 이유 없이 맹종하면 충성심이 강하고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군인으로, 건

의 또는 창의적 의견제시나 당당한 언행을 하면 충성심이 약하고 부정적이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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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진 하급자로 취급하는 풍토가 잔재하고 있음.

라. 일부 간부는 부하들의 인권과 기본권, 사생활까지도 통제하거나 간섭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인식하고 있으며 계급의 존엄성과 권위를 세우기위해서는 하급

자에게는 예의를 지키지 않아도 되며 하급자의 부드러운 접근을 위계문란이나 권

위를 무시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등 권위주의가 뿌리 깊게 잠재되어 있음.

마. 내 자식을 안심하고 군대에 보낼 수 있도록 병영문화를 개선하여 인권을 

보호하고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하고 입대 전 

보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숙하여 전역하기를 바람.

 

3. 무엇을 바꿔야 장병인권을 보호할 수 있을까?

가. 국민과 장병들에게 강한군대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인식 시켜야함. 

   맹자의 “天時不如地利 地利不如人和”와 손자의 “上下同慾者 勝”이 전승의 

근본임. 나의 선임병과 분대장, 소대장, 중대장이 좋고, 고맙고, 존경스러워야 부

대가 좋고 나라도 좋은 것이 사람 마음임. 즉, 애대심과 애국심, 상관에 대한 충

성심은 좋은 전우애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주변의 전우가 보기 싫으면 부대도 나

라도 싫은 것임.

나. 강한군인 육성은 병사들에게 자존감을 갖게 하고 동기를 부여하여 자신의 

임무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자신이 할 일은 스스로 최선을 다하여 임무를 성공적으

로 완수하도록 하는 것임.

다. 합리적인 제도와 좋은 환경, 상급자가 고맙고 존경스러운 마음이 생기도록 

하여 장병들이 부대와 상관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행

동을 하게 하는 병영문화 개선과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라. 리더와 리더십은 팔로워들의 의식성향과 특성, 시대와 상황 등에 따라 변

화 발전되어야 팔로워들이 조직목표를 달성하기위해 자발적으로 법규를 지키며 

복종과 협조, 충성심을 발현하게 되는 것임. 우리 군대는 병사들의 자질은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변했으나 간부들의 의식과 리더쉽은 7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

음. 

4.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가? 

가. 병영문화를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로 바꿔야 함.

 ⦁일본군의 잔재가 60여 년 간 대물림되는 폭력적, 억압적 악습의 병영문화를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병영문화로 바꿔야 함. 모든 사람은 타인으로부터 존중과 

배려를 받고자 하며 모든 사람은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를 해야 함. 즉 인간중심의 

병영문화가 강군육성의 근본임.

 ⦁상대방을 무시하면 반발하며 앙갚음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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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심성이라 생각하며 군인이라고 예외가 될 수 는 없는 것임.

 ⦁군대라고해서 계급에 의해 인권과 기본권이 무시되고 침해되어서는 안되는 

것임. 타인으로부터 존중받는 사람은 자존감을 갖게 되고 상대를 존중 또는 존경

하게 되며, 배려를 받는 사람은 무엇인가를 보답할 것을 찾아 상대방을 배려하게 

됨.

 

나. 상호존중과 배려의 병영문화 운동 시행동기

 ⦁32사단장으로 부임한지 약 1개월 후인 2003년 12월 초, 2주 사이에 3건의 

구타 및 가혹행위가 발견되어 7명을 구속하고 여러 명을 징계 하게 되었음. 

 ⦁맞은 병사는 물론 때리고 욕설하여 구속되거나 징계 받은 병사, 이런 분위

기에 불안해하며 생활하는 병사, 지휘책임을 져야하는 지휘자, 지휘관, 이들의 부

모님 등 모두가 피해자라는 생각을 함.  

 ⦁구타 및 가혹행위와 폭언 욕설 등 은 악성 사고의 원인이 되고 갈등과 분

열, 병사들을 피동적이고 소극적인 구성원으로 만들어 전투력을 약화시키며, 지휘

관 지휘자들이 인사 사고예방에 너무 많은 노력을 낭비 하는 등의 문제점을 인식

하게 됨.

 ⦁군대 지휘관은 부하를 입대전보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숙하게 변화시켜 

부모님께 되돌려주는 것이 책무임에도 범죄자로 낙인을 찍어 보내는 것은 지휘관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됨. 

 ⦁병사들의 머슴근성을 주인의식으로 변화 시켜서 병사들이 스스로 생각하여 

행동하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전투원으로 육성해야 강한군대가 될 수 있다

는 생각을 함.  

 ⦁병영의 악습문화를 혁신하고 강한 군대육성의 방법으로 장병 상호간에 존중

어 사용하기, 경례와 구호 뒤에 정감어린 인사말 하기, 경청하고 칭찬하기 등을 

실천과제로 하는 “상호 존중과 배려의 병영문화”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음.

 

다.상호존중 하는 언어 사용하기

 ⦁사람사이에 “말”이 서로간의 好, 不好를 결정하고 서로간의 소통에 가장 중

요한 것임. 특히 병영 내에서 상급자나 선임병이 하급자나 후임병에게 호칭부터 

‘야!’, ‘임마!’, ‘새끼’, ‘놈’ 등 감정을 상하게 부르고 이어지는 말투도 억압적으로 

함으로써 갈등이 발생하며 하급자는 반발심을 갖게 되고 쉽게 구타나 가혹행위로 

이어지게 되는 것임. 특히 병영에서는 듣기 싫어하는 호칭사용과 욕설이나 폭언 

등 인격모독적인 말투가 습관화되어 있는 실정임.

 ⦁병영내에서 언어문화를 바꾸지 않는 한 폭력적 병영문화를 바꿀 수가 없다

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으며 그 방법으로 장병 상호간에 존중어 사용하기를 첫 번



병영문화 개선과 군인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 30 -

째 과제로 선정하였음.

 ⦁상급자와 선임병은 하급자나 후임병에게  “김일병 이렇게 하시오,  합시다. 

할래요?” 등으로 반존댓말로 하고, 후임병은 “예, 김병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

고 존댓말을 하게 함. 상.하, 선.후임간 차별화된 존중어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위

계질서나 군기가 무너지는 일은 없었음. 

