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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상 정(정의당 원내대표)

. 정의당 원내대표 심상정입니다. 

우리는 참담한 슬픔과 분노의 감정을 안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불행
한 사건은 단지 누군가 운이 없었거나 어느 나쁜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
고 생각치 않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역군인이 사흘에 한명 꼴로 사망하고 있고 그 중 70%는 자살이라고 합니다. 
매년 200명 가까운 장병들이 자살과 군기사고로 사망하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
다. 건군 65년이래로 군 당국은 폐쇄적인 군 운용으로 일관하였고 땜질식 처방과 
면피용 대책만 반복해 왔기에 급기야는 군 폭력 사건이 신성한 국방 의무를 위협
하는 지경에까지 다다랐습니다. 

진상은 은폐되었고 실태는 조작되었습니다. 세상 어느 부모가 이러한 국가와 군
당국을 믿고 자식을 군에 보낼 수 있겠습니까.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병영문화 개선과 군 인권 문제를 바로잡지 않
으면 신성한 국방의 의무는 치명적으로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군당국
은 말로만 안보타령을 늘어놓지 말고 진정한 안보태세 확립에 나서야 합니다.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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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있는 제도적 개선만이 다시는 이 땅에서 이와 같이 끔찍하고 
고통스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유일한 대책일 것입니다. 이 토론회를 통해 군인
권 문제 및 제도개선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체적으로 점검하여 지혜로운 해결 방
안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잘못된 병영 문화와 인권유린으로 유명을 달리한 국군 장병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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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 민(새정치민주연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이상민입니다. 

최근 발생한 윤일병 구타사망사건을 비롯한 일련의 사건들은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군인권 문제가 어떻게 심각한 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군대내 폭행과 총기난사 사건이 꾸준하게 발생했지만 그 때마다 근본적
인 원인을 규명하고 철저하게 대책을 세우지 않고 땜질식 처방에 그쳤습니다. 군
은 2005년 28사단 GP 총기난사 사건 뒤 병사들의 기본권 보호 장치인 군사 옴
부즈맨을 국회에 둬 외부의 감시를 받겠다고 스스로 제안했지만 이는 제대로 실
현되지 않았고, 2011년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한 해병대 사병의 총기난사 사건 이
후 군인권법 제정 등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
원회의 권고가 있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방부와 군은 인권을 개선하고 국민의 감시를 받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스스로 
어겼고 그 결과 윤일병은 집단가혹행위로 귀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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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당한 만큼의 잔혹한 폭력을 대물림하는 못된 관행, 허술한 장병 관리 실
태, 비밀보장이 되지 않은 소원 수리나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설문조사 등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커뮤니케이션 구조, 폐쇄적이고 불합리한 군문화를 뿌리 뽑기 위
해서는 군사법제도를 개편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고, 군사범죄를 제
외한 구타 및 가혹행위 등 일반 형사사건은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하며, 군
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고 군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군사 옴브즈맨 제도
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군장병의 인권보장과 폐쇄적인 군사법원과 군검찰을 개혁하기 위
한 군사법개혁 관련 법률안 제정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인권법 강화와 더불
어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군사법개혁 법률안으로 국회통과를 위해 진력
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를 통해 군대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강
력하고 기본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라며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5 -

육군 훈련소에서 뇌수막염으로 사망한 故 노우빈 훈련병의 어머님
● 11사단에서 뇌종양으로 사망한 故 신성민 상병의 어머님과 누님
● 육군 훈련소에서 자살한 故 정희택 훈련병의 어머님
● 35사단에서 구타와 가혹행위로 자살한 故 김범수 씨의 아버님
● 윤일병과 유사한 사례로 6사단에서 구타가혹행위와 성추행을 당했
다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얻게 된 임 모 상병의 어머님
● 15사단 노소령의 성추행으로 인해 자살한 故 오 모 대위의 유가족
● 7사단에서 구타와 가혹행위로 자살한 故 최형호 이병의 유가족
● 그리고 28사단에서 구타와 가혹행위로 사망한 故 윤 일병의 유가족

  

피해가
족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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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의 필요성1)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 일병. 아들아, 좀 더 반항하지 왜 그렇게 억울하지 죽었니, 그 곳에서는 편
히 쉬어라.”2) 

1. 의의

위의 인용문은 지난 8월 5일 4차 공판 열린 28사단 군사법원에 시민감시단으로 
참여한 한 시민이 썼다는 쪽지의 내용이다. 그렇다. 이 사건을 보면서 도무지 이
해가 안가는 부분이 하나 있다. 윤 일병은 왜 반항 한 번 못했을까? 누가 봐도 
명백한 범죄이고, 지휘관에게 얘기하거나 헌병대에 신고하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
인데 왜 그는 그런 최소한의 조치조차 할 수 없었을까? 가해자 중에도 신고를 할
까 고민했던 사람이 한 명 쯤은 분명히 있을텐데 왜 그는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
았을까? 목격자들도 다수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왜 그들은 침묵했을까?

실제로 우리 주위에는 윤 일병처럼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아니오’라고 
말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적지 않다. 위계적 권력구조의 하층부에 위
치한 사람들은 대개 그렇다. 일터에서의 노동자나 학교에서의 학생이 대표적이다. 
1) 글은 홍성수, "군인권위원회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제언", 병영문화 개선과 군인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민주당 인권위원회, 인권연대, 군인권센터 주최, 2011; 홍성수, “윤 일병에게 ‘군 옴부즈맨’이 있었다면…”, 

2014년 8월 6일 작성, <슬로우뉴스> (http://slownews.kr/28899); 홍성수, “군대 사고, 민주주의와 인권으로 

풀자”, 한국일보, 2014년 7월 2일자; 홍성수, “윤 일병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없었던 이유”, 한국일보, 2014

년 8월 13일자 등에서 제시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2) 윤일병 사건 공판에 참여한 시민감시단의 쪽지 내용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20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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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쪽에서는 약자들의 약점을 본능적으로 찾아내 집요하게 괴롭히고 침
묵을 강요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제시되어온 온 대안들이 
몇 가지 있다. 권력이 문제인 이상 완전무결한 해결은 어려운 일이지만,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검증된 방법들이다. 첫 번째는 조직의 민주화다. 조직 내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당사자들의 참여와 소통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
유롭고 평등한 소통이 원활한 조직, 그래서 위계가 약하고 상급자와 하급자의 경
계가 희미한 조직일수록, 상급자는 감히 부당한 지시를 내릴 수 없고, 설혹 그런 
일이 발생해도 하급자들의 저항에 의해 쉽게 진압된다. 단순히 조직문화의 문제
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경영참가제도나 학교운영위원회제도 등과 같은 제
도를 통해 조직 내의 공식적 의사결정구조를 민주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두 번째는, 약자들이 집단적으로 힘을 합치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노동조합이
다. 노동자 개개인은 권력관계에서 열위에 있지만, 집단적으로 노조를 결성하여 
맞설 수 있다면 권력관계의 우열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다. 한 사람이 ‘아니
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도, 집단적 차원에서 항의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다
면 부당한 권력남용이 자행될 여지가 줄어든다. 학교에서도 학생자치조직인 학생
회가 공식적인 힘을 가질 수 있다면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외부의 감시와 통제다. 조직의 문제들이 투명하게 외부에 공개되어 있
고 그 조직을 감시하는 기제들이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다면 조직 내 강자와 약자
의 불균형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 권력형 폭력3)이 만연해 있는 조직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것을 용인하는 내부 논리가 작동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조직 내적
으로 정당화되는 잘못된 관행들이 외부의 공정한 시각에서 의해서 수시로 견제를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확대재생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3) 폭력은 형법적 의미에서의 ‘폭행’을 넘어서, 성희롱, 괴롭힘 등을 포함한 넒은 의미의 폭력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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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발생한 개별 사건을 처리하는 공정한 절차다. 조직의 의사결
정이 민주적이고 외부의 감시체제가 잘 마련된 조직이라고 해도, 위계 자체가 없
어지지 않는 한 권력형 폭력이 완전히 사라지긴 어렵다. 그래서 이른바 ‘고충처
리절차’를 잘 마련해서 말 못할 고민을 하고 있는 조직 내 약자들의 숨통을 틔
워줘야 한다. 문제가 생겼을 때 마음 편히 문을 두드릴 수 있고 그들의 편에서 
문제를 처리해줄 거라고 신뢰할 수 있는 버팀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에 
있는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이나 대학에 있는 성희롱상담소, 그리고 학생인권조례에 
의해 도입된 학생인권옹호관제도 등이 도입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쯤 되면 윤 일병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없었던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그 
어떤 조직보다 위계적이고, 말단에 있는 병사들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고 집단적
으로 목소리를 낼 수도 없음은 물론, 폐쇄적이고 외부통제를 받지 않으며, 고충처
리절차가 유명무실한 조직이 바로 대한민국의 군대이기 때문이다.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윤곽이 잡힌다. 군인이 ‘제복을 입은 시민’임
을 확인하는 군인권법, 병사 자치·참여제도, 독립적 고충처리기구 설치 등 제도
적인 대안들은 이미 다 마련되어 있다.

본 발표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부분은 이 중 고충처리절차4)다. 사실 권력이 작동
하는 조직에서는 피해자가 대놓고 대들거나 상급자에게 신고를 하는 것이 원천적
으로 어렵다. 일반 기업에서도 성희롱 피해자가 신고할 결심을 하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위계가 더욱 강한 군대에서는 말할 것도 
없다. 그래서 여기에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바로 ‘고충처리절
차’이다. 문제가 많은 조직에만 이러한 제도를 두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소위 
‘선진국’에서는 인권침해가 예상되는 영역에는 예외 없이 이 고충처리절차를 
4) 당사자들의 여러 가지 고충을 접수받아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결을 모색하는 절차를 통칭한다. 

영어로는 보통 grievance settlement procedure, complaint process 등으로 불리며, 기본적으로 ‘비사법적 

구제’(non-judicial remedies)의 방법을 채택하기 때문에, conciliation procedure라고 불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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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내 피해자들의 인권침해가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게 해놓
고 있다. 오히려 좋은 조직일수록 이런 절차는 더 완벽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문제까지도 최대한 물샐틈 없이 해결책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
다. 따라서 ‘우리 조직은 권력형 폭력이 발생하지 않는 훌륭한 조직이다.’라든
가 ‘앞으로 잘하겠다’는 결코 변명이 될 수 없다. 고충처리절차는 아주 훌륭하
게 조직운영을 하는 조직이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잘하려고 만드는 제도
이기 때문이다.

하물며 권력적 폭력에 취약한 조직이라면 더더욱 말할 것도 없다. 대한민국의 군
대는 그 어떤 조직보다 위계적이고, 말단에 있는 병사들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고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도 없음은 물론, 폐쇄적이고 외부통제를 받지 않는 조
직이다. 그 어떤 조직보다도 고충처리절차가 잘 마련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한국
에서도 고충처리절차의 도입이 큰 성과를 거둔 영역이 있는데 바로 ‘교도소’
다. 교도소는 군대와 마찬가지로 폐쇄적이고 권력관계가 분명한 조직이라 재소자
들의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이었으나,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이후 적극적
인 개입을 시도하면서 인권보호 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다. 인권위 출범 이
후 가장 큰 성과가 재소자 인권이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다. 실제로 인권위는 수
시로 교도소에 드나들며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면전 진정을 접수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왔다. 실제로 인권위는 전체 진정의 약 40%를 구금시설 수용자로부
터 접수하고 있고, 그 건수는 연간 2천 건을 넘나들 정도다. 한국 교도소의 재소
자 숫자가 5만 명이 채 안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엄청난 진정 숫자다. 이런 과정
을 통해 교도소는 인권침해의 온상이라는 오명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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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충처리 절차의 현실

조직 내에 있을 수도 있고 조직 외에 있을 수도 있다. 기업에서
의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이나 대학에서의 성희롱상담소가 내부적 고충처리절차라면, 
국가인권위원회나 국민권위원회가 제공하는 절차는 외부의 고충처리절차다.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으며 사정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찾아
야 하고, 중복해서 설치하는 것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군대에도 내부 고충처리절차가 있다. 현재에도 이러한 인권감시시스템이 있긴 하
다. 일단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의 군인고충심사위원회(인사문제), 국방신고센터(구
타, 가혹행위), 공익신고센터(부조리, 부패 등), 그리고 각 군 사단에 내부공익신
고센터와 소원수리함 제도가 운영 중이다. 내부인권감시 시스템은 중요하지만, 그 
자체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국방신고센터의 경우, 매년 1,000건 안
팎의 이용 실적이 있으나, 대부분 전역 후에 신고되는것이고, 사단 급 내부공익신
고센터는 연간 10건 미만 정도의 실적이라고 알려져 있다.5) 이것은 내부 신고시
스템에 대한 신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용 실적이 미미한 
이유는 간단하다. 장병들의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밀보장이 
안된다는 불신과 함께 피해자의 편에서 문제가 해결될거라는 점에 신뢰를 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2년 발표한 ‘군복무 부적응자 인권
상황 및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마음의 편지 등 소원수리제도에 대해
서는 부적응 병사 69.3%가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 최근 언론보도에서도 군대 내 
고충처리절차가 유명무실하다는 것이 수차례 보도된 바 있다. 대부분 비밀보장 
등에 있어서 고충처리절차를 신뢰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5) ( ) 대통령실, “군 고충처리제도 개선방안”, 20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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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에도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군 관련 민원 문제를 다루
고 있다. 권익위 고충처리국 산하 국방보훈민원과에서 매년 수백 건의 군사 관련 
진정을 접수하고 있고,6) 이를 담당하는 인력은 2명 정도로 추정된다.7) 권익위에
서는 나름대로 병영고충처리 핫라인도 2006년 개통한 바 있지만 홍보 부족으로 
인해, 이용실적은 한 해에 10건이 채 안될 정도로 미미하다.8) 국가인권위원회에
서도 군 관련 사건을 연평균 83건 정도 접수하고 있고, 담당 인력은 실제로 1명
이 채 안된다.9) 충분한 인력과 조사권한 없다는 구조적인 문제와 더불어 적극적
인 인권옹호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르고 있다.10)  

