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2018 인권보고서 

[군인권 발췌 번역] 

EXECUTIVE SUMMARY 종합요약 

대한민국(이하 남한)은 대통령제와 단원제가 통치하는 입헌 민주국가이다. 선거참관인들

은 2017년 5월 대선과 2016년 총선이 자유롭고 공정하다고 보았다. 문재인 후보가 박근

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따라 열린 조기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6월 정부는 자

유롭고 공정한 지방선거를 치뤘다. 

The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is a constitutional democracy governed by a president 

and a unicameral legislature. Observers considered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May 2017 and 

legislative elections in 2016 free and fair. Moon Jae-in was elected president in an early election 

following the impeachment of former president Park Geun-hye. In June the government held 

free and fair local elections. 

시민의 정부는 치안 공권력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였다. 

Civilian authorities maintained effective control over security forces. 

인권 문제는 종교적 사유를 포함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구금, 국가보안법 및 기타 안보관

련 법률의 이용,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남용, 인터넷 사이트 차단과 부패이다. 

Human rights issues included detention of conscientious objectors to military service, including 

those with religious objections; the use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and other security 

legislation, abuse of criminal libel law, blocking of internet sites; and corruption. 

정부는 적폐 공무원을 수사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The government took steps to prosecute officials who committed abuses. 

 

 

 제1장. 인간존엄의 존중, 다음 사항으로부터의 자유를 포함하여: Section 1. Respect for 

the Integrity of the Person, Including Freedom from:  

ㄷ.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c.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법률이 그러한 행동을 금지하며 고문 혐의가 제기된 바 없다. 그러나 군인권센터(Center 

for Military Human Rights Korea를 오기함), 지역 비정부단체,는 군내 폭력 및 가혹 행위 사

례를 보고했다. 



 

The law prohibits such practices and there were no allegations of torture; however, the Military 

Human Rights Center, a loc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 reported some instances 

of violence and cruel treatment in the military. 

국방부는 군에서 집단 따돌림(가혹행위)가 없었다고 보고했지만 지역 NGO들은 괴롭힘이 

군 자살 사건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믿는다. 신뢰할 만한 증거는 군인에 대한 학대

가 지속되고 있음을 가리키고 있다.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MND) reported no instances of bullying in the military, 

although local NGOs believed hazing played a role in suicides in the military. Credible 

evidence indicated mistreatment of soldiers persisted.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원으로 국방부는 15년부터 매년 약 600명의 군인권교관을 훈련시켜 

왔다. 국방부는 또한 군 인권교육 방송 프로그램을 군인 대상으로 제작, 배포하기 위해 

국방홍보원과 협업하였다.  

With support from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the MND has 

trained approximately 600 military human rights instructors each year since 2015. The ministry 

also worked with the Defense Media Agency to produce and distribute human rights education 

television programs to military personnel. 

 

ㄹ. 공정한 공개 재판의 부정 e. Denial of Fair Public Trial 

정치적 수용자와 구금자 Political Prisoners and Detainees  

법무부는 정치적 신념으로 투옥된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는 국가

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된 사람들과 군복무에 대한 양심적 거부자 및 시위 참가자도 정치

적 수용자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약 120여 명의 개인이 일 년 동

안 병역의무에 응하지 못해 수감되었다고 보고했다. 여호와의 증인은 10월부로 117명의 

신자들이 양심적 병역거부로 18개월의 수감생활을 복역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면회(접견)

객들이 이들을, 다른 수감자들과 마찬가지로, 만나도록 허용되고 있다. 

The Ministry of Justice stated there were no persons incarcerated because of their political 

beliefs. Some NGOs, however, argued that individuals arrested for violations of the NSL, for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or for strike activities qualified as political prisoners. 

The Military Human Rights Center reported an estimated 120 individuals were imprisoned 

during the year for failing