 ⦁훈련이나 작전활동 간에서는 앞으로 가!, 제자리에 서!, 사격개시!, 돌격 앞

으로! 등 예령과 동령이 있는 명령어를 사용함으로 지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

 ⦁ 바른말 고운 말을 해라!, 욕하지 마라! 고 아무리 강조해도 습관화된 것은 

쉽게 고칠 수가 없음. 그러나 존중어를 쓰면 존중어 뒤에 바로 이어서 욕설을 할 

수가 없음. 예를 들면 “김일병 이렇게 하시오. 새끼야!” 등은 바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른 호칭과 존중어 사용이 습관으로 바뀌게 되었으며 2-3개월 후부터 욕

설이나 폭언이 줄어들고 6-10개월이면 존중어 사용이 거의 정착되었음.

 ⦁ 외국의 예를 들면 작년 8월 9일 조선일보에 이성낙 가천의과대학 명예총재

의 기고문에 “독일과 프랑스 군대에서는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어떤 경우든 장교

가 하급병사에게 지시하는 명령이나 지시사항을 반말을 할 수 없도록 철저히 금지

하고 있다” 라고 기술되어 있었음. 당시의 독일과 프랑스 군대에서 언어폭력이 문

제가 되었던 것으로 생각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나 군대만큼이나 심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음.

 라 정감어린 인사말 하기 

  ⦁인사는 전우 간에 서로 끈끈한 정감이 생기고 우호적인 관계를 만드는 역

할을 해야 하는데 우리 군대는 군기 잡는데 더 많은 비중을 두기 때문에 경례시에

는 경직이 될 정도로 절도와 패기있는 동작과 악을 쓰듯 큰소리의 구호를 붙여야

함.

  ⦁경례를 받는 상급자는 무성의하게 받거나 답례를 하지 않을 때도 있으며, 

하급자의 경례동작이 불량하다며 현지교정을 핑계로 얼차례를 주는 경우도 있어 

상급자를 보면 숨거나 고개를 돌리고 못 본체하는 등 상하간의 갈등과 불신을 심

화시키고 단결을 저해하는 부작용도 있음. 

  ⦁하급자는 경례를 하고 구호를 붙인 후에 “분대장님, 좋은 하루 되십시오!” 

또는“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등의 인사말을 하면 분대장도 “그래, 강 일병도 좋은 

하루 되어요”, “어제 사격 잘 했어요.” 등으로 격려와 칭찬을 하는 것임.

  ⦁부대 내에서 전우 간에 “감사 합니다”, “사랑 합니다”, “존경 합니다”, “미

안 합니다” 등 의 인사말을 생활화하여 습관화 시키면 상급자를 회피하지 않고 서

로 당당하고 정답게 인사를 하는 밝은 분위기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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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경청하고 칭찬하기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병영 내에서 상급자는 하급자의 의견을 경청하기보

다는 “토 달지 말고 시키는 대로 나 해!”, “시키는 것이나 똑바로 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등 부하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무시하거나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병영의 문화는 뿌리 깊게 잠재되어 있음. 

  ⦁상급자의 이러한 언행은 부하를 피동적이고 소극적인 머슴으로 만들고 소

통을 차단하는 요인이 되며, ‘칭찬은 범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라고 하면서도 윽박

지름이 효과적이라는 생각으로 낙인찍기 식 윽박지름을 습관적으로 사용함.

   ⦁부하의 사기를 올리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경청하고 칭찬하는 문화를 정착

시켜야 함. 

  마. 우려 및 성과

   ⦁상호 존중과 배려의 병영문화 운동을 시작한 초기에 군대내부와 사회의 많

은 사람들이 위계질서와 군기문란으로 상명하복체제가 이완되고 적당주의와 교육훈

련 소홀로 전투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하면서 “정두근 장군이 인기에 영합하여 

쇼 한다.”, “군대를 망치려고 한다.” 는 등 많은 비난을 하였음. 

   ⦁2003년 12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32사단장, 육군훈련소장, 6군단장 재

직시 5년간 연속으로 시행해본 결과는 우려했던 사항이 현실로 나타난 것은 한가지 

도 없었으며, 필자도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분야에 큰 성과가 있었음. 

   ⦁필자가 5년 동안 시행했던 병영문화 운동의 전 과정과 결과를 정리한 “장

군의 꿈 상호 존중과 배려” 책 105페이지부터 116페이지에 성과를 제시하였으며 

몇 가지 주요성과를 소개하면 

① 병영문화 운동을 경험한 장병들은 구타, 가혹행위, 폭언, 욕설이 범죄라는 

인식을 갖게됨.

② 구타, 가혹행위, 폭언, 욕설이 시작한지 6개월경부터 크게 감소하였으며 1

년 정도 경과시에는 거의 없어졌음

③ 설문 결과 의사소통과 친밀감 유지와 군 기강 확립, 교육훈련 성과달성 등

에 90%이상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④ 실제로 6군단장 재직 시 2008년 5월에 육군본부 지휘검열을 받은 결과 

전차포 사격과 포병 3개 구경별로 포대단위 사격에서 100% 명중하였으며, 개인

화기사격과 장병 체력측정, 정훈필기측정, 작전계획 시행훈련, 전술훈련 등, 전 

분야에서 우수하게 평가받아 년 말에는 육군 참모총장부대 표창을 받았으며 참

모총장이 육군 주임원사 단 회의 시와 보병학교 간부교육 시 6군단의 전투력이 

우수하다는 칭찬을 하였음.

⑤ 112페이지와 113페이지에 제시된 도표와 같이 사건사고와 형사처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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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창인원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도 표와 같이 감소하였음.

➅ 간부들의 본인과오나 지휘책임에 의한 징계인원이 감소되고

➆ 병사들이 스스로 인격자가 되는 것 같다. 자신이 자랑스럽다. 후임병이 더 

잘 따른다, 전역 후에도 꼭 필요할 것이다.  등의 반응을 보임

➇ 일부 기혼 간부들로부터 부부관계와 자녀들과의 관계가 원만해지고 가정

이 화목하게 변했다는 감사인사를 받기도 함. 