장병 60만 명이 상시적으로 군복무를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건 건수가 너
무 적다. 군은 올해 실시한 자체 조사 결과 한 달 동안 가혹행위 가담자 3,900명
을 적발했다고 한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수행한 군 인권실태 조사(2013)
에 따르면, 군 장병의 8.5%가 구타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남이 구타당한 
것을 본 적이 있다는 병사도 17.7%에 달한다고 한다.11)

이런 현실을 고려해보면, 인권위, 권익위의 조직역량상 이 사건들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게다가 인권침해 사건은 현장조사가 필
수적인데, 오지에 위치한 군의 특성상 현장 조사 한 건에도 하루가 꼬박 소요된
6) 2012 432건, 2013년 228건, 2014년 6월 현재 104건(6월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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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권익위 병영고충 전화 유명무실, 문화일보, 2014년 8월 8일자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1&aid=000220750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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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군 인권침해 인권위 진정사건 4건중 3건은 조사도 안했다”, 한겨레신문, 2014년 8월 12일자, 

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50781.html

11) 이하 통계는 임태훈, 군 인권실태조사 연구보고서, 2013 참조. 그림은 슬로우뉴스 편집팀이 작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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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가지고는 서둘러 조사를 마치고 간신히 관계기관에 권고만 할 수 있는 
정도지,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효과는 더 좋은) 조정이나 화해는 물론이고, 재발
방지를 위한 거시적인 대책의 권고, 수시 방문조사, 인권종합대책 마련 등은 언강
생심일 수밖에 없다. 결국 지금 있는 고충처리기관에 진정이 쏟아져도 감당해낼 
수 없다는 얘기다. 우리보다 군장병 숫자가 훨씬 적은 독일의 국방감독관이 약 
50명의 직원으로 매년 6천 여 건의 사건을 처리한다는 점과 비교해보면 한국의 
현실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12) 

이런 상황에서 매년 고충처리기관에 접수되는 총 건수가 몇 백건에 불과하다면, '
숨은 범죄' 또는 '신고되지 않는 가혹행위'가 매우 많다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실
적이 저조한 이유는 이들 기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이 군대 내에서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군이 이러한 외부 고충처리
기구를 장병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게다가 외부통제기관의 관할과 업무권한도 매우 협소하다. 무엇보다 인권감시에서 
필수적인 ‘방문조사권’이 부재하다. 인권위의 경우에는 교도소, 유치장, 군교도
소 등 인권침해가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지역에 방문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
지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 방문이 제외되어 있다. 권익위도 방문조사 권한
을 가지고 있지 않다. 특히 권익위는 그 업무의 성격상 그 자체로 한계가 있다. 
우리 법에서 국민권위원회는 기본적으로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
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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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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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60만 명, 독일은 약 25만 명이며, 의무 군복무기간은 한국은 21-24개월, 독일은 9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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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혹행위), 보다 넓은 범위의 인권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거나 (예컨대 불
법에 이르지 않는 부당한 처우나 가혹행위), 보다 적극적으로 군인권정책을 수립
하여 제안하는 기구라고 보기 어렵다. 

4. 필요성

이미 군대 내의 고충처리절차는 신뢰를 잃었다. 이런 사건이 날 때마다 수차례 
소원수리제도를 손질했으나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권익위나 인권위에 의
존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결국 군대에서의 인권침해만을 전담하는 독립기구인 
군사옴부즈만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 군대의 특수성과 60만이
나 되는 많은 병사들이 집단수용되어 있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독자적인 군사옴부
즈만의 설치는 전혀 낭비라고 볼 수 없다.13) 인권선진국의 인권감시기구들이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많은 예산과 조직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서로 그 기능이 중
첩되어 있는 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인권기구들이 비
효율성, 기능중복의 문제 등이 거론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게다가 지금 대한민국의 군인권감시기제는 그런 ‘비효율’, ‘예산낭비’, ‘기
능중복’ 등을 논하는 것 자체가 사치스러울 정도로 열악한 상태이다.

그래서 인권단체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군대 문제만 별도로 처리하는 독립적인 
고충처리기구, 일명 ‘군사옴부즈만’을 군 외부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독일의 국방감독관 제도를 모델로 한 구체적인 대안은 이미 설계가 다 끝나 있는 
13) 우리 나라로 치면 국가인권위원회에 해당하는 기구(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의 직

원이 500명이 넘는데, 일종의 경찰옴부즈만(Independent Police Compliant Committee) 직원이 400명에 달

한다. 그 외에도 교도소·보호관찰(Prisons and Probation Ombudsman), 의회‧보건서비스(Parliamentary and 

Health Service Ombudsman), 지방정부(Local Government Ombudsman), 재정(Financial Ombudsman 

Service), 법률서비스(Legal Services Ombudsman), 아동(Ombudsman for Children) 등 각 분야의 60여 개

가 넘는 옴부즈만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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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옴무즈맨은 장병들이 언제든 자유롭게 접근가능해야 하며, 진정이 
접수되면 군대 어디든 가서 문제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장병들의 
편에서 가장 좋은 해법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군도 현재 고충처리 시스템의 문제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얼마전 국방부 
장관은 ‘소원수리 고충처리 방식’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런데 위
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문제는 적당히 개선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소원
수리함을 부대 곳곳에 '꼼꼼하게' 설치하고, 대대장 휴대폰 번호를 화장실에 붙여 
놓고 '마음 놓고' 신고하라는 식의 대응은 제발 그만 두자. 군의 진정성을 의심하
는 게 아니다. 군은 진심을 다해 그렇게 노력할 것이라고 믿는다. 문제는 그런 
식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 이상 군 ‘내부’에 어떤 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5. 개요

군사옴부즈만 제도를 단순히 진정사건만 수동적으로 처리하는 제도로 협소하게 
이해해서는 안된다. 실제로 대안으로 언급되고 있는 독일 국방감독관
(Wehrbeauftrager, defense commissioner)14)의 경우, 진정사건을 처리하는 부
대방문권을 포함한 정보열람 청구권, 군 인권관련 규정 제정에 대한 제안/권고권 
등을 가지고 있다.15) 이러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진 군사옴부즈만이 대안일 수 있
다는 것이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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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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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계수/오병두 2007 참조.

16) 옴부즈맨식 비사법적 인권구제의 특징에 대해서는, 홍성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구제기능에 대한 평가와 과

제 : 출범 이후 10년간의 통계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34집,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참조.



- 16 -

1) 권한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 정보요구권 및 문서열람요구권

- 부대방문권

조사

시정권고, 정책권고

※ 권한상의 쟁점

- 군내부 고충처리절차, 군외부 고충처리절차, 헌병대 수사 등과의 중복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만, 다른 기관이 조사/수
사를 하고 있다고 해서 군사옴부즈만의 조사가 무조건 배제되어서는(각하 처리) 
안될 것이다.

- 사망사건시 조사권한 문제: 영국의 교도소 옴부즈만처럼 군대 내 사망사건 발
생시 군사옴부즈만이 1차적으로 사건을 수임하여 진상조사를 하는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2) 입법 방법

- 군인권법에 고충처리절차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법: 군인복무기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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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7.31 발의), 군인복무기본법안(2011.8.1., 김성곤의원 대표발의), 군
인복무기본법안 (2011.9.15, 한기호의원 대표발의), 군인복무기본법안 
(2012.8.2., 한기호의원 대표발의), 군인지위향상에 관한 기본법안 (2011.8.16., 
안규백의원 대표발의), 군인지위향상에 관한 기본법안 (2012.6.25., 안규백의원 
대표발의) 등.17)

- 군인권법과는 별도로 군사옴부즈만 설치에 관한 법률을 입법하는 방법18): 가
칭 ‘군사옴부즈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19)의 제정

3) 군사옴부즈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제2장 설치

- 기능

- 구성

- 위원 신분 보장 등

- 사무처 등 기구

- 보고
17) 이들 법안은 군사옴부즈만과 같은 독립적 고충처리기관을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않다.

18) 예를 들어 한 보고서의 제안에 따르면, 군인권법에는 고충처리절차와 군사옴부즈만 설치에 관한 원칙만 간략

히 규정하고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군사옴부즈만 자체는 별도의 입법을 하도록 하고 있다. 외국 군 

인사 복무 관련 법령 및 제도 등 실태조사 : 독일의 법령과 제도를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연구보고서, 

2006

19) 이런 유형의 법률은 흔히 찾아 볼 수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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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

제3장 업무와 권한

- 업무 목록

- 방문조사

제3장 조사와 구제

- 신청/접수

- 이첩

- 조사방법

- 조치 (시정권고, 정책개선 권고)

- 처리결과의 통보

제4장 벌칙

6. 

군에서는 이런 외부 기관의 통제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가질지 모른다. 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야 한다. 부실한 조직과 예산을 가진 기구야 말로 군현실을 



- 19 -

채 ‘인권’만 이상적으로 강조하는 ‘얼치기’ 통제기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갖춘 안정된 전문조직이 안정적으로 상시 운
영될 때, 군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군에서 수용가능한 양질의 자문과 
권고가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내무반에서 벌어지는 가혹행위가 벌어졌을 때, 제
대로 된 인권기구라면, 철저한 조사를 통한 진상규명 등은 물론이고, 가혹행위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여러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발방지를 위
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 군사옴부즈만의 인권관련 권고에 대해 아마 
군 입장에서는 ‘이것은 군현실상 어쩔 수 없다’고 항변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
다. 그럴 때 군사옴부즈만은 ‘인권은 중요한 가치니까 잔소리 하지 말고 따르
라’라고 인권의 이념을 강변하는 권위적인 기구가 아니라, ‘현실은 우리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러저러하게 해결하면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으니 이렇게 하
자’고 설득할 수 있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이런 똑똑한 기구에 국민 예산을 아
낄 필요가 전혀 없고, 군에서도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군대의 보안 문제도 
마찬가지다. 군사옴부즈맨은 임의적인 기구가 아니다. 법률에 의해 설치되고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며 공무원이 일하는 국가기구다. 이러한 국방옴부즈맨이 부대를 
방문해서 조사를 할 경우 군사기밀이 유출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지나친 것이다. 
실제로 군사옴부즈맨이 조사할 대부분의 영역은 군사 기밀과 큰 관계가 없는 병
사들의 내무생활과 관련된 것이다. 게다가 당연히 군사옴부즈맨에게는 직무상 알
게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고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엄격
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군사옴부즈맨조차 접근해서는 안되는 영역에 대해
서는 예외적으로 엄격한 한도 내에서 거부권을 부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정도의 통제장치로도 군대에서 우려하는 ‘보안 문제’는 충분히 해소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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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군 외부의 통제장치나 민간참여의 기제들을 제대로 경험해본 바가 없
다. 경찰, 검찰, 법원, 정보기관, 고충처리기구 ... 등 모두 군 내부에 두고 운영
해 왔다. 여기에 익숙했던 군대가 외부의 고충처리기구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갖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하지만 이러한 기구 없이는 문제가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을 가져야 한다. 사실 인권친화적인 군대라면 독립적 고충
처리기구가 외부에 있다고 해서 두려울 것이 없다. 군사옴부즈만은 엉뚱한 문제
에 시비를 걸어서 군대를 망쳐 놓으려는 기구가 아니다. 오로지 현재 대한민국의 
수준과 어울리지 않는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에만 비로소 나설 수 있다. 군은 
그냥 인권침해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된다. 그러면 군사옴부즈만은 군대의 
일에 관여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군은 군사옴부즈만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군사옴부즈만을 ‘개점 휴업’ 상태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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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군인복무기본법안 (2007.7.31 정부 발의)

제16조(고충처리) ① 군인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근무여건, 인사관리, 질병 그 
밖의 일신상의 사정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이나 구술로 군인고충
심사위원회에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군인은 제1항에 따른 고충 심사 청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청구된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방부, 각 군 본부 및 장관
급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군인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④ 청구인은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회에 재
심(再審)을 청구할 수 있다.

  1. 장교․준사관․부사관의 재심청구: 「군인사법」 제51조에 따른 중앙군인사소
청심사위원회

  2. 병의 재심청구: 차상급부대의 군인고충심사위원회

  ⑤ 군인은 복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이 법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서 군인에게 허용된 고충처리 절차 외의 방법
을 통하여 고충처리의 해결을 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군인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심사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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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무기본법안 (김성곤의원 대표발의, 2011.8.1.)

제17조(고충처리) ① 군인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근무여건‧인사관리‧질병 그 밖
의 일신상의 사정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군인사법」 제51조의3에 
따라 서면 또는 구술로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된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군인사법」 제51조의3제2
항에 따른 군인고충심사위원회 외에 장관급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도 군인고충심
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청구인은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군인사법」 제51조에 따른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再審)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장관급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두는 군인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심사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군인복무기본법안 (한기호의원 대표발의, 2012.  8.  2)

제35조(고충처리) ① 군인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근무여건‧인사관리‧질병 그 밖
의 일신상의 사정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군인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
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군인은 제1항에 따른 고충심사 청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
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청구된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방부, 각 군 본부 및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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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하는 부대에 군인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④ 청구인은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회에 
재심(再審)을 청구할 수 있다.

  1. 장교·준사관·부사관 : 국방부 군인고충심사위원회

  2. 병 : 차상급 부대의 군인고충심사위원회 

  ⑤ 군인은 복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이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서 군인에게 허용된 고충처리 절차 외
의 방법을 통하여 고충처리의 해결을 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장관급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두는 군인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심사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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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법률(안)20)

제3장 군인인권보장기구 및 절차

제29조 (국방감독관) ① 이 법에 규정된 군인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군인의 
인권상황을 감독하기 위하여 국회 및 국회 국방위원회의 보좌기관으로서 국방감
독관을 둔다.

② 국방감독관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제30조 (고충처리기구) ① 직위와 계급의 고하를 막론하고 군인은 근무여건, 인
사관리 및 신상문제 등에 관하여 군내부에서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군대내의 고충처리기구의 구성, 권한, 절차 및 불복수단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제31조 (소청절차와 인권) ① 계급이나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위법·부당한 전
역·제적 및 휴직등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징계처분은 제외)에 대하여 불복
이 있는 때에는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 절차 및 불복수단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
다.

20)  군 인사 복무 관련 법령 및 제도 등 실태조사 : 독일의 법령과 제도를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연구

보고서,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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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조 (구제절차와 권리) ① 지휘관은 그 소속 군인들에게 권리구제방법이나 불
이익처분에 대한 불복수단에 대해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② 군인은 권리구제를 청구하거나 불복수단을 활용하였다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
익도 받지 아니한다. 이 장의 절차와 기구를 이용하거나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인권사회단체 등과 접촉한 경우에 동일하다.

③ 국방부장관은 이 장의 절차와 기구를 이용하거나 여타의 방법으로 군대의 문
제를 외부에 제기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조치나 보복조치가 가해지지 않도록 감독
해야 하며, 불이익조치나 보복조치를 가한 지휘관에 대하여 엄중하게 책임을 추
궁해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전 2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고충처리와 권리구제에 전문
적인 식견을 가진 대리인을 임명해야 한다. 이 공직자는 국회국방위원회와 국방
고등판무관에게 이에 관한 실태자료를 정례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⑤ 지휘관이나 여타의 자가 권리를 침해당한 군인이 진정, 소원, 소송 등을 통해 
불복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무마하려는 하는 때에는 중대한 범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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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법적 보장 방안

동 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한국에서 군인의 인권 보장에 대한 논의를 촉발한 것은 논산 육군훈련소에서의 
인분 가혹사건(2005. 1. 10)이었다. 중대장이 훈련병 192명에게 이러한 행위를 
명했으며, 그 자리에는 분대장들도 있었음에도 가혹행위를 막지 못했다. 당사자들
은 사건 발생 이후 열흘이 넘도록 이 사건을 교육대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은폐하였다. 

불법적인 상관의 명령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기는커녕 은폐하는 군인이 한국전쟁
에서와 같은 민간인 학살 명령에 대하여 또는 1961년과 1980년의 쿠데타 동원 
및 민간인 학살 명령에 대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을까? 상관의 명령에 맹목적으
로 복종하는 군인이 초래할 수 있는 ‘악의 평범성’은 언제나 복병처럼 잠재해 
있는 것은 아닐까? 군인은 군인이기에 앞서 민주적 시민이다.

2. 군에 대한 헌법원칙

민주화 이후에도 군에 대한 제도적 개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법개혁 
차원의 군 사법개혁조차 좌초되었다. 입헌민주주의에 걸맞은 군으로 거듭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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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대한 헌법원칙을 확인하여야 한다.

군에 대한 최우선의 헌법원칙은 평화주의이다. 헌법은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
류공영”(전문)의 관점에서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할 의무를 국가에 지우고 
있으며, 그에 따라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헌법 제5조 제1항). “평화적 통일”
(헌법 제4조)에 대한 명령은 당연한 귀결이다. 

두 번째는 기본권 존중의 원칙이다. 군[국가]은 군인[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
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 제2문). 군인의 모
든 자유와 권리는 본질적 내용을 침해당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가안전보장․질서유
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을 뿐이
다(헌법 제37조 제2항). 이것은 전시에도 준수되어야 한다.

세 번째로 군은 국가안전을 보장하고 국토를 방위하여야 하며, 정치적 중립성의 
헌법적 의무를 진다(헌법 제5조 제2항). 

네 번째로 군은 문민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헌법 제87조 제4항). 군의 기본가치
와 질서는 군사전문가․군사관료․군사집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헌법의 이념에 의해서 
구성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입헌민주주의에 걸맞은 군대는 민주시민인 군인에 의해 만들어진다. 
군인은 시민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하며, 평화와 인권을 지켜
야 할 뿐 아니라 평화와 인권을 파괴하는 여하한 것에 대해서도 결연히 맞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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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권 보장체제: 독일의 경우

1960 독일의 군대 개혁을 참조할 만하다. 독일은 군에 대한 촘촘한 입헌민주
적인 통제장치와 군인 인권보장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군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극
복하였다. 1960년에 대체복무법을 제정한 이래 군형법, 병역법, 군인지위법, 군
인징계법, 군인소원법, 국방감독관법, 군내양성평등법, 병역거부법, 대체복무자대
표위원법, 군인참가법, 군인급여법, 부양보장법, 일자리보호법 등을 제정하였다. 
그것은 민주적 헌정국가의 관념을 군사적 영역에 확장시킴으로써 군 조직이나 활
동에 대해 입헌적 통제를 가동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군인의 인권 보장이 매우 중요하다. 군인에게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군기를 부정하는 것일 수 없다. 세상에 그런 인권론은 없다. 문제는 인권 
보장의 최대한 존중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군에 요청되는 질서를 수립하는 것
이다. 이제까지의 헌법현실이 그 반대였기에 그것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군인 
인권법의 과제이다.

‘제복 입은 시민’이라는 개념은 1952년에 당시 사회민주당 국방정책 자문가 
프리드리히 베르만(Friedrich Beermann)이 사용하였다. 민주적 시민적 지휘는 
맹목적 복종의 군인상을 극복하고 독자적인 판단을 통해 비판적이고 시민적 용기
를 발휘하는 군인상을 전제한다. 

독일헌법은 일부 기본권에 대하여 군인에게 적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이 ‘군인복무규율’(대통령령)을 통해 군인의 자유와 권리
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독일에서 보장되는 구체적인 군인의 권리를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 29 -

따른 군대거부와 복종거부가 보장된다. 종교⋅양심⋅신조의 자유권은 군
인에게도 인정된다. 독일의 경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하라는 상관의 명령
이 이라크 전쟁과 관련이 있다며 개발을 거부한 장교의 행위를 연방행정법원은 
양심의 자유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도서를 읽을 권리이다. 군인은 시민과 동일하게 정부정책이나 시대에 대하
여 비판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도서를 읽을 수 있다. 알권리는 공동막사에 거주
하는 군인에게도 전면적으로 인정된다. 군인은 온갖 종류의 신문, 도서, 인쇄물을 
수령할 수 있고, 라디오를 청취하고 텔레비전을 시청할 수 있다. 시민사회의 법원
과 군 당국의 규제기준은 동일해야 한다.

셋째, 군사정책이나 안보정책을 연구하고 토론하고 비판하고 출판할 권리이다. 군
인이 직무시간 이외에 근무시설 바깥에서 공개적인 발언과 글로써 정치적인 문제, 
안보정책 또는 국방정책을 비판적으로 논쟁하고, 군사적 방어나 군사전략의 합목
적성에 대한 공개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기밀유지의무에 의해 제한된다(군
인법 제14조). 또한 고급장교는 직무상 발언 시에 연방정부와 국방부의 안보 및 
국방정책상의 제약을 받는다. 그와 같은 직무상의 발언과 출판물을 사전에 국방
부와 조율하라는 명령은 적법하다. 그러나 헌법의 검열금지규정은 군인이나 국방
정책 연구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넷째, 집회의 자유이다. 독일헌법이 군인의 집회의 자유를 법률을 통하여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이에 대한 법률은 제정되지 않았다. 다만 군인법 제15
조 제4항은 정치적 행사에 제복을 입고 참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과거 
나치즘에 대한 반성 때문이다.

다섯째, 결사의 자유이다. 군인은 조합이나 단체를 결성할 수 있다. 군인법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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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 다만 헌법에 따라 형법․헌법질서․국제친선에 반
하는 단체가 금지될 뿐이다. 노동조합과 직업단체의 가입⋅조직⋅활동권과 비가
입⋅탈퇴권이 인정된다. 다만 군대의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하여 제한될 뿐이다. 
군인의 파업권은 보장되지 않는다.

여섯째, 적극적 참정권이다. 군인은 당적을 보유할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공직에 
출마할 수 있다.21) 다만 군인은 근무시간 중에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동료와 정치적 견해를 나눌 수는 있다. 그리고 자유시간에는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군인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다만, 자유시간에 부대막사나 시설 안에서 
자유로운 표현권이 동료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군인은 정치적 의사표
현에 있어서 군의 헌법적 사명을 지지해야 한다. 따라서 군인이 민간에서 또는 
직무범위 바깥에서 동료에게 불복종을 촉구하는 유인물을 배포함으로써 군대의 
존속과 기능적 원활성을 해치는 행위에 가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독일도 전통적으로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근본적인 방향전환
을 통해 사회와 민주주의에 대한 공동책임을 지게 하였다. 

4. 대한 의회주의적 통제장치: 독일의 경우

독일은 군에 대한 의회주의적 통제장치로서 국방감독관제도를 두고 있다. 이것은 
군대에 대한 민간의 우위를 보장하는 것이다. 국방감독관의 목적은 독일군대의 
병사의 기본권 보호에 있다. 

21) 가입을 인정한 국가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카나다, 덴마크,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스웨던, 스

위스, 영국, 미국, 공직입후보권을 인정한 나라는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벨기에,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그루지아.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폴란드, 러시아, 슬로베니아, 스

웨덴, 우크라이나, 스위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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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개별 군인은 지휘계통을 거치지 않고 직접 국방감독관에
게 의견을 제출할 권리가 있다(제7조). 국방감독관의 지위는 연방의회의 보조기관
이다(헌법 제45조의b; 국방감독관법 제1조 제1항). 따라서 국방감독관은 전체적
으로 의회의 통제와 지시를 따르고 있다. 

국방감독관은 다른 연방기구의 관여 없이 연방하원이 독자적으로 선출하고 해임
하며(제13조/제15조 제4항), 임기 5년에 연임이 가능하다(제14조). 하원의장이 
국방감독관을 임명하고(제15조 제1항), 연방하원이 국방감독관의 활동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지침을 제정하고(제5조 제1항), 국방감독관이 매년 자신의 활동전체에 
대하여 연방하원에 보고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제2조), 국방감독관의 사무소
를 연방하원에 두고 있다(제16조). 

국방감독관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방장관 및 그 하위기관이나 직원에 대하여 정
보요구권 및 문서열람요구권을 보유한다. 이러한 권리는 불가피한 비밀유지사유가 
존재하는 때에만 거부될 수 있다. 거부에 대한 결정은 국방장관이나 그의 상임 
대리인이 한다. 국방감독관은 언제든지 연방군의 군부대, 참모부, 각종 관청 및 
시설을 예고 없이 방문할 수 있다. 이러한 부대방문권은 국방감독관의 감시기능
을 현저하게 강화시킨다. 공개가 거부된 재판절차나 징계절차에도 국방감독관은 
참석할 수 있다(제3조). 

25만의 독일 군대가 국방감독관에 진정한 건수는 연간 5천 건 정도이다. 우리 군 
장병이 소원수리제도를 이용하는 빈도는 매우 낮은데, 그것은 불만이 없어서라기
보다는 권리구제 제도가 미흡하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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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실은 총체적 개혁으로 극복해야

이유로 군을 헌법의 밖에 놓아둘 수 없다. 그러나 비교적 최근에도 
군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한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
다.22)

첫째, 군에서 군인인권의 현실을 제대로 알기란 어렵다. 현실을 제대로 아는 것은 
인권 보장의 첫걸음이다. 군에 대하여 정기적인 인권실태 조사가 절실하게 요청
된다. 

둘째, 군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기본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
우 국회에 대한 입법권의 수권(授權)은 헌법 제40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제37조 제2항의 법률유보는 기본권 제한에 대한 입법권의 수권조항
이 아니라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최소한 제한하라’는 헌법적 명령의 원천
이며, 이는 모든 국가권력, 특히 입법자에 대한 신뢰의 표현인 동시에 엄중한 경
고이다. 