5. 상호존중과 배려운동의 장점

가. 이 운동을 병영에서 시행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없었으며,

나. 별도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으며,

다. 교육훈련이나 부대활동을 조정할 필요가 없이 시행이 가능하며,

라. 빠르면 2-3개월 후부터 효과가 나타나며 6개월~1년이면 부대와 장병들이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직접 확인 할 수 있음. 

마. 최소의 비용과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혁신이라 확신 할 수 

있음. 

6. 소결론 

⦁ 군대는 “적과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강한군대”로 육성되어야 함. 

⦁ 구타, 가혹행위, 폭언, 욕설 등 에 의한 군기는 갈등과 분열의 오합지졸군대

의 군기이며, 상호 존중과 배려를 함으로써 인권이 보장되고 상경하애로 화합 단

결된 군기가 진정한 강한 군대임을 인식 시켜야 함.

⦁ 상호 존중과 배려 병영문화 운동의 구체적 실천과제인 장병 상호간에 “존중

어 사용하기”, “정겨운 인사말하기”, “경청하고 칭찬하기”를 명문화(법률이나 령, 

규정 등) 하여야함.

⦁ 1년에 30만 여명의 장병들을 존중과 배려의 실천과제를 습관화와 내면화시

켜 전역시키면 수 년 내에 우리사회의 문화를 선진화 시키고 선진국 진입에 크게 

기여 할 것임.

7. 군 인권법 제정에 관한 의견

⦁ 기본적으로 군 인권법 제정의 원칙에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만 군대의 특성

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제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함. 

⦁ 군 인권법 제정(안)의 내용 중 아래 일부 내용 등은 군대의 특수성이 고려

되지 않았다고 생각됨. 예를 들면

    “상관은 부하에게 휴일 또는 자유시간에 학습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

고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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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군인은 일과 이후 자유시간 및 휴일에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외출, 외박을 할 권리를 가진 다”

    “군인의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병사는 입대 후 부대 부적응, 적성 등을 이유로 자대 재배치 청구를 할 

권리가 있다, 군은 복무 부적응자에 대하여 자대 재배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한

다” 

    등은 군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군대는 전시 또는 비상 상황시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국토

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는 강한 훈련과 장비 및 물자의 정비. 관리, 완벽한 경계근무, 부대환경 관리 등이 

요구되는 조직이며, 수시로 가변적인 임수수행이 요구되는 상황(경계강화, 수해복

구, 제설작업, 산불끄기 등)이 빈번히 발생함. 

  ⦁장병들이 군 복무를 하는 기간 동안 인권은 철저히 보호받으면서 개인의 

자유시간, 외출, 외박, 면회시간 등의 기본권은 군과 국민을 위해 다소 희생하고 

봉사 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하며 지휘관에게 재량권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생각

임.

  ⦁지휘관이 특별한 상황이 아님에도 고의로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사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발생하면 책임을 묻도록 명시.

9. 결론

 ⦁악습의 병영문화가 바뀌어야 인권을 보호할 수 있음. 

 ⦁장병들의 계급에 의한 낮춤말 사용의 의무화, 욕설 같은 호칭사용과 폭언 

등의 인격모독적인 언어를 완전하게 순화시키지 못하면 악습의 병영문화는 바꿀 

수 없음.

⦁인사를 할 때 정감어린 인사말하기의 습관화는 상.하 간 친밀감과 신뢰감을 

제고시키고 우호적인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음. 

⦁경청과 칭찬의 생활화로 하의상달과 상의하달의 소통과 높은 시기와 군기가 

유지 될 수 있음.

⦁상호 존중과 배려의 병영 문화운동의 3가지 실천과제를 법체제(군 인권법, 

대통령령, 국방부령 등)의 내용에 포함되길 요망함.

⦁군 인권법 제정시「적과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강한군대」를 육성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군대의 특수성을 고려 하여야함, 단 인권은 철저히 보호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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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하되 일부의 기본권은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합법적으로 제한 할 수 있

는 재량권을 주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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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3]

병영문화 개선은 ‘군 인권법’ 제정을 통해서

피우진/ 예비역 육군 중령

병영문화 개선은 ‘군 인권법’ 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전제로 이야기를 시작

해 볼까 한다.

 군 인권의 현주소

이번 토론회를 접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2005년 발생했던 28사단 GP사건으로 인해 창군 이래 처음으로 국방부 병영문

화개선 대책위원회가 민군으로 구성되어 활동하면서 9개 주제의 개선 과제가 모두 

병사의 인권과 관련된 내용이었고 그중에서도 장병인권 보장은 민주주의 군대의 전

투력 핵심은 장병인권 보장에 있다는 인식하에 장병인권 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고자 하였다는 것이다.

당시 나는 강제전역으로 인해 군안에 있지 못했지만 2008년 5월 복직을 하고 

2009년 9월말 퇴역까지 다시 1년여를 근무하면서 전혀 변화되지 않은 군 그대로였

기에,  더욱이 전역행사를 준비하면서 초청 대상자에 대해 소속이 ‘인권’ 이라는 단

어가 붙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안관계상 초청할 수 없다면서 제재를 받았기에, 국

방부에서 전투력 핵심이 장병인권 보장에 있다는 인식이 2005년부터 있어 왔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창군 이래 57년 만에 엄청난 병사들의 희생으로 처음 거론되었던 민주군대 그리

고 그 민주군대의 전투력 핵심이 장병인권 보장에 있다는 놀라운 인식들이 4년 만

에 원위치 되어 버렸고 6년 만에 유사한 사건이 일어난 것에 참담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

 군 인권 문제 해결 지휘관의 의지에 달려 있다.

대한민국은 국민에게 병역의 의무를 강제하면서 징집을 정당화 하고 있다.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국가는 반드시 국민에 대한 권리보호 책임도 수반되

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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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에 들어온 병사들에 대한 권리보호 

책임은 국가를 대신해서 군 지휘관이 져야 한다.

30여년 군 생활동안 딱 한번 제대로 된 지휘관을 만난 적이 있다. 이 분은 취임

하면서 간부들에게 이런 첫 당부를 하였다.  