따라서 군인에게 무슨 인권이냐 또는 인권이 인정된다고 해도 군의 특수성의 범
위 안에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접근방법은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헌법은 군
인에 대하여 일반국민과 다르게 취급할 것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헌법의 원칙은 
군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엄격한 법률주의 
근거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2) “국군보안사령부가 군과 관련된 첩보 수집, 특정한 군사법원 관할 범죄의 수사 등 법령에 규정된 

범위를 벗어나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평소의 동향을 감시, 파악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개인의 집회·결사에 관

한 활동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미행, 망원 활용, 탐문채집 등의 방법으로 비밀리에 수집·관리한 경우, 이

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결하였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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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상 문민통제 원칙을 엄격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국회에 국방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또한 군의 입헌주의적 통제를 위하여 국방부장관에 전
역군인이 아닌 ‘민간인’을 임명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 

넷째, 군 사법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평시 군사법원 제도를 폐지하고, 전시에 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재판을 받을 권리, 권력분립원리, 사법권독립의 원칙 등 
헌법위반의 요소를 담고 있는 현행 군사법원제도를 운용하는 것이 군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불가피한 제도인가는 순정군사범의 비율이 높지 않음을 통해 알 
수 있다. 전시를 대비한다는 명분이 인권침해와 헌법침해의 대가를 치러야 할 정
도로 중요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전시를 대비한 훈련은 법관 자격이 있는 인적 
자원을 부대별로 동원하여 배치하는 정기적인 훈련과 전시 군사재판에 필요한 일
정 군사지식을 습득하는 정기적인 훈련으로 충분할 것이다. 현행 군사법원법에 
구현된 군 사법제도는 헌법을 최적화하여 구체화하고 있지 못하다. 비록 헌법재
판소가 현행 군사법원법의 핵심내용에 대하여 합헌판결을 내리기는 했지만, 헌법
재판소의 판단과 논증은 적절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
판소 판결만으로 헌법을 최적화하여 구체화하여야 할 입법자의 의무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다섯째, 인사법에서 징계부분을 분리․독립시켜 별도로 군 징계법을 제정해야 한
다. 즉 징계요건을 법정화하고 징계권자를 제한하며, 징계절차를 더 구체화하고, 
징계요건 확정과 징계종류 선택에서 재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징계로서의 영창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다. 

여섯째, 군인복무에 관한 독립적 법률이 군인 인권의 관점에서 제정되고 구체적
이고 명확한 법률적 근거에 의하여 의무를 부과 또는 권리를 제한하며, 권리 침
해에 대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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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인권 권리구제 제도의 성패는 구제의 실효성과 불이익처우금지보장에 대
한 군 장병의 신뢰에 달려 있다. 군에서 인권침해에 대한 소원수리, 고충상담청구
권이 제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효적이지 못한 까닭은 진정
인의 신분 노출 때문이다. 그로 인하여 권리 구제를 받는다고 하여도 그 이후 선
임병에 의한 괴롭힘과 집단 따돌림, 보복행위 등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23)

마지막으로 전시에도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참고로 ‘유엔인권피해자구제원칙’24)의 23항 ‘재발방지의 보증’은 다음과 같
다. 군대 또는 보안부대에 대한 효과적인 민간 통제를 확보하는 것, 모든 민간 
또는 군사 절차가 적법절차, 공정성, 불편부당성에 관한 국제기준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것, 사법부의 독립을 강화하는 것, 우선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사회
의 전 부문에 인권 교육과 국제인도법 교육, 그리고 법집행공무원, 군인, 보안부
대 요원에게 이러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과 국제인도
법의 심각한 위반을 허용하거나 조장하는 법률을 재검토하고 개혁하는 것 등이다.

6. 

헌법조차 군사주의를 탈피하지 못하였다. 예컨대 헌법 제27조 제2항 일반국민이 
군사법원 재판을 받을 가능성(1962년헌법), 헌법 제74조 제1항 대통령의 국군

23) 군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소원방해죄 같은 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다. 즉 독일 군형법 제35조(소원방해죄)

는 “① 명령, 협박, 약속, 선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의무에 반하여 하급자가 독일연방 또는 주의 대표기관, 

국방옴부즈맨, 본부 또는 상관에게 진정, 신고 또는 소원을 제출하거나 고발을 행하거나 권리를 행사하는 것

을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② 직무상 심사 또는 처리의 대상이 되는 의사표시를 억압한 자

도 같은 형에 처한다. ③ 미수는 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충격적인 강력 처방은 군대 내 권리구제 

문화를 바꾸기 위한 고육지책이라 할 것이다.

24)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의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와 배상에 대한 권리의 기본원칙과 지

침(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the Right to a Remedy and Reparation for Victims of Gros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res/60/147(200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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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1948년헌법), 헌법 제77조 제3항 비상계엄시 기본권 또는 정부나 법
원의 권한에 대한 특별한 조치(1960년헌법) 그리고 일제의 계엄령과 크게 다르지 
않은 계엄법, 헌법 제110조 군사법원 조항(1954년헌법), 특히 동조 제4항의 단심
제(1962년헌법) 및 “사형” 규정(1987년헌법), 헌법 제27조 제2항 군인의 국가
배상청구원 부인(1972년헌법)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조항들은 주로 쿠데타 또는 
독재정권 아래에서 삽입되었다. 이러한 조항의 문제점은 법률 개정을 통해서도 
청산될 수 있다. 

군 장병의 권리 보장 문제는 단지 군인의 권리를 확인하거나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군 장병들이 생활하는 생태계 전반
을 혁신하는 노력을 지속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하던 
군 인권개선정책이 중단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예를 들면, 양심적 집총거부권
을 인정하는 대체복무제 도입도 그 중 하나이다.

오늘날 군대의 유지는 불가피한 선택이며, 국가의 안전 보장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군이 국민을 위한 군대여야 
한다는 점이다. 군인에 대하여 인권과 평화 그리고 민주주의 교육을 포함한 헌법
교육이 절실한 이유이다. 자신의 권리를 알고 그 권리 침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구제하려는 행위는 군의 전투력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군대 만들기에 
복무하는 것이고 군복 입은 시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이자 책무이며, ‘강한 군
대’를 만드는 길이다.

따라서 군대에 대하여 인권적이고 입헌적이며 의회민주주의적인 통제 그리고 군
인의 인권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다. 문민통제 원칙의 재인식이 필요하다. 균형 잡
힌 정치적․이념적․역사적 교육이 군인들에게 행해져야 한다. 그 내용 중에는 과거 
군의 잘못이 포함되어야 하며, 국제적 규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스스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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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며 행동할 수 있으면서, 동료와의 협동을 바탕으로 조직력을 배양하
고 통일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창조적 능력을 갖춘 군인’을 양성해야 한다. 
인권적이고 입헌적인 군대가 강한 군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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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법적 보장 방안

호 철(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前 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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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감독관제도와 군인권법 도입의 필요성

태 훈 (군인권센터 소장)

Ⅰ.  인권의 개념

  1) 존엄할 권리

  유엔은 "Dignity and justice for all of us(우리 모두를 위한 존엄과 정의)"라
는 구호 아래 2008년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이하여 전 세계적으로 캠페인 진
행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모두를 위한 존엄과 정의'는 보편적 존엄과 
정의에 대한 헌신으로서 세계인권선언의 비전을 강화한다. 이는 사치나 희망사항
이 아니다. 세계인권선언과 그 핵심 가치들인 천부적인 인간의 존엄성, 비차별, 
평등, 공정 그리고 보편성은 모두에게 언제 어디서나 적용된다. 선언은 보편적이
고, 지속적이며 역동적이다. 따라서 살아있는 문서로서 우리 모두와 관련되어 있
다."고 밝히고 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보편적인 가치이자 다른 모든 권리의 근거이다. 이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세계인권선언이 밝힌 바와 같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향유
할 수 있는 가치이다. 결국, 한 인간으로서의 군인은 다른 모든 시민과 마찬가지
로 존엄한 인격의 주체라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껏 
군에서는 병사를 하나의 병력 자원으로만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는 지적이 있
다. 이러한 비판 의식에서 김희수는 "병을 존중받아야할 인간과 인격체로 보는 것
이 아니라, 하나의 '숫자'로 보는 시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군 인권의 출발점이
고 종착점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군대에서 하나의 시선이 필요하다. '병은 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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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라는 사실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2) 자유권적 기본권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군인도 인간으로서 자유를 향유할 권리가 있음이 자명
하다. 그러나 군대라는 조직은 그 존재 특성상 개인의 생명권, 자기결정권과 신체
의 자유 등 자유를 근원적으로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 이를 고려한다면 군인의 
자유권적 기본권은 세심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 군대의 군인들
은 아직까지도 언어폭력을 포함한 구타 및 가혹행위에 노출되어 있고, 법률이 아
닌 군인복무규율이라는 명령에 의해 자유권적 기본권이 제한되고, 행정처분만으로 
징계입창에 처해지는 등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

  이런 무분별하고 비법률적 제한들은 군인의 기본권의 제한이 ‘기본’인 것처
럼 군 지휘부의 자의적 판단 하에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성적 
자기결정권 등 다른 기본권의 제한과 침해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는 마치 수감자
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 다른 모든 자유 및 기본권의 박탈의 상황으로 
이어졌던 것과 유사하다. 이러한 비법률적 자유권적 기본권 제한은 포괄위임입법
금지 및 과잉금지원칙의 헌법 정신과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
려한다면 현재 민주통합당 안규백 의원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군인지위향
상에관한기본법(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법을 통해 군인 인권의 기본이 법
률로서 보장되는 단초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군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에는 반드시 법률로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사회권적 기본권

  자유권적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군인에게도 사회권적 기본권이 있다.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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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은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징집된 시민이다. 따라서 국가가 이들에
게 사회권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군 병력 유지 및 강화 차원에서 본다고 해도 적절한 숙식과 의복의 제공, 의료의 
보장은 건강한 병력에 필수 조건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현재 한국군은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었음에도 문제가 불거진 신형 군복 사업, 불량 장화 교체, 비현실적
인 병사 월급, 초등학생 급식보다 낮은 급식비, 긴급의료후송체계 부실 등 사회권
적 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군의 경우 국방비의 대부분이 무기에 투자되는 등 실질적인 장병 복지나 
환경 개선 등에는 소홀하다. 사회권적 기본권의 경우 자유권적 기본권과는 달리 
정부가 정책적으로 예산을 조정하지 않는다면 개선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
라서 국방비에서 차지하는 의료 및 복지예산의 비중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 이
는 군대 내 인권 상황의 개선이면서 곧 병력에 대한 투자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인색하면서 국방력을 증대(무기 도입)시키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4) 특별권력관계

  특별권력관계론은 군인의 기본권 제한 근거로서 등장하는 이론이다. 헌법은 군
인의 기본권 제한과 관련해 한계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이론은 군인
과 국가 사이의 공법상 특별권력관계를 설정하여 이러한 공백을 채움으로써 군인
의 기본권을 포괄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전통적으로 특별권력관계는 
특별권력주체에 포괄적 지배권을 부여하고, 이에 복종하는 자에 대해 특별권력을 
발동하는 경우에 법률 근거를 필요치 않고, 특별권력관계 내부에서 그 실정 목적
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 범위 내에서라면 그에 복종하는 자의 기
본권을 법률에 근거가 없더라도 제한할 수 있고, 권력 행사에 원칙적으로 사법심
사가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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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견해는 오늘날 그 반민주성과 반법치주의적 성격이 비판받으면
서 반박되었다. 이는 2005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보고서가 “(헌법의) 기
본권조항이 모든 공권력을 구속하므로 군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제한도 입헌주
의적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 . .그 제한의 방법에 있어서는 분명히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라고 한 바에서 확인된다. 일부 특별권력관계 
옹호론자들이 우려하는 것과 달리 특별권력관계론을 부정하는 것, 혹은 병의 인
권을 옹호하는 것은 지휘권과 충돌하거나 지휘권을 약화시키지 않는다. 자신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병사가 자신의 지휘관의 명령을, 그것이 아무리 
타당하고 정당하다고 할지라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것은 자명하다. 설사 그 이
행이 이뤄진다고 해도 이는 억압에 의한 행위이므로 이것이 반헌법적이고 반인권
적임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차별
받지 않고,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말해 특별권력관계론은 그 
존재의 근거가 인정될 수 없다.

II. 인권의 문제와 보장

1. 군 사법체계의 문제

국방부는 행정기관인 동시에 사법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력이 남용될 소지
가 높다. 군 검찰과 군사법원은 국방부장관이나 지휘관의 하부기구로써 독립적인 
업무수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의 지방법원, 즉 1심 법원에 해당하
는 보통군사법원의 재판장(심판관)은 사법시험이나 군법무관시험, 혹은 사법연수
원 졸업 등을 통해 법조인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일반 장교가 재판을 진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된 사법부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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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군 사법제도는 오랫동안 국민들로부터 불신의 대상이 되어왔다.

더욱이 국방부 장관과 각 군 지휘관들은 심판관들을 통해 재판에 개입하고 있고, 
현행 군사법원법 제379조는 관할관이 무죄, 면소, 공소기각, 형의 면제, 형의 선
고유예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제외한 판결을 확인하고서 사유를 참작해 형을 감
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 Ⅲ-1> 각 군별 감경권 행사건수(2008년∼2012년 7월 31일)

구분
육군 해군 공군 전체

감경전체 1/2이상 감경전체 1/2이상 감경전체 1/2이상 감경전체 1/2이상 연도별%

2008 95 31 33 8 7 3 135 42 31.1

2009 84 19 21 2 6 0 111 21 18.9

2010 54 19 9 2 10 3 73 24 32.9

2011 55 16 13 5 1 0 69 21 30.4

2012 25 11 3 0 2 2 30 13 43.3

계 313 96 79 17 26 8 418 121 28.9

각군별% 30.7 21.5 30.8 28.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통합당 최원식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
터 2012년 7월 31일까지 군사법원에서 형 감경에 관한 관할관 확인권이 행사된 
건수는 총 418건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전체 감경권 행사 418건 중 30%
에 가까운 121건의 재판에서 형을 절반 이상 감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판결
의 취지를 무시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군사법원의 판결을 무력화 시키는 것이
다. 

예를 들어, 2010년에 뇌병변 1급 장애를 가진 9세 아동을 강간한 상병에 대해서 
‘나이가 어리고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유를 참작하여 징역 6년
에서 3년으로 형이 감경되었다. 이 사건은 현행 양형기준에 의하면 기본구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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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에서 14년이며, 감경구간이 적용되면 6년에서 10년 사이의 형을 받는다. 
또한, 이 사건의 피해자는 13세 미만이자 장애인이므로 더욱 가중하여 처벌했어
야 하는 사건이며, 최소 징역 13년 이상으로 판결이 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감경구간 최하한인 징역 6년이 선고됨과 더불어 관할관이 다시 징
역 3년으로 감경한 것이다. 당시 조두순 사건으로 인한 성폭력 사건 처벌 강화 
여론과 음주를 사유로 감경하는 것에 대한 비난 여론이 강했던 것을 고려했을 
때, 관할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감경을 한 것은 상식에 위배되는 처사이다.  

또 다른 사건을 살펴보면 살인청부를 가장하여 여자 친구를 협박하고 모텔로 끌
고 가서 손발을 묶고 강간을 자행했으며 심지어 이를 촬영하는 등 계획적이고 죄
질이 나쁜 범죄를 저지른 피고에 대해 2008년 군사법원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
했으며 관할관은 이를 감경하여 징역 2년으로 확인 조치하였다. 그리고 2012년 
음주운전 중에 앞차와 충돌하여 2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뺑소니 사건을 일으킨 중
령에 대해 최초 벌금 600만원이 선고되었다가 관할관 확인권 조치로 400만원으
로 감경된 일이 있다. 특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최저 
법정형이 벌금 500만원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의 권한으로 최저 
법정형보다 더 낮은 벌금형 선고된 점은, 전체 감경권 행사 418건 중 100건이 
넘는 수가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것이라는 점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로 지
적된다. 

민간법원이 일반 국민에게 적용하는 음주운전 양형기준과 군사법원이 군인에게 
적용하는 음주운전 양형기준은 동일하다. 그러나 군사법원에서는 관할관이 이를 
감경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는 군인이 일반 국민에 비해 처벌을 약하게 받게 
된다. 민간법원에서는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전혀 고려되지 않는 ‘재산’이나 
‘업무 태도’ 등의 요소가 군사법원에서 감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국민들로 
하여금 군대가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라는 인식을 가지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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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체계의 문제는 다음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승엽 대위는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는 트위터 게시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군 검찰(검찰관: 오
인철 대위)에 의해 ‘상관모욕죄’로 기소되었고, 육군 제7군단 보통군사법원(심
판관: 장원섭 대령, 주심 군판사: 신영식 대위, 배석 군판사: 박경균 대위)은 이 
대위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상관의 정의에 대한 법리 논쟁
은 논외로 하더라도, 국군기무사령부가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군 검찰이 제출
한 것은 사법 정의에 어긋나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불법 수집 
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고, 문제가 되는 기무사 서강일 대위(대간첩방첩장
교)에 대한 증인 신청을 두 차례나 기각하였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법조인 자격
이 없는 장원섭 대령(심판관)은 피고(이 대위)에게 “양심에 손을 얹고 얘기하
라”, “군 검찰의 진술이 틀리다고 단정짓지 마라” 등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였고, 무죄추정원칙과 공판중심주의를 무시하고 법외적 판단과 권위
적 태도를 보였으며, 재판 도중 방청석에 있던 7군단 정보참모가 일어나 변호인
을 공격하는 발언을 했음에도 퇴장시키지 않았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된 
배경에는 군사법원이 가지고 있는 제도적인 결함이 있다.

현행 군사법원법은 헌법 제101조(법원조직상의 독립), 제103조(법관의 독립)가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사법권 독립의 원칙에 위배된다. 첫째로, 사법부인 군사법원
이 국방부, 즉 행정부에 설치되어 있다(군사법원법 제6조). 이는 법원조직상의 독
립을 보장하지 못하며 국방부의 영향력이 재판에 작용할 여지를 제공한다. 결국, 
민주주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원칙이 군대만은 예외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

둘째로, 군사법원 관할 재판에는 비법률가인 심판관이 참여하게 되어있으며(동법 
제22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 심판관(현역 군인)과 군판사(법무관)는 사건의 
해당 부대 지휘관(관할관)이 임명한다(동법 제25조). 더 나아가 판결 이후에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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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을 자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다(동법 제379조). 이처럼 비법률가가 재판
에 개입하고, 현역 군인인 지휘관이 군사법원을 소집하고 심판관을 임명하며, 판
결을 확인하고 형량을 감경하는 제도는 독립적인 재판을 보장하지 못하는 전근대
적인 사법제도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군인은 시민으로서 다른 시민과 마찬가지로 독립성이 보장된 법관들에 의한 공정
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군사법원의 존재
는 그러한 권리를 제대로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평시 군사법원을 유지할 하등
의 이유가 없으며, 국회는 조속히 군사법원을 폐지해야 할 것이다.

2. 인권

징계의 권한은 조직법상 일반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징계권은 조직 내의 규율과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인정되는 권한으로, 공공기관, 기업, 학교 등 각 공동체에
서 징계에 관한 규정과 조치를 찾아 볼 수 있다. 군에서도 군인사법에서 징계사
유, 징계절차, 징계조치, 이의제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군에서의 징계
는 법적, 제도적으로 불완전성을 내포하고 있다. 군인사법 제56조는 군율과 군 
풍기문란 등을 포괄적으로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문은 특별권력관계
를 내포하고 있다. 

징계조치에 있어서는 절차의 공정성과 징계기관의 적절한 구성, 항고절차의 실효
성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 내에서 징계에 대한 공정한 결정
이 내려지는 것을 기대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징계요구자나 징계결정권자
가 동일한 지휘계통상에 놓여 있다는 것은 결국 징계항고가 유명무실함을 의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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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따라서 징계에 대해 공정한 결정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징계기구의 
법적 독립성과 항고의 실효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교정시설의 징벌위원회에는 외
부 민간위원들이 의결권을 갖고 참여하고 있다. 군도 이러한 민간전문가들이 참
여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특히 영창제도는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제도이다. 우선, 영창처
분이 병사에게 국한된다는 사실은 평등권을 침해한다. 교과서들은 영창처분이 품
위상 장교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25) 이런 주장을 하고 있
는 임천영은 현재 군대 내 장병들의 인권을 책임져야할 최고위직인 법무관리관이
며, 변호사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건국대학교 이재승 교수는 “장교의 품위에 
어울리지 않는 것은 병에게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영창처분은 구속영장청구나 발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 등 인신구속에 대한 복잡한 절차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남용되고 있다. 독일에서 영창처분은 군사법원의 판사가 동의
해야 가능하지만26), 우리 군의 경우에는 지휘관이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되어 자
의적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민간법원에서 시행
하고 있는 즉결심판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옳으며, 구류가 필요한 인신 구속의 경
우는 반드시 법률을 위반할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한다. 

현재 영창처분은 최대 15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18조 
3항은 영창처분기간을 징역형과 동일하게 군복무일수에 산입하지 않고 있다. 이
는 분명한 이중처벌이다. 또한 징계처분으로 영창처분을 받은 병사와 형사미결수, 
기결수들을 구분 수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치소가 아닌 유치장과 흡사한 대용
감방 같은 공간에서 구분하지 않고 수용하는 실정이다. 
25) . 2004. 《군인사법》. 법률문화원.

26) 독일군인징계법 제40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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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절 노무현 대통령이 영창제도를 폐지하려고 했으나 국방부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결국 군인사법을 개정하여 인권법무관제도를 도입하였다. 인권담당
법무관은 징계처분에 있어서 징계사유, 징계절차, 양형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징계권자에게 그 의견을 통보하고, 징계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의견을 
존중하여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7) 특히 영창징계의 경우에 인권담당 법무관
이 명백히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거나, 
진술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때에는 
징계권자는 영창징계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하였다.28)

이전까지 한 해에 1만 2천명의 병사가 영창처분을 받고 구금되었던 것이, 인권담
당 법무관제도가 도입되고 개선조치가 취해지고 나서는 영창 처분이 약 4천 명가
량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영창처분에 대한 항고권을 행사할 경우 즉시 
집행을 정지하도록 하였다. 영창처분의 경우 한번 집행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권
리침해를 동반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 도입은 매우 긍정적이다. 하지만 재항고
권이 없고, 만약 병사가 항고징계위원회에서도 재징계 의결될 경우 행정법원에 
영창처분 집행정지신청과 함께 원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해야 한다. 이런 소송
을 수행하는 동안 영창처분은 집행되기 때문에 본안소송 판결 시까지 영창처분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참여정부가 끝나고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면서 영창처분 숫자는 증가추세를 보이
고 있다. 아래 자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통합당 최원식 의원실을 통해 입
수한 2005년부터 20011년까지의 육군 징계입창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27) 제59조의 2

28) 군인사법 제59조의 2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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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육군 9,406 9,391 8,361 8,292 10,675 11,441 12,822 

공군 99 97 59 57 77 90 135 

해군 57 92 97 115 160 171 295 

해병대 618 682 730 839 918 1,074 1,190 

전군 10,180 10,262 9,247 9,303 11,830 12,776 14,442 

-

3,000 

6,000 

9,000 

12,000 

15,000 

징계입창자추이

[ Ⅲ-1] 징계입창자 추이

2005년 영창처분으로 구금된 병사는 10,180명이다. 2006년은 82명이 감소한 
10,262명이 영창처분을 받았다. 인권법무관제도가 도입된 2006년 4월 법률이 개
정되고 10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2007년은 1,015명이 대폭 감소한 9,247명이 영
창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은 56명이 소폭 증가한 
9,303명이 영창처분을 받았으며, 그 다음 해인 2009년은 2,527명이 증가했다. 
2007년의 감소폭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하여 11,830명의 병사가 영창처분으로 
자의적 구금되었다. 2010년은 전년도보다 946명이 증가하여 12,776명이 구금 
되었으며, 2011년은 전년도보다 1,666명이 증가하여 14,442명이 구금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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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연도 별 징계사유 2008 2009 2010 2011 2012상

지시불이행/항명/상관모욕 788 1042 1535 1829 1003

가혹행위 258 5745 54 27 5

구타행위 4784 497 7137 7181 3125

언어폭력 17 18 32 34 109

미성년자 폭행 2 0 0 2 0

성범죄 222 252 312 333 169

절도 281 396 442 420 68

금전각출/ 갈취 25 25 48 57 24

음주운전 16 2 18 16 11

강/절도, 사기, 공갈 등 5 6 4 0 171

문서위 · 변조/ 허위공문서 작성 14 22 27 24 15

근무태만 622 819 1065 1030 445

경계근무간흡연 0 0 4 0 0

상근예비역 지각 25 37 35 43 20

보안위규 155 254 403 455 236

반입금지품목반입 1 0 4 0 0

휴대금지품목휴대 6 5 0 6 0

비인가전산용품반임 0 0 0 1 0

전체 징계입창자 수 8292 10675 11441 12822 6513

[ Ⅲ-2] 징계입창자 계급 비율

징계입창자의 계급 비율을 살펴보면 절반 이상인 56.1%가 병장이고, 31%가 상
병이며, 10.3%가 일병이며, 2.5%가 이병인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계급이 높은 
순서대로 규율을 더 많이 위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Ⅲ-2> 육군 연도별 징계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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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3> 육군 연도별 징계 사유 비율

(육군) 연도 별 징계사유 비율 2008 2009 2010 2011 2012상

지시불이행/항명/상관모욕 9.5% 9.8% 13.4% 14.3% 15.4%

가혹행위 3.1% 53.8% 0.5% 0.2% 0.1%

구타행위 57.7% 4.7% 62.4% 56.0% 48.0%

언어폭력 0.2% 0.2% 0.3% 0.3% 1.7%

미성년자 폭행 0.02% - - 0.02% -

성범죄 2.7% 2.4% 2.7% 2.6% 2.6%

절도 3.4% 3.7% 3.9% 3.3% 1.0%

금전각출/ 갈취 0.3% 0.2% 0.4% 0.4% 0.4%

음주운전 0.2% - 0.2% 0.1% 0.2%

강/절도, 사기, 공갈 등 0.1% 0.1% - 0.0% 2.6%

문서위 · 변조/ 허위공문서 작성 0.2% 0.2% 0.2% 0.2% 0.2%

근무태만 7.5% 7.7% 9.3% 8.0% 6.8%

경계근무간흡연 - - 0.03% - -

상근예비역 지각 0.3% 0.3% 0.3% 0.3% 0.3%

보안위규 1.9% 2.4% 3.5% 3.5% 3.6%

반입금지품목반입 0.01% - 0.03% - -

휴대금지품목휴대 0.07% 0.05% - 0.05% -

비인가전산용품반임 - - - 0.01% ·-

징계사유에 대한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징계사유의 60% 정도가 구타 가혹행위로 
인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징계입창자 중 50% 이상이 병장임을 감안할 때 구
타 가혹행위의 가해자가 선임들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행정처분으로 신병을 구속하는 것은 자의적 구금에 해당함으로 신체의 자
유를 침해하고, 나아가 법관의 체포 또는 구속영장 없이 구금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와 영장주의에 위배되며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 또한 위헌
적인 제도이며, 인권침해 사안임이 분명하다. 또한 헌법 제12조 제6항은 “누구
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에 의한 적부심사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현행 영창제도는 자의적 구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폐지되어야 마땅
하며, 징벌적 수단으로 자유시간에 부대 내 사회봉사활동 또는 노인복지시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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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으로 대체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군 옴부즈만)

1) 도입논의

  2012년 12월 10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을 맞
이하여 ‘인권 10대 공약’을 발표하였다. 그중 다섯 번째 공약이 군 인권 보장
과 군 사법개혁이다. 문재인 후보는 이날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오늘은 역사적인 세계인권선언이 발표된 날입니다. 1948년으로부터 64년이
나 지났지만, 아직 ‘인권’은 못다 이룬 숙제입니다. 기회는 평등해야 하고 과
정은 공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합니다.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
를 부여하는 것, 반칙과 특권이 없이 경쟁하는 것, 그리고 경쟁의 결과에 관계없
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권입니다. 인권은 우리 사회의 
기초입니다. 누구나 존중받으며 사는 사회, 국가가 단 한 사람의 인권도 소홀히 
하지 않는 사회, 저는 바로 이러한 사회를 원합니다. (중략)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촛불집회는 탄압받았고 언론의 자유는 사라
졌습니다. 반대의 목소리는 공권력의 탄압을 받았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는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중략) 안심하고 군대를 갈 수 있도록 군 인권을 보장하고 
군 사법개혁을 단행하겠습니다. 계급별 생활관 설치, 군 옴부즈만 제도 도입으로 
군 인권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군사법제도 역시 개혁하여 법치
주의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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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통령 후보 중 인권공약을 단독으로 발표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후보 시절 100대 공약 중 국민인권위원회 설치를 약속
하였으나 인권 공약을 특화해서 발표하지는 않았다. 문재인 후보는 다음날인 12
월 11일, 장병복지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7가지 공약을 직접 발표했다. 그 중 
“가혹행위 등 구시대적 병영 문화 개선을 위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겠습니
다. 사회발전 추세에 맞추어 침대형 병영생활관을 확대하고 계급별 생활관도 설
치하겠습니다. 법률로 장병들의 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행정부 소속이 아닌 
제3의 ‘군인 권리 보호기구’ 설립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30) 여기서 제3
의 군인 권리 보호 기구란 국방감독관제도 즉 전날 발표한 인권 10대 공약에 포
함된 군 옴부즈만제도이다.