“여러분들의 평시 임무는 신체 건강하게 군에 입대한 병사들을 손끝 하나 다치

지 않게 전역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으로 부대를 지휘하니 부대원 모두는 이

심전심으로 통해 활기차고 신바람 나는 군 생활로 우리 부대는 대통령 부대 표창도 

수차례 받았다.

그러나 제대로 된 지휘관은 이 한분뿐! 그 외에 만난 또 다른 지휘관들은 권력에 

천착해서 아랫사람을 마치 사적인 노예처럼 부리며 추하게 사는 사람들 뿐 이었다. 

행태도 가지 가지였다.

군에서는 전 장병이 모여 국군도수체조를 하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전 부대

원들의 하루 희로애락이 국군도수체조를 하는 부대 지휘관의 표정을 보며 좌우 된

다. 

지휘관이 전시에 생사여탈권뿐만 아니라 평시에 부하들의 감정까지도 좌지우지

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 얼마나 무서운 권력인가?

그러기에 막중한 책임도 따라야 하는 것이다.

 법과 제도는 그 시대의 문화를 선도 한다.

1950년 창설된 여군은 1988년 까지 결혼에 제한을 두는 규정과 여군 부사관들

의 3. 4. 5제라는 복무에 제한 규정이 있었다.

여군 장교에게는 결혼은 허용하되 임신을 하면 전역해야 하고 여군 부사관은 아

예 결혼을 제한하면서 진급을 하지 못하면 하사 3년, 중사 4년, 상사 5년으로 복무

를 제한하는 규정이었다. 

이렇듯 늙은 여성, 힘없는 여성, 결혼한 여성, 임신한 여성들을 어떤 식으로든 

불이익을 주는 이 규정은 당시 여군들에게 여성과 군인을 선택해야 하는, 여성의 

정체성과 군인의 정체성에 대한 커다란 혼란 속에서 여성성이 군인으로는 부족하다

는 인식과 함께 여성성을 감추고 근무해야 했고 그것은 고스란히 개인의 몫으로 처

절한 삶을 살 수 밖에 없었다.

1988년 결혼제한 규정이, 1991년 여군부사관 3. 4. 5제의 복무제한 규정이 풀

리면서 육군에만 국한되어 병과 개념으로 존재했던 여군이 제병과화 되고 1997년 

공군사관학교 개방을 시점으로 각 군 사관학교가 개방되고 2010년 ROTC까지 개

방되면서 놀라운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그 역사 속에는 여성으로 태어나 군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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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엄마가 되어 보는 소중한 기회도 갖지 못하고 연금 수혜자에도 해당되지 못해 

피폐하게 살아가고 있는 역사 속 여군들의 피눈물이 자리하고 있다.

이렇듯 법과 제도는 개인의 삶뿐 아니라 조직의 문화를 형성하는 근거가 된다.

2011년 국군 창설 63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군의 현행법체계는 여전히 군

인들에게, 특히 병사들을 그저 자원으로, 도구로 수단으로 인식하고 권리를 배제한 

채 금지 조항만을 명시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정의 폭력이 사회에서의 폭력으로 재생산 되듯이 국가가 군 지휘관들이 병사

들에 대한 의무만을 강조한 희생을 요구하면서 도구로 수단으로 전락한 병사들은 

급기야 강한 훈련을 바탕으로 끈끈한 전우애로 똘똘 뭉쳐 최전선 선봉에서 국민을 

지켜 줄 거라 믿었던 해병대가 내 목숨같이 여겼던 전우를 향해 총격을 가하는 사

건이 일어났다.

언제까지 군대를 국민의 인권유린 현장으로 방치 할 것인가?

 

2005년 28사단 GP사건 이후 병영문화 개선 대책위원회에서 거론되었던 9개 과

제들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으며 법안은 왜 폐기 되었는가?

좋은 제도가 정권이 바뀐다고 군 지휘관이 바뀌었다고 이행되지 않고 폐기되어 

버리는 상황은 누구의 책임인가?

박노자 선생의 ‘군은 국가라는 커다란 역사의 강물이 흐르는 곳이기도 하지만 가

족의 역사 개인의 역사가 한 올 한 올 얽혀져 있는 곳이다’ 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요즈음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로 유명을 달리한 장병들의 넋을 위로 합니다. 지켜주

지 못해 미안합니다. 그 부모님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합니다. 다시는 두 번 다시

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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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4]

‘군인인권위원회’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제언

홍성수/ 숙명여대 법과대학 교수

1. 군인권침해의 현실과 ‘군인권법’

 우리는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나 확정판결을 받고 수감되어 있는 수형자에

게도 인권이 있다고 말한다. 이들이 국가의 법을 어긴 엄연한 범법자들인데도 말이

다. 그런데 하물며 아무런 죄를 저지른 적도 없고, 오히려 국가의 부름에 따라 의무

복무를 하는 군인들의 인권이 침해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게다

가 군인권문제는 사회문제와도 직결되어 있다.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경

험해야 하는 공간이 바로 군대이기 때문이다. 군대에서의 경험하는 왜곡된 (군사)조

직문화가 사회로 어떻게 확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설명이 불필요하다 

(권인숙 2005 참조).

 인권문제의 해결은 사건이 터질 때 마다 내놓는 일회성 정책으로 무마될 수 

없다. 물론 대형사고가 터질 때마다 나온 대책들이 조금씩 쌓여서, 어느 정도의 진

전은 되겠지만,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 없이 문제가 근절될 수 없

다. 우리는 이미 사고가 날 때 마다 매번 재탕삼탕하여 내놓는 대책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잘 알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인권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우리가 굳이 머

리를 싸매고 고민해야 할 만큼 복잡하지 않다. 이미 검증된 대안이 다 나와 있고, 

수많은 실천사례들이 쌓여있다. 그대로 시행하기만 하면 된다. 한국의 군인권문제도 

예외가 아니다.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해서 안되는 것일 뿐이다.

 김희수 변호사의 발제문에서 제안되어 있는 ‘군인권법’은 그 종합적 대안을 

법제화한 것이다. 발제문에서는 지면관계상 군인권법의 모든 항목을 소개하지는 않

았지만, 총론에서의 핵심적인 규정과 각론에서의 핵심적인 14가지 군인의 권리를 

언급하고 있다. 이외에도 “군인지위기본법”(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 2005), “군

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천주교 인권위/민주법연 2002’, 또는 “군인의 인권보

장에 관한 법률”(송기춘 2010), “군인권보장에 관한 법률”(이계수/이재승/오병두 

2006) 등에서 유사한 내용의 군인권법 제정이 제안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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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인권법의 내용1: 군인 권리 장전

 여기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군인권법의 내용은 ‘군인권의 권리장전’이 아니

라 ‘군인권 실현을 위한 제도/기구’이다. 일반적인 인권법(예컨대 영국의 Human 

Rights Act 1998)이나 구체적 분야의 인권법(예컨대,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은 크게 

‘권리장전’ 부분과 ‘인권기구/제도’ 부분으로 나뉜다. 우리에게 ‘인권법’이나 다름 없

는 ‘대한민국 헌법’ 역시, ‘기본권 장전’ 부분과 ‘헌법의 기본제도’로 그 내용이 구성

되어 있다. 군인권법의 내용도 ‘군인이 어떤 인권을 가지고 있는가’를 규정한 군인

권의 ‘권리장전’ 부분과 ‘군인의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규정한 

군인권실현을 위한 ‘인권기구/제도’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권리장전은 헌법

에서 보장하는 군인의 기본권을 구체화하여 명시하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 군인의 

‘사생활권’은 헌법상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이고, 이것이 제한되려면 필요한 최소한

의 정도로만 가능하다 (헌법 제37조 제2항). 다만 현실에서는 군인의 인권이 제대

로 보장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예컨대 “군인에게 무슨 사생활이냐”라는 잘못된 

인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반헌법적 현실을 극복하고자 ‘군인권법’에 군

인의 사생활을 구체적이고 분명히 법제화여, 군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에 군인권

법의 취지가 있다. 

 하지만, 권리장전을 제정하는 것만으로 현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사실 군

인권의 내용은 유동적일 수 있는 부분이다. 군대 내에서는 군인의 인권이라는 가치 

외에도 ‘국방’이라는 군 고유의 목적이 상존하고 있고, 이 둘은 서로 조화를 이루어

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군인의 인권이 군의 목적에 따라 제한될 수도 있다는 것

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법에 군인의 인권을 아무리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는다고 

해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발제문이 제시한 휴식권의 

규정은 “모든 군인은 생활관에서 휴식하고 수면을 취할 권리를 가지며, 누구도 이

를 방해하거나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상관은 군의 임무와 특성 및 단체 생

활에 필요한 최소한 범위에서 이를 제한 할 수 있다. 이를 제한하는 경우 차상급의 

부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즉 군인권을 말하는 ‘군인권법’에서 조

차, 스스로 단서 조항을 두어, 인권의 제한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휴식권을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비례성원칙(“최소한 범위”)

과 절차(“부대장의 승인”)를 규정했다는 것도 유의미하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최

소한 범위에 대한 해석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부대장의 형식적 승인에 의해 무

력화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요컨대, ‘권리장전’의 제정은 군인권실현의 훌륭한 

‘출발점’일 뿐, ‘완성’은 아니다. 그리고 그 완성은 군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제도와 

기구의 마련에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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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인권법의 내용2: 군인권기구

 따라서 권리장전을 현실에서 구체화할 수 있는 제도와 기구가 필요하다. 군

인권법에서 ‘인권기구/제도’ 부분은 군인권의 실현을 위해 새로운 제도와 조직/인력

을 새롭게 정하는 부분이다.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권리장전의 내용이 훌륭해도 그것을 실현할 제도와 

기구가 없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 군 내부에 어떤 부서를 두는 것

(예컨대, 현재의 국방부 인권과)으로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 중요하다. 인권기구/

제도의 핵심은 ‘외부’통제장치를 제도화하는 것에 있다. 그동안 제시된 군인권법들

에 포함되어 있던 독일식 군사옴부즈만제도(Wehrbeauftrager, defense 

commissioner)가 대표적이다.5) 인권에서 외부통제장치를 두는 것은 비단 군인권문

제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권문제의 해결에서 ‘공식’처럼 되어 있는 검증된 대안이

다. 그러니까 군대에서 외부통제가 필요한 것은, 우리 군인들이 유난히 무능해서가 

전혀 아니고, 잠재적 인권침해 영역 (군대, 장애인시설, 학교, 교도소 등등)에서 인

권보호를 위해 당연히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에도 이러한 인권감시시스템이 있긴 하다. 일단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의 

군인고충심사위원회(인사문제), 국방신고센터(구타, 가혹행위), 공익신고센터(부조리, 

부패 등), 그리고 각 군 사단에 내부공익신고센터와 소원수리함 제도가 운영 중이

다. 내부인권감시 시스템은 중요하지만, 그 자체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실제

로 국방신고센터의 경우, 매년 1,000건 안팎의 이용 실적이 있으나, 대부분 전역 

후에 신고 되는 것이고, 사단 급 내부공익신고센터는 연간 10건 미만 정도의 실적

이라고 알려져 있다.6) 이것은 내부 신고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는 것을 보여준다. 

 군 외부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군 관련 민원 문제를 다

루고 있다. 권익위 고충처리국 산하 국방보훈민원과에서 매년 268건(2010년)의 군

사 관련 진정을 접수하고 있고, 이를 담당하는 인력은 2명 정도로 추정된다.7) 국가

5) 이하에서 언급한 독일 군사옴부즈만(또는 국방감독관) 제도에 대해서는 이계수 2003; 2005; 이계수/오병두 

2007 참조.

6) (노무현) 대통령실, “군 고충처리제도 개선방안”, 2006 참조.