본 연구자와 국가인권위원회 최경숙 前 상임위원과 이주민 운동을 하는 이영 성
공회 신부는 민주통합당 제18대 대통령 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인권네트워크 
공동대표로 문재인 후보의 인권공약을 만드는 데 참여하였다. 약 3개월 동안 인
권공약을 만들기 위해 매주 회의를 개최하였고, 미래캠프 반부패특별위원회와 새
정치위원회 안경환 위원장(국가인권위원회 前 위원장)도 함께 참여했다.  

2) 도입경위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국방감독관제도는 독일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 독일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파울(Paul)이 스웨덴 망명시절 사법 옴부즈만
(Justieombudsmannes)과 군 옴부즈만(Militieombudsmannes)을 보고 도입을 
제안했다고 한다. 이 제도는 이웃국가인 노르웨이와 덴마크에서도 도입하였다. 독
일은 2차 세계대전 패망이후 나치에 대한 악몽 때문에 군대 창설에 대한 반대 여
29) 제18대 대통령 후보 문재인. 2012.12.10. “문재인의 인권정책 10대 과제 발표 모두발언 및 질의

응답”

30) 민주통합당. 2012.12.11. “문재인 후보, ‘문재인의 강군복지 비전약속’ 기자회견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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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했다. 이에 대해 당시 야당이던 사민당(SPD)이 헌법에 군 옴부즈만
(Wehrbeauftragter)을 도입하는 것을 주도하였다. 자민당(FDP)은 이를 지지하였
고, 여당연합인 기민련(CDU)과 기사련(CSU)은 반대하였다. 군 조직에 대한 논쟁
을 통해 사민당이 제안한 국방장관 불신임안이 가결될 우려가 커지자 기민련과 
기사련은 마침내 군 옴부즈만을 도입하는데 동의하였다.31) 

이를 우리나라에 도입할 대 독일처럼 의회 산하에 둘 것인지, 아니면 국가인권위
원회에 둘 것인지는 토론회나 공청회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국방부 내부
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중론이며, 반드시 제3의 기관에 소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인권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3) 지위와 목적

독일 헌법 제45조의 b는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리고 의회의 통제권을 행
사하는 데에 있어서 연방하원의 보조기관으로 연방하원의 군 옴부즈만을 설치한
다. 상세한 것은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군 옴부즈만법 제7조(목적)
는 독일 군 병사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군 옴부즈만법은 지휘계통을 무
시하고 직접 군 옴부즈만에게 진정 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다. 

4) 업무와 권한

 연방하원은 비밀투표로 재적의원의 과반수로 옴부즈만을 선출한다. 옴부즈만의 
추천권은 국방위원회, 교섭단체, 교섭단체 구성에 필요한 수의 의원집단이 갖는다
(제13조). 만35세에 이르고 연방하원 선거권을 보유한 독일인은 옴부즈만으로 선

31) . 2002. “군대 내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 한홍구, 김성전, 김정식, 박

원석, 이재승, 임태훈. 2005. “군대 내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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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옴부즈만의 임기는 5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제14조). 현재 옴부
즈만은 자민당(FDP) 소속의 쾨닉스하우스이다.32) 

4) 병사 인권개선을 위한 독립적인 국방감독관제 도입 찬반

적극해야

한다
해야한다 모르겠다 안된다

절대로안

된다

비율 16.1% 30.8% 47.5% 3.6% 2.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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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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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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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45.0%
50.0%

국방감독관제도도입

[그림 IV-39] 국방감독관 제도 도입 찬성 여부

국방감독관(군 옴부즈만)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46.9%의 병사가 도입
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모르겠다는 의견이 47.5%가 나왔지만, 국방감독관
의 개념이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국방감독관 
제도의 도입에 찬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국방을 감시하고 더 투
명하게 운영될 수 있기를 바라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병사들의 권리의식과 연계된 문제로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제한받는 권리는 
무엇인지, 인권을 침해받을 경우 어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제
도적 장치가 부재한다. 이런 조건하에서는 병사들의 올바른 권리의식이 형성될 
수 없거니와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요식행위에 불과할 것이다. 병사들의 
인권을 보장 할 수 있는 군인권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하며 국방감독관제도 또

32)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인권연대, 민주당 정세균 의원실, 국회인권포럼. 2012. “올바른 군

인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군 옴부즈만 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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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도입되어야 한다. 

4. 및 가혹행위, 언어폭력에 관한 질문

1) 선임병에 의해 구타를 당한 경험

있다 없다

비율 8.5%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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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타피해경험

[그림 IV-40] 선임병에게 구타를 당한 경험

군대 내에서 구타를 당한 적이 있는지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 8.5%의 응답자가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는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에서 밝혀진 
6.0%의 응답률보다 2.5%가 상승한 것으로, 국방부의 구타 근절 노력이 실효성이 
있었는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군기확립이라는 미명하에 
과거의 불합리하고 폭력적인 병영문화를 되살려내고 묵인한 것이 이러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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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 이후 조치

참았다
직속상관에게

보고
소원수리

군검찰, 헌병대

신고

부모나

친지에게알림

군종/의무장교

와상담

인권위등에

진정

비율 84.6% 7.7% 0.0% 3.8% 3.8% 0.0% 0.0%

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구타피해이후조치

[그림 IV-41] 구타 피해 이후 취한 조치

구타 피해를 입었던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피해 이후에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물었을 때 84.6%의 응답자가 그냥 참았다고 대답했다.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서 실태조사를 했을 때도 89.6%의 응답자가 참았다고 대답했는데, 7년 전부터 
지금까지 80%가 넘는 대부분의 구타 피해자들이 주변에게 알리기보다 혼자 참는 
것을 선택하는 이유는 부당한 일에 대해 문제 삼는 것을 문제시하는 불합리한 병
영문화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난 조사 이후로 거의 개선된 점이 없다는 
것은 국방부의 책임 방기라고 볼 수 있다.

3) 구타 피해 후 탈영, 자살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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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아니다

비율 7.7% 26.9% 26.9% 23.1%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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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42] 구타 피해 시 탈영, 자살 고려

구타 피해자들의 경우 구타를 당했을 때 탈영 또는 자살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정도에 대한 질문에서 전체 응답자의 34.6%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는 2005
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실태조사의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이 18.9%이었
던 것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이다. 이는 실제로 발생한 구타의 강도나 가
혹한 정도가 더 높아졌거나, 아니면 병사들의 구타에 대해서 더욱 심각하게 받아
들이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4) 구타 목격 경험

있다 없다

비율 17.7% 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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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43] 구타를 목격한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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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목격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그렇다고 대답한 응답자
는 17.7%로 나타났다. 2005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에서 같은 문항에 대하
여 8.6%였던 것에서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직접적인 구타피해 경험이 6.0%
에서 8.5%로 늘어나고, 구타 이후 탈영이나 자살을 생각한 비율이 2배로 늘어난 
것과 더불어서 지난 7년 간 군대 내 구타 문제가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구타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군과 국방부는 역사를 거슬러 올
라갔다고 할 수 있다.

5) 구타 목격 후 조치

 개선요구 상급자보고 조치불필요
군검찰/헌

병대신고
못본 척함

비율 18.2% 12.7% 3.6% 12.7%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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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44] 구타를 목격하고 취한 조치

구타를 목격한 이후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52.7%의 응답자가 
못 본 척하거나 참았다고 대답했다.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에서 조사된 
68.5%가 못 본 척했다고 답했던 것에 비해서는 15%가량 줄어든 수치이나 여전
히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구타를 목격하고도 참거나 못 본 척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아직도 부대 내에서 불합리하거나 부조리한 일을 보더라도 문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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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는 문화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다만 일상적인 
일이기에 조치가 필요 없다는 대답은 2005년도 15.3%보다 10%이상 떨어진 
3.6%에 불과했고, 반대로 그 자리에서 개선하도록 했다는 대답이 7.2%에서 
18.2%로 늘고 상급자에게 알렸다는 대답이 5.4%에서 12.7%로 늘었다는 점은 현
재 군 생활을 하고 있는 장병들은 구타에 대한 문제의식은 7년 전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6) 구타를 못 본 척 하거나 참은 이유

처벌우려 보복우려
부당대우

우려
당연한결과 의미없음 군기확립 관행

비율 9.7% 22.6% 12.9% 29.0% 16.1% 6.5%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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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45] 구타를 못 본 척하거나 참은 이유

군대 내에서 구타를 직접 목격하고도 못 본 척하거나 참은 이유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서는 2005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에서는 ‘병 상호간 부당대우를 
받을 것 같아서’가 21.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해당 항목
은 12.9%로 다른 항목에 비해 높지 않게 나타났다는 변화를 보였다.

특이한 점은 이전 문항에서 전반적으로 구타를 못 본 척하거나 참는 수치는 15%
가 줄었지만, ‘당연히 맞을 짓을 해서’라는 항목은 12.5%에서 29.0%로 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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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보았을 때, ‘못 본 척하거나 참는다’고 대답한 병사들 중에 불이익 
때문에 참는다고 대답했던 비율은 줄었지만 구타를 묵인함으로써 심정적으로 동
조한 숫자는 줄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7) 가혹행위 피해 경험

있다 없다

비율 12.5% 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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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46] 선임병에게 가혹행위를 당한 경험

구타와 마찬가지로 가혹행위 피해 경험도 2005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때
보다 늘었다. 2005년도 조사에서는 9.6%의 응답자가 가혹행위를 당한 경험이 있
다고 밝혔던 것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3%가 늘어난 12.5%의 응답자가 가혹행
위를 당해본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구타나 가혹행위 중 어느 한 항목의 수치가 높아지는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라고 
할 수 있지만, 구타 경험과 구타를 목격한 경험 그리고 가혹행위를 당한 경험이 
모두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방부와 군이 구타나 가혹행위 같은 군대 내 
부조리, 폭력적인 관행을 묵인하고 방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8) 가혹행위 피해 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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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았다
직속상관에

게보고
소원수리

군검찰, 

헌병대신고

부모나

친지에게

알림

군종/의무장

교와 상담

인권위등에

진정

비율 86.8% 7.9% 5.3% 0.0% 0.0%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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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47] 가혹행위 피해 후 취한 조치

가혹행위를 당하고 이후 어떻게 조치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86.8%의 응답
자가 그냥 참았다고 답변했다. 2005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에서 91.9%의 
응답자가 참았다고 대답했던 것에 비해서는 다소 낮아진 수치이기는 하나, 85%
가 넘는 압도적인 숫자가 가혹행위를 당하고도 그냥 참았다고 대답하는 것은 아
직도 군대 내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 없는 폐쇄적인 분위기가 남아있음을 반증한
다. 지난 2005년의 조사에서는 직속상관에게 보고를 하거나 소원수리를 했다는 
대답이 각각 1%가 채 안 되는 0.8%로 나온 것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각각 
7.9%, 5.3%의 응답자가 직속상관에게 보고를 하거나 소원수리를 했다는 답변을 
했다. 이는 구타 및 구타 목격 후 조치를 취한 병사들이 7년 전보다 좀 더 문제
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조짐을 보인 것과 맥이 상통하는 결과
로 보여 진다.

9) 가혹행위 피해 시 탈영, 자살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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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아니다

비율 10.5% 10.5% 34.2% 31.6%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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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행위피해시탈영, 자살고려

[ IV-48] 가혹행위 피해 시 탈영, 자살 고려

가혹행위의 경우에는 구타로 피해를 입은 경우보다는 탈영이나 자살을 고려하는 
경우가 적은 편이나. 구타와 마찬가지로 2005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때보
다 탈영이나 자살을 생각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2005년도 조사에서 14.9%의 응
답자가 가혹행위를 당했을 때 탈영이나 자살을 생각해봤다고 대답했던 것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21.0%의 응답자가 탈영이나 자살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구타 피해자들의 대답을 분석했을 때와 비슷한 상황으로 가혹행위의 강도가 
강해졌거나 아니면 가혹행위를 받아들이는 병사들의 인식이 가혹행위를 예전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10) 가혹행위 목격 경험

있다 없다

비율 22.0% 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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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49] 가혹행위를 목격한 경험

군대 내에서 가혹행위가 발생한 것을 본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22%의 응답
자가 본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2005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에서 10.4%의 
응답자가 본적이 있다고 대답한 것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앞서서 언
급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구타 및 가혹행위가 7년 전에 비해 오히려 늘어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늘어난 비율도 구타를 목격한 경험이 2005년 
8.6%에서 17.7%로 2배가량 늘어난 것과 비슷하게 가혹행위를 목격한 경험도 
2005년 10.4%에서 22.0%로 2배가량 늘어났다. 

11) 가혹행위 목격 후 조치

개선요구 상급자보고 조치불필요
군검찰/헌

병대신고
못본 척함

비율 11.6% 10.1% 7.2% 17.4% 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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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50] 가혹행위를 목격한 후 취한 조치

가혹행위를 직접 목격한 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53.6%의 응답
자가 못 본 척하거나 참았다고 대답했다.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에서 
58.2%가 못 본척하거나 참았다고 대답한 것에 비해 5%가량이 줄어든 답변을 보
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항목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
리고 개선을 지시하거나 상급자에게 보고를 했다는 비율은 2배 이상으로 늘어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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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적인 일이기에 조치가 불필요했다는 대답은 27.6%에서 7.2%로 급격하게 
떨어졌다. 

이 전반적인 경향은 구타를 목격했을 때 어떻게 조치했는지 물었던 앞의 질문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군대 내의 폐쇄적인 문화로 인해 못 본 척했다는 응
답이 아직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내고 있긴 하지만, 병사들의 인식 변화로 인해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는 비율은 높아지고 일상적인 일이기에 조치가 불필요하다
는 의견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12) 가혹행위 목격 후 못 본 척 또는 참은 이유

처벌우려 보복우려 부당대우우려 당연한결과 의미없음 군기확립 관행

비율 5.1% 10.3% 10.3% 43.6% 7.7% 17.9%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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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행위목격후못본척하거나참은이유

[그림 IV-51] 가혹행위 목격 후 못 본 척하거나 참은 이유

가혹행위를 목격하고도 못 본 척하거나 참은 이유로는 43.6%의 응답자가 가혹행
위를 당할 만했다는, 당연하다는 대답을 선택했다. 구타를 목격하고도 못 본 척하
거나 참은 이유로 많은 병사들이 당연하다는 반응을 선택했던 것과 비슷한 결과
이다. 2005년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한 응답이 
40%에 육박하고 보고나 신고를 해도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대답했던 것이 30%
에 가까운 응답이 나왔던 것에 비해서 이번 조사에서는 구타나 가혹행위를 그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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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가 있다거나 군기확립 차원에서 필요했다고 응답한 인원이 늘었던 것으
로 나타났다.

13) 구타 및 가혹행위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표 IV-7> 구타 및 가혹행위의 원인

순위 선택지

1위 지시 불이행

2위 부대 부적응

3위 내무생활 불량

4위 관행

5위 군기, 개인 감정

6위 이유 없음

7위 지역, 학력, 나이 차이

구타 및 가혹행위의 원인에 대한 질문에서 1위로 나타난 것은 선임병의 지시 불
이행이었고, 두 번째가 업무 미숙 등의 부대 부적응으로 기본적으로는 업무나 생
활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원인으로 지목했으며 이는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도 비슷한 양상이었다. 2005년도 조사에서도 선임병의 지시 
불이행이 첫 번째 이유였고, 부대생활 부적응이 두 번째로 나타나, 병사들은 스스
로 구타나 가혹행위의 원인을 개인적인 문제나 관행보다는 부대 생활이나 업무와 
관련된 문제로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14)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한 간부들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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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일
실질적관심

없음
일부만노력 다수가노력

비율 6.6% 38.4% 24.9%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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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타및가혹행위에대한간부들의태도

[ IV-52]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한 간부들의 태도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한 간부들의 태도가 어떠한가에 대한 질문에 실질적인 관
심이 없다는 응답이 38.4%로 높게 나타났다. 2005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에서는 현역의 경우 간부들이 많은 노력을 들이고 있다는 의견이 50.6%이었던 
것에 비해 최근에는 간부들이 구타나 가혹행위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것
으로 드러났다. 2005년도 조사당시 예비역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간부들은 
구타 및 가혹행위와 같은 문제에 관심이 없다는 의견이 51%로 나타난 것과 비교
해보면 구타나 가혹행위에 대한 군의 태도나 분위기가 시대를 역행해서 과거로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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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인지 여부

안다 모른다

비율 40.7% 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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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국가인권위진정가능여부

[그림 IV-109] 인권침해 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인지 여부

인권침해 시 군인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지 묻는 질
문에 대해서는 59.3%의 응답자가 모른다고 답변을 했는데, 군대 내에서 외부에 
문제 상황을 알리지 못하게 하는 폐쇄적인 분위기가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2) 인권침해 시 권리구제 신청 여부

있다 없다

비율 79.3% 20.7%

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인권침해시인권위진정의향

[그림 IV-110] 인권침해 시 인권위 권리구제 신청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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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국가인권위원회에 권리구제를 요청할 생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
해서 79.3%의 응답자가 생각이 있다고 하는 높은 답변율을 보였다. 이후 대통령/
국방부, 군인권센터, 국방부/육본 등에 상담 요청이나 청원을 넣을 생각이 있는지 
묻는 대부분에 질문에 대해서도 70% 이상의 높은 답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자신의 권리구제에 대해 많은 병사들이 적극적으로 행동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을 뜻한다.

3) 인권위에 진정하지 않는 이유

불이익 효과없음 교육받음

비율 35.4% 56.9%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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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진정거부사유

[ IV-111]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지 않는 이유

국가인권위원회에 권리구제를 위한 진정을 할 생각이 없다고 대답한 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물었을 때 56.9%가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이유 때문으로 밝혀졌다. 
이는 소원수리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와 유사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는데 뒤
에 나올 다른 기관들에 대해서도 다 같은 이유에서 불신을 보이고 있다. 이는 사
실상 군대가 쉽게 변화되지 않는 집단임을 이미 병사들이 인식하고 있으며 그러
한 점이 군대 내 기관을 포함하여 외부기관들까지도 어떤 상담이나 도움을 받더
라도 군 생활 중 발생한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짐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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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및 국방부 장관에게 청원 제출 인지여부

안다 모른다

비율 27.2%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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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112] 군인이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에게 청원 가능 인지 여부

군대 내 불합리한 상황 발생 시 군인이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에게 청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72.8%의 응답자가 모른다고 답변
을 했는데, 군대 내에서 외부에 문제 상황을 알리지 못하게 하는 폐쇄적인 분위
기가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5) 대통령 및 국방부 장관에게 청원 제출 의향

있다 없다

비율 71.8%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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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내불합리사항대통령/국방부장관청원제출의향

[그림 IV-113] 대통령 및 국방부 장관에게 청원 제출 의향 여부

군대 내 불합리한 상황 발생 시 대통령 및 국방부 장관에게 청원을 제출할 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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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 71.8%의 응답자가 생각이 있다고 하는 높은 답변
율을 보였다.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센터, 국방부/육본 등에 상담 요청이나 청원
을 넣을 생각이 있는지 묻는 대부분에 질문에 대해서도 70% 이상의 높은 답변율
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자신의 권리구제에 대해 많은 병사들이 적극적으로 행동
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뜻한다.

6)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에게 청원 제출 하지 않는 이유

불이익 효과없음 신뢰도공정성 의심

비율 24.4% 62.8%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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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114]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에게 청원 제출 하지 않는 이유

군대 내 불합리한 상황 발생 시 대통령 및 국방부 장관에게 청원을 제출할 의향
이 없다고 대답한 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물었을 때 62.8%가 효과가 없을 것이라
는 이유 때문으로 밝혀졌다. 이는 소원수리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와 유사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는데 조사결과를 보면 다른 기관들에 대해서도 다 같은 이유
에서 불신을 보이고 있다. 이는 사실상 군대가 쉽게 변화되지 않는 집단임을 이
미 병사들이 인식하고 있으며 그러한 점이 군대 내 기관을 포함하여 외부기관들
까지도 어떤 상담이나 도움을 받더라도 군 생활 중 발생한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짐작된다.



- 78 -

7) 인지 여부

안다 모른다

비율 27.5%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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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인지여부

[그림 IV-115] 군인권센터 인지 여부

인권침해 시 군인이 군인권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지 묻는 질
문에 대해서는 72.5%의 응답자가 모른다고 답변을 했는데, 군대 내에서 외부에 
가량을 알리지 못하게 하는 폐쇄적인 분위기가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8) 인권침해 시 군인권센터에 지원 요청 의향

있다 없다

비율 75.7%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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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시군인권센터상담의향

[그림 IV-116] 인권침해 시 군인권센터에 지원 요청 의향

인권침해 시 군인권센터에 지원을 요청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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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 응답자가 생각이 있다고 하는 높은 답변율을 보였다. 다른 조사결과 국
가인권위원회, 국방부/육본 등에 상담 요청이나 청원을 넣을 생각이 있는지 묻는 
대부분에 질문에 대해서도 70% 이상의 높은 답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자신
의 권리구제에 대해 많은 병사들이 적극적으로 행동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뜻
한다.

9) 군인권센터에 지원 요청하지 않는 이유

불이익 효과없음 교육받음

비율 21.9% 71.2%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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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상담거부사유

[그림 IV-117] 군인권센터에 지원 요청하지 않는 이유

  인권침해 시 군인권센터에 지원을 요청할 의향이 없다고 대답한 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물었을 때 71.2%가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이유 때문으로 밝혀졌다. 이는 
소원수리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와 유사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는데 조사결과
를 보면 다른 기관들에 대해서도 다 같은 이유에서 불신을 보이고 있다. 이는 사
실상 군대가 쉽게 변화되지 않는 집단임을 이미 병사들이 인식하고 있으며 그러
한 점이 군대 내 기관을 포함하여 외부기관들까지도 어떤 상담이나 도움을 받더
라도 군 생활 중 발생한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짐작된다.

10) 국방부 및 육군본부 인권담당 부서 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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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 모른다

비율 32.5% 67.5%

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국방부/육본인권담당부서인지

[ IV-118] 국방부 및 육군본부 인권담당 부서 인지 여부

인권침해 시 군인이 국방부나 육군본부 인권담당부서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67.5%의 응답자가 모른다고 답변을 했는데, 
군대 내에서 외부에 문제 상황을 알리지 못하게 하는 폐쇄적인 분위기가 원인이
라고 볼 수 있다.

11) 국방부 및 육군본부 인권과에 진정제기 의향

있다 없다

비율 75.7%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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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육본인권부서이용의향

[그림 IV-119] 인권침해 시 국방부 및 육군본부 인권과에 진정제기 의향

인권침해 시 국방부 및 육군본부 인권과에 진정을 제기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
문에 대해서 75.7%의 응답자가 생각이 있다고 하는 높은 답변율을 보였다.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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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센터 등에 상담 요청이나 청원을 넣을 생각이 
있는지 묻는 대부분에 질문에 대해서도 70% 이상의 높은 답변율을 보이고 있으
며, 이는 자신의 권리구제에 대해 많은 병사들이 적극적으로 행동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뜻한다.

12) 국방부 및 육군본부 인권과에 진정하지 않는 이유

불이익 효과없음
군내부기관 공정성

의심

비율 26.0% 67.1% 6.8%

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국방부/육본인권부서진정거부사유

[그림 IV-120] 국방부 및 육군본부 인권과에 진정하지 않는 이유

인권침해 시 국방부 및 육군본부 인권과에 진정하지 않겠다고 대답한 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물었을 때 67.1%가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이유 때문으로 밝혀졌다. 
이는 소원수리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와 유사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는데 조
사결과를 보면 다른 기관들에 대해서도 다 같은 이유에서 불신을 보이고 있다. 
이는 사실상 군대가 쉽게 변화되지 않는 집단임을 이미 병사들이 인식하고 있으
며 그러한 점이 군대 내 기관을 포함하여 외부기관들까지도 어떤 상담이나 도움
을 받더라도 군 생활 중 발생한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짐작된다.

13) 인권침해 시 가장 먼저 지원 요청 선호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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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방부 / 육본

인권과

군검찰 / 

헌병대

성폭력상담소 / 

군인권센터

비율 27.5% 29.4% 31.4% 11.8%

0.0%
5.0%

10.0%
15.0%
20.0%
25.0%
30.0%
35.0%

인권침해발생시상담요청기관

[ IV-121] 인권침해 발생 시 가장 먼저 지원 요청할 기관

인권침해 발생 시 어디에 신고를 하겠는지 묻는 질문에 군검찰/헌병대를 31.4%
로 가장 먼저 꼽았으며, 국방부/육본 인권과가 29.4%, 국가인권위원회에 연락하
겠다는 의견도 27.5%가 나왔다. 기본적으로 병사들이 문제가 발생하면 군대 내
에서 먼저 해결을 시도해야 한다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군대 내 기
관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14) 징계입창 처분 시 징계항고권 인지 여부

안다 모른다

비율 27.9% 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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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항고권에대하여

[그림 IV-122] 징계입창 처분 시 징계항고권 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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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시 징계항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지 묻는 질문에 대
하여 72.1%의 응답자가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징계입창 자체가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징계입창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병사들에게 제대로 된 권리를 고지해주
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15) 징계항고권 행사 시 영창집행 중단 인지 여부

안다 모른다

비율 37.6%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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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항고권행사시영창집행보류/중단

[그림 IV-123] 징계항고권 행사 시 영창집행 중단 인지 여부

징계항고권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 중에서도 징계항고권 행사시 영창집
행이 즉시 중단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62.4%나 된다는 사실은 징계
항고권과 같은 병사들의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교육을 고의적으로 누락하고 있다
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설문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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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 군차원의 병사 및 간부들에 대한 인권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10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
(2010-2014)에서 군인에게도 인권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계
급에 관계없이 모든 군인에게 교육이 제공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한
국군은 군기 확립 등 지휘권 유지를 위해서라면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당연히 여
기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현재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군 인권교육 훈
령을 보완하고, 모든 군인들에게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이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제도 하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통일된 교
안과 시스템 하에서 국가인권위원회나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인권에 대한 전
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요구된다.