7) 업무분장이 명확하지는 않아서 정확한 통계를 내긴 어렵지만, 다음과 같이 추정했다. 국방, 군사, 보훈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국방보훈민원과의 인력은 총 14명인데, 여기서 2010년 한 해 동안 국방 439건, 군사 268

건, 보훈 1,378건을 접수했다. 그렇다면 국방보훈민원과 업무 중 군사사건이 약 13%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

고, 국방보훈민원과 직원 14명 중 군사 관련 사건을 맡고 있는 인력은 (한 사람이 1년 동안 군사 사건만 전

담한다고 가정할 때) 2명이 채 안된다고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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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회에서도 군 관련 사건을 연평균 83건 정도 접수하고 있고, 담당 인력은 

실제로 1명이 채 안된다.8) 

 반면, 군에서의 인권관련 통계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이 없지만, 이미 드러

난 문제만 해도 그 심각성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군인의 숫자는 65만 명 정도 되

는데, 사병 중 10명 중 6명이 구타나 가혹행위를 당한 경험이 있고 (천주교인권위/

민주법연 2002), 매년 70-80명이 자살을 하고 (국방부 자료), 10명 중 2명 이상이 

군대 내 성폭력을 듣거나 본 경험이 있고 (한국성폭력상담소 2004), 성범죄만 매주 

한 건씩 보고되고 (국방부 자료), 매년 1천여 건의 탈영사고(탈영자 중 70%가 복무

부적응)가 발생(육군 통계)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해보면, 군 내부 신고센터, 

인권위, 권익위의 활동을 모두 합쳐보아도 이 사건들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

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게다가 인권침해 사건은 현장조사가 필수적인데, 오지에 

위치한 군의 특성상 현장 조사 한 건에도 하루가 꼬박 소요된다. 이래 가지고는 서

둘러 조사를 마치고 간신히 관계기관에 권고만 할 수 있는 정도지, (시간은 오래 걸

리지만 효과는 더 좋은) 조정이나 화해는 물론이고, 재발방지를 위한 거시적인 대책

의 권고, 수시 방문조사, 인권종합대책 마련 등은 언강생심일 수밖에 없다. 우리보

다 군장병 숫자가 훨씬 적은 독일의 군사옴부즈만이 약 50명의 직원으로 매년 6천 

여 건의 사건을 처리한다는 점과 비교해보면 한국의 현실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

다.9) 

 게다가 외부통제기관의 관할과 업무권한도 매우 협소하다. 무엇보다 인권감

시에서 필수적인 ‘방문조사권’이 부재하다. 인권위의 경우에는 교도소, 유치장, 군교

도소 등 인권침해가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지역에 방문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

지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 방문이 제외되어 있다. 권익위도 방문조사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특히 권익위는 그 업무의 성격상 그 자체로 한계가 있다. 우리 

법에서 국민권위원회는 기본적으로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

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처리하는 기관이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즉, 국민권익위원회는 철저하게 ’현행법‘에 

위반되는 문제들을 처리하는 기관일 뿐 (예컨대 불법적 구타, 가혹행위), 보다 넓은 

8) 인권위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9년 동안 군사 관련 진정사건을 754건 접수하였다 (연평균 83건). 이 중, 

조사 중, 조사중지, 이송, 각하 등을 제외하면, 실제로 처리한 건수는 147건에 불과하다. 1년에 17건 정도라

는 얘기고, 그나마도 67%는 기각되었다. 인권위에서 검찰, 경찰, 군대 사건을 다루는 조사관이 총 3명인데, 

검찰/경찰 사건은 매년 1,200건 정도 접수되고, 군사사건이 매년 83건 정도 접수된다. 인권위에서 경찰, 검찰, 

군사 업무를 맡고 있는 조사관이 3명이지만, 군사 업무의 비중은 극도로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9)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독일 군사 옴부즈만 기관 정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2006 참조; 한국의 군인 숫자는 

약 65만 명, 독일은 약 25만 명이며, 의무 군복무기간은 한국은 21-24개월, 독일은 9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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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의 인권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거나 (예컨대 불법에 이르지 않는 부당한 처우

나 가혹행위), 보다 적극적으로 군인권정책을 수립하여 제안하는 기구라고 보기 어

렵다. 

4. ‘군인인권위원회’ 설립의 필요성

 따라서 군 인권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독립기구가 설치되어야 하며, 이 

기구의 설치가 군인권법에 법제화되어야 한다. 이 기구의 명칭은 일단 ‘군인인권위

원회’ 정도를 제안해 본다. 그동안 군인권에 관련된 제도적 대안으로는 주로 독일의 

군사옴부즈만 제도가 제시되어 왔는데, 군사옴부즈만 제도를 단순히 진정사건만 수

동적으로 처리하는 제도로 협소하게 이해해서는 안된다. 실제로 대안으로 언급되고 

있는 독일 군사옴부즈만의 경우만 해도 진정사건을 처리하는 부대방문권을 포함한 

정보열람 청구권, 군 인권관련 규정 제정에 대한 제안/권고권 등을 가지고 있다.10)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독일식 군사옴부즈만보다 더 포괄적인 권한을 가진 

독립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11) 

인권기구는 대개 자문/권고, 조사/구제, 교육 등의 3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군

인인권위원회도 이 3개 기능을 모두 갖는 것이 필요하다. 이 세 가지 기능은 서로 

중첩되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1차적으

로 진정사건을 조사하는 기능이 주된 업무겠지만, 조사과정에서 근본적인 문제해결

을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이 필요한지 알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군에 인권보장을 

위한 적절한 권고와 자문을 할 수 있으며, 또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인

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따라서, 군인권법은 ‘군인인권위원회’의 설립을 법제화하

고, 그 구성, 임무, 업무처리절차 등을 제도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 더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긴 어렵지만,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구가 되어야 한다.

1) 기능: a) 군에 대한 인권관련 자문/권고기능, b) 군인의 진정사건에 대한 조

사/구제기능, c) 군인과 군관련자들에 대한 인권교육기능

2) 독립성: 법적, 운영적, 재정적, 구성원의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함; 특히 정부

(국방부)로부터의 독립성이 중요.

3) 관할과 권환: 군인권에 대한 포괄적 권한, 방문조사권, 자료제출요구권, 권고

10)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군 관련 고충처리제도는 독일의 군사옴부즈만제도와 “전혀 다른 제

도”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계수/오병두 2007 참조).