2) 장교와 부사관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 전문강사단을 육성해야 한다.

한국군은 징병제를 기반으로 병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병력의 대다
수를 차지하는 병은 21개월 남짓한 기간이 지나면 전역을 한다. 따라서 병이 군 
제도 개혁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벌이기 어려운 면이 많다. 그렇다면 
장교와 부사관은 간부로서 군대의 인권 감수성을 향상 시키는 주역이 되는 것을 
요구받는다. 이를 위해 군은 장기적으로 병사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도 군이 
주체적으로 담당하여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교수자가 될 
장교와 부사관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의 제공이 필수적이다. 특히, 장교, 부사관
의 경우 교육 및 재교육 과정에 의무적으로 인권교육 내용을 포함시키고 정기적
으로 감사하는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인권의식과 감수성을 함양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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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및 가혹행위, 언어폭력

1) 행동강령의 법제화

군은 구타 및 가혹행위(언어폭력 포함)을 척결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구타 및 가혹행위가 증가하고, 언어폭력이 심각해지
고 있는 것은 이러한 노력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하였음을 방증한다. 
따라서 병영생활에서 불필요한 갈등요인을 없애기 위해 병 상호간 5대 금지 사항
이 법적 제재 조치로서 강제되어야 한다. 물론, 이 처벌 수위의 정도를 설정하는 
것은 더 논의가 필요하다.

2) 징계입창제도는 구타, 가혹행위를 처벌하는 데 적절치 못하다.

징계입창제도는 근본적으로 법적 문제가 있는 제도이다. 설사 이 제도를 용인한
다고 하더라도 구타 및 가혹행위 가해자를 처벌하는 용도로는 적합지 못하다. 특
히, 그 성격상 가해자가 영창에서 나와서 피해자에게 보복폭행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2차 피해의 위험이 대단히 높다. 이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처벌로서의 정당성도 결여된 제도로서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
다.

3) 구타 및 가혹행위는 범죄이므로 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

상당수의 구타 및 가혹행위 사건은 형법 및 군형법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그
럼에도 많은 병사들이 구타 및 가혹행위가 발생해도 이를 묵인하거나 심지어 당
연하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구타 및 가혹행위가 묵인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드
러난 사건의 수가 실제 사건 발생 수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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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시한다. 실제 이런 사건을 신고하는 행위 자체가 자신을 보복의 대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은 구타 및 가혹행위 척결에 큰 문제이다. 따라서 구타 및 가
혹행위를 당한 피해자, 목격자 관계없이 구타 및 가혹행위 발생 시 보고·신고제
를 의무화해야 한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신고자의 신상을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

8. 

1) 소원수리제도의 비밀 보장

소원수리제도는 비밀이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실효성을 담보 할 수 있다. 군인
권센터를 통해 접수된 복수의 상담사례를 살펴보면 소원수리제도의 비밀이 잘 지
켜지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작성자를 색출하기 위해 필적 감정을 
하는가 하며, 소원수리함을 병사들이 관리하는 경우들도 확인되었다. 어떤 경우는 
소원수리함의 열쇠 없이 껌을 이용하여 소원수리함에 넣은 종이를 입수하여 사건
을 알린 병사를 색출하는 사례도 있었다. 병사들이 손쉽게 접근하지 못하게 잘 
봉인해야 할 것이다.

2) 인터넷을 이용한 소원수리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소원수리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인권침해가 발생한 부대 내에서 간부들이 사건
을 접수한다는 것이다. 만약 인권침해 가해자가 간부일 경우 이런 소원수리제도
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차상위 또는 차차상위 부대로 소원수리를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최고통수권자
인 대통령에게 직접 소원수리를 할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한다면 병영부조리는 
많이 근절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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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 낮춰야 한다 

군의 성범죄는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갈수록 경미해지고 있다. 
그동안 보여주기 식으로 진행되어 실효성이 의심되어 온 군인 대상 성교육의 양
적, 질적 향상이 강하게 요구된다. 병사뿐만 아니라 간부, 특히 장성급 이상에게
도 성교육을 실시하여 성인지적 관점의 확립에 앞장서야한다. 아울러 갈수록 낮
아지고 있는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여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성범죄의 증가 추
세를 저지해야 한다. 10명 중 7명꼴로 불기소되는 장교들에 대한 처벌 강화가 가
장 시급하다.

  2) 군검찰의 기소유예와 군사법원의 선고유예의 문제점

기소유예와 선고유예의 문제도 심각하다. 전체 통계에서 볼 때 기소유예된 사건
이 매우 많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성폭법위반(강간등치상), 아청법(강간 등), 성
폭법(13세 미성년 강간), 성폭법(주거침입강간), 성폭법(친족관계강간), 강간치상 
등과 같이 도저히 기소유예를 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 죄명의 사건들에 대해
서까지 기소유예가 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며, 
특히, 성폭법(13세미성년강간), 성폭법(친족관계강간) 사건 등 일부에 대해서는 
그 사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3) 성폭력 실태조사와 군형법 상 성폭력 친고죄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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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개인 간 문제로 환원하려는 국방부와 군 사법당국의 태도에도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2010년 발생한 해병대 오○○ 참모장(대령)에 의한 강
제추행치상 사건의 경우 위계에 의한 군 당국의 조직적 은폐 및 사건 축소 그리
고 2차 가해, 군사법원의 가해자 편들기식 재판 진행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해
병대 사건을 통해 추론하건데 군대 내에서 일어나는 다른 성폭력 사건들의 수사, 
기소 및 재판의 진행 가운데 피해자에 대한 드러나지 않은 인권 침해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군대 내 성폭력 실태
조사 이후 8년이 넘었으나 이와 같은 실태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바, 전군을 대
상으로 성범죄에 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군형법 상 성폭
력 친고죄는 폐지되어야 한다. 

10. 내 인권 개선 정책 방안

1) 군인권법 제정을 통한 군대 내 법의 지배 강화

군인의 지위와 인권은 법률로서 보장되어야 하고, 기본권이 제한될 때에도 법률
로서 제한되어야 한다. 군인의 지위와 인권을 다루게 될 법률을 기초(모법)로 하
여 다른 군 관련 법률이 개정,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 
안규백 의원이 발의한 ‘군인지위향상에 관한 기본법안’이 계류 중이다. 국회는 
조속히 이 법률을 신중히 검토하여 처리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징계입창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비록 징계항고권이 도입되었지만 
징계입창제도는 행정처분으로 일신을 구속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법적 문제를 가
지고 있다. 따라서 군대 내 법의 지배를 강화하고, 군인의 기본권 제한이 법률로



- 89 -

이뤄지도록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징계입창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징계입창
제도를 대신하여서는 역시 법률에 의한 사회봉사활동 처분 정도가 적절할 것이다. 
그리고 신체를 구속할 시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되
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이를 감시할 수 있는 군 옴부즈만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비록 군인
권법 혹은 기타 군인의 지위와 인권에 관련된 법률이 재정되더라도 폐쇄적인 군 
특성상 제도의 운영을 관리·감독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방부를 견제할 수 있는 
독립적 감시기구인 군 옴부즈만 도입을 군인권법에 명시하여 군인의 인권을 적극
적으로 실현·옹호하고 보장해야 할 것이다.

2) 복무 부적격 판정제도 활성화 및 징병신체검사의 정밀화

현재 대한민국은 현역병으로 개인을 징집하기 이전에 징병신체검사를 수행한다. 
그러나 이 제도는 유명무실하며, 피검사자가 자신의 질병에 대해 증명해야 하는 
등 문제가 많다. 게다가 인구 감소로 인한 병력 감소를 우려하면서 현역복무 기
준을 대폭 낮춘 상황에서 실제 복무 중 부적격한 자를 적극적으로 복무 부적격 
판정하는 것은 기본권 보장과 병력 관리 차원에서 필수적이다.

일단, 현역입영대상자는 징병검사 시 자신의 복무 부적격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
다. 그리고 이후 훈련소 및 자대에서라도 군복무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시에 본인의 판단에 따라 부적격 판정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실제 입영 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상당하므로 이러한 적극적인 청구권 보장이 필요하다.

더 근본적으로는 병무청이 철저하고 강화된 징병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건
강검진 수준의 검사와 그 결과에 대한 전문의의 정확한 판단에 따라 병무청이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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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부적격자를 선별해 낼 필요가 있다. 이는 병력 관리의 비효율성을 
감소시키고, 군 의료사고의 감소 및 사망, 자살 사건 감소에 필수적이란 점에서 
더욱 시급히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3) 관심병사 제도 폐지

현재 한국군은 관심병사 제도를 통해 사건사고에 노출되기 쉬운 병사를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 예방차원의 조치는 해당 병사에게 지나친 기본권의 제한을 가하
기도 한다. 이는 단지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다는 것 외에 큰 
장점이 없는 제도이다. 그렇다면 차라리 일종의 ‘감시’보다는 ‘검사’를 통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문제발생 가능성을 진단하고, 예방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관심병사 제도는 폐지하고, 복무 부적격 
판정 검사의 내실화 및 활성화의 맥락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병사 관리 및 사
건사고 예방에 힘써야 할 것이다.

 4) 내부 고발자나 인권침해 피해자 보호법 마련

한국군에서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비리 등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배신행위인양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고 조직적인 보복이 가해질 우려가 높다. 이런 상황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무색하다. 따라서 군은 내부 고발자들이 불이익이나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특히, 병의 경우 소원수리의 비밀을 철저히 유지하
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작성자를 찾고자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또한, 인권교육 시에 내부고발에 대한 재정의를 통해 이것이 집단에 해가 
되는 행위가 절대 아님을 명확히 해주어야 한다. 또한, 군 옴부즈만이 이러한 내
부고발자의 보호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게 조사 권한 및 신고 접수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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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입

한국 사회가 민주화되는 동안 군대는 유독 민주화되지 못했다. 군은 군대의 민주
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표병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분대원이 뽑은 대표가 
일정 기간에 한해 부대 운영에 관여하여 병의 의견을 직간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이런 대표병사는 자신들의 복무에 관한 지침 및 명령의 제정에 
관하여 입법적 차원에서 참여할 수도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이는 병의 지위를 군
의 부속품이 아닌 군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참여 주체로서 격상시킬 것이다. 이는 
군인의 시민적·정치적 자유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도 적극 도입되어야 할 것이
다. 좋은 외국의 사례로서 독일의 군인참여법이 있다.

Ⅲ. 

군대는 더 이상 헌법위에 군림하지 말아야 한다. 군대는 국가의 안위를 수호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 영토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는 것도 군대의 지상 과제이다. 그 가치를 대표하는 것이 
헌법이고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헌법을 수호해야하는 것
이 존재의 이유인 군대에서 기본권이 유린되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있을 수 없
는 일이다. 

그 어떤 조직보다도 헌법과 기본권을 지켜내겠다는 의지가 필요한 곳이 군대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와 국방부의 인식은 인권의 수호를 국방력 강화와 배치
되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는 군
대와 군인이 국민의 인권과 국가의 헌법을 지키겠다는 사명을 갖는 것이 무엇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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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만큼, 그러한 사명을 가진 군대 내에서 군 장병들의 기본권부터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변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게 요청된다고 생각한다. 진정한 
의미의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국가 수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정부와 군
대의 변화를 기대해 보려 하였으나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군대 내 인권은 후퇴하
였다.

훈련병 3명이 죽어 나가도 장군은 영전하는 나라에서 유가족들은 국가를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되었고, 군대 내 동성애자 차별과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아 망명
을 하는 사태까지 발생했고, 대통령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했다고 현역 대위와 부
사관에 대해 상관모욕죄로 유죄를 선고하는가 하면 이등병과 대장의 월급차이가 
무려 200배나 되는 나라, 열악한 월급을 받으며 낮은 포복 중에도 학자금 이자는 
불어나고 있으며 국군최고통수권자가 병사들을 상대로 이자놀이 하는 이상한 나
라, 한 해 14,000명이 법관이 발부하는 구속영장 없이 자의적 구금을 당하는 나
라, 이런 반인권적인 군대는 이미 자정능력을 상실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병사가 존엄한 인격체로 대접받기 위해서는 국방부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다. 의회의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독립적인 군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
하고, 군 검찰과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징계입창제도를 폐지하고,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고, 진료권 확보를 위한 민간협진체제를 강화하고, 진
료권 침해가 있을 시 의사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는 법률을 만들고, 군형법상 
계간죄를 폐지하고, 월급을 40-50만 원으로 인상하고, 군 복무 기간 동안 학자
금 대출이자를 100% 면제해주고, 군형법 상 성폭력에 대한 친고죄를 폐지하고, 
대표병사제도를 도입하여 인권을 보장하는 군대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 이 글은 임태훈 소장의 2013년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군 
인권실태조사 연구보고서’에서 발췌한 글임을 밝혀둡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