11) 군인권에 관한 포괄적 권한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명칭은 ‘군인인권위원회’가 아니라 ‘군사옴부즈만’이

라고 해도 무방하다. 다원적 견해를 반영하기에는 위원회 제도가 좋고, 업무효율성을 위해서는 독임제인 옴부

즈만이 더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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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4) 접근성: 군인들의 진정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물리적, 심리적 접근성이 보

장되어야 함

5) 효율성: 충분한 재원과 인력이 보장되어야 함

 또 한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2009년을 끝으로 활

동을 마무리하였다는 것이다. 이 위원회에서 600건의 진정을 받았으나, 상당수의 

사건이 종결되지 못한 채 업무가 종결되었다. 현실적으로 이 위원회를 새로 출범시

키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군인인권위원회가 이 업무를 이어 받는 것도 가능하

다. 

 군에서는 이런 강력한 외부 기관이 등장함에 따라, 자칫 군 본연의 업무가 방

해받게 되지 않을까 하여 강한 거부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오히려 반대

로 생각해야 한다. 부실한 조직과 예산을 가진 기구야 말로 군현실을 외면한 채 ‘인

권’만 이상적으로 강조하는 ‘얼치기’ 통제기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갖춘 안정된 전문조직이 안정적으로 상시 운영될 때, 군에 대한 충

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군에서 수용가능한 양질의 자문과 권고가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내무반에서 벌어지는 가혹행위가 벌어졌을 때, 제대로 된 인권기구라면, 철저

한 조사를 통한 진상규명 등은 물론이고, 가혹행위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여러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 군인권위의 인권관련 권고에 대해 아마 군 입장에서는 ‘이것은 군현실상 어쩔 

수 없다’고 항변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럴 때 군인권위는 ‘인권은 중요한 가치

니까 잔소리 하지 말고 따르라’라고 인권의 이념을 강변하는 권위적인 기구가 아니

라, ‘현실은 우리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러저러하게 해결하면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으니 이렇게 하자’고 설득할 수 있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이런 똑똑한 기구에 

국민 예산을 아낄 필요가 전혀 없고, 군에서도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더욱이 

군대는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의무적으로 가는 곳이 아닌가?

 요컨대,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가진 외부통제기구야 말로 군인권문제에 대한 

핵심적인 대안이며, 군인권법에도 반드시 규정되어야 하는 내용이다. 이것은 비효율

적인 옥상옥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인권선진국의 인권감시기구들이 좀 심하다 싶

을 정도로 많은 예산과 조직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서로 그 기능이 중첩되어 있는 

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인권기구들이 비효율성, 기능중

복의 문제 등이 거론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게다가 지금 대

한민국의 군인권감시기제는 그런 ‘비효율’, ‘예산낭비’, ‘기능중복’ 등을 논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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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가 사치스러울 정도로 열악한 상태이다.

※ 참고: 영국의 인권기구12)

1. 1) 평등인권위원회 (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 EHRC)13)

- 평등법(Equality Act 2006)에 따라, 장애권리위원회(Disability Rights 

Commission, DRC), 평등기회위원회(Equal Opportunities Commission, EOC), 인

종평등위원회(Commission for Racial Equality, CRE) 등이 통합되어 설립된 2007

년 1월 설립

-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사한 기구

-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14명의 위원들로 구성

- 2010년 기준 직원 526명, 1년 예산 약 5천4백만 파운드 (약 1천 8백억 원)

※ 북아일랜드 인권위(Northern Ireland Human Rights Commission)14): 영국

의 일부인 북아일랜드 지역에는 독자적인 인권위가 존재. 1999년 설립. 2008년 기

준으로 10명 위원과 20명 직원으로 구성. 1년 예산은 약 160만 파운드(약 32억 

원) (북아일랜드 인구: 160만 명)

※ 대한민국 인권위: 직원 146명에 1년 예산은 약 220억 원.

2. 2) 여성 국가 위원회 (Women's National Commission)15)

- 여성평등 관련 이슈를 다루는 국가독립위원회로서 1969년에 설립되었음

3. 3) 평등청 (Government Equalities Office)16) 

- 정부 내 성평등문제를 담당하는 정부기구. 

- Women and Equality unit에서 분리되어 2007년 10월 설립. 

- 새로운 평등법을 집행하고, 여성평등 업무를 취급하고, 정부간 전략을 세우고, 

평등과 다양성을 위한 다양한 공적 서비스를 제공함. 

12) 이미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제도가 인권구제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인권위를 추가적으

로 설치하는 게 전혀 무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영국의 인권기구들을 소개한다. 영국의 모든 

인권 관련 기구들을 남김없이 망라한 것은 아니며, 교도소와 경찰 관련 기구들을 중심으로 필자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정리한 것이다. 참고로 영국 인구는 약 6천만 명이고, 한국 인구는 약 5천만 명이다.

13) http://www.equalityhumanrights.com/

14) http://www.nihrc.org

15) http://www.thewnc.org.uk/

16) http://homeoffice.gov.uk/equa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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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평등청에서 두 위원회에 재정보조(Grant-in-aid)형태로 운영비를 지급하

며, 1년 예산은 약 1천4백만 파운드 (약 280억 원) 

4. 경찰 관련 인권기구들

① 경찰 감사관(Her Majesty's Inspectorate of Constabulary)17): 150년 전통

을 가진 내무부 소속의 경찰감시기구. 여러 명의 조사관으로 이루어져있음. 1년 예

산은 약 900만 파운드(약 180억 원) (2004-2005기준).

② 경찰고충처리위원회(Independent Police Compliant Committee)18): Liberty 

등 시민단체의 요구에 부응하여, 2002년 경찰개혁법(Police Reform Act)의 제정으

로 2004년 설치. 독립적 국가기구(NDPB). 2007/2008년 기준으로 1년 예산 약 3

천 4백만 파운드(약 680억 원), 직접 접수한 진정 1만 1천 여 건. 이외에도도 이첩

사건으로 2,200여 건, 직권조사도 연간 252건을 수행. 정규(permanent)직원이 376

명이고, 이중 조사인력만 229명.

③ 북아일랜드 경찰 옴부즈만(Police Ombudsman for Northern Ireland)19): 

Police (Northern Ireland) Act 1998 and 2000에 의해 2000년에 설립. 매년 

3,500건의 사건 처리

5. 교정 관련 인권기구들

① 교정감시위원회(Independent Monitoring Boards)20): 잉글랜드/웨일즈의 모

든 교정시설에는 설치. 위원들은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그 지역공동체에서 Minister

에 의해 지명된 일종의 감시인(watchdog). 전국적으로 1,850명의 위원들이 활동. 

수감자들이 인간적이고 정당한 대우를 받는지를 일상적으로 감시하는 역할, 수감자

가 1차적으로 고충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위원들은 모든 시설에 (보안이나 안전

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접근 가능. 위원들은 수용자의 관심사를 전달. 큰 

사건이 발생하면 처리과정에 초대됨.

② 교도소·보호관찰 옴부즈만(Prisons and Probation Ombudsman): 수감자들을 

위한 독립적인 고충처리기관. 내무부 장관이 임명하며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 옴

부즈만은 수감시설의 정보, 문서, 시설과 개인들에 대한 접근권이 완전히 보장되며, 

경찰 등 다른 관련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들도 접근할 수 있음. 2007-2008년의 경

우 4,750건의 진정을 접수했고, 204건의 사망사건을 조사. 진정 접수 후 12주 내

로 처리21)

17) http://inspectorates.homeoffice.gov.uk/hmic/l; 스코틀랜드지역에는 별도로 Her Majesty's Inspectorate of 

Constabulary for Scotland (HMICS) 가 설치되어 있다. 

18) http://www.ipcc.gov.uk

19) http://www.policeombudsman.org/

20) http://www.imb.gov.uk/

21) http://www.ppo.gov.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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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교도소 감독기구(HM Chief Inspector of Prisons for England and Wales 

and Northern Ireland)22): 독립적인 교정시설 감독기구로서 정부에 교정처우에 대

한 보고서를 직접 제출하는 역할 수행. 2007-2008의 경우 교도소의 경우 1년에 

3,293건의 시정권고를 했고, 83%가 받아들여졌고 연간 예산은 340만 파운드(68억 

원). 직원 수는 48명이고, 이들 중 연구 인력 8명과 사무인력 9명을 제외하면 모두 

조사관.

④ 형사정책조사관(Criminal Justice Joint Inspection)23): Her Majesty's 

Inspectorates of Constabular, Crown Prosecution Service, Court 

Administration, Prisons and Probation 등 다섯 가지 영역의 조사관들이 형사정책

에 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기구로 경찰과 정의에 관한 법률 (Police and 

Justice Act 2006)에 의해서 2006년 설립. 경찰, 법원행정, 교도소, 보호관찰, 검찰 

조사관(inspectorates)들이 모여서 형사정책 관련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 경

찰, 검찰, 법원 교도소, 보호관찰에 각각 300만, 1천100만, 200만, 340만, 350만 

파운드(70억원)가 예산으로 배정되어 있음.

※ 참고: 영국 교도소는 약 8만3천 명 정도를 (2009년), 한국 교도소는 약 4만 

7천명 정도를 수용하고 있음

6. 옴부즈만

영국에는 총 60여개가 넘는 옴부즈만이 있는데, 이들은 British and Irish 

Obmudsman Association (BIOA)에 소속되어 있음. 중앙정부나 정부산하기구의 민

원처리를 하는 정부‧ 보건서비스 옴부즈만(Parliamentary and Health Service 

Ombudsman),24)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을 처리하는 지방정부 옴부즈만(Local 

Government Ombudsman)25) 외에도 Financial Ombudsman Service, European 

Ombudsman, Legal Services Ombudsman, Ombudsman for Estate Agents, 

Housing Ombudsman, Prisons and Probation Ombudsman, Legal Complaints 

Services, Ombudsman for Children, Pensions Ombudsman, 

Telecommunications Ombudsman, Energy Ombudsman, Citizens Advice 등이 

있음. 이 중 비교적 큰 규모인 Citizens Advice26)의 경우에는 시민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무료로 민원을 처리하는 기구인데, 전국에 지점만 48개이며, 자원봉사자와 정

22) http://inspectorates.homeoffice.gov.uk/hmiprisons/

23) http://www.hmic.gov.uk/inspections/joint-inspections/criminal-justice-joint-inspections/

24) 가장 큰 기구로 연간 예산이 24,785,000파운드(4백8십억원)에 이른다 (Annual Report 2007-2008). 정부

나 NHS 등의 진정을 연간 12,532건 처리. 권고 수용률은 99%에 이른다 (Resource Accounts 2007-2008).

25) Local Government Act 1974에 의해 설립. 연간 예산 약 1백 3천만 파운드(2백6십억 원); Annual 

Accounts 2007/2008.

26) http://www.citizensadvice.org.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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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직원 등을 포함하여 모두 2만 6천 여 명이 근무하며, 고문만 1만 6천 여 명이다. 

1년 예산은 2007-2008 기준으로 약 4천 2백만 파운드 (약 8백 억 원).

7. 주요 인권단체 (Human Rights NGOs)

① 영국 엠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UK)27): 회원 26만명, 전국 4개 지점, 

정규직원 147명. 2008년 기준 1년 예산은 약 2천 1백만 파운드(3백억 원). 

② 리버티(Liberty: National Council for Civil Liberties)28): 주로 자유권 문제

만을 다루는 곳. 정규직원 23명. 2007년 지출은 약 1백 80만 파운드 (약 23억 

원).

③ 저스티스(Justice): 법학자와 법률실무가로 구성된 법률-인권단체.29)

④ 교도소개혁재단(Prison Reform Trust)30): 교도소 전문 민간기구. 상근직원 

20여명.

⑤ 호워드 형벌개혁연맹(Howard League for Penal Reform)31): 교도소 전문 

민간기구. 1년 예산 약 1백만 파운드 (약 20억 원).

※ 권고·조정·중재위원회(Advisory,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Service): 고

용차별 문제 처리

→ 영국의 인권보호/감시 시스템은 매우 여러 겹의 감시 장치를 가지고 있고, 인

권침해자는 다양한 구제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27) http://www.amnesty.org.uk/ 

28) http://www.liberty-human-rights.org.uk

29) http://www.justice.org.uk

30) http://www.prisonreformtrust.org.uk/

31) http://www.howardleague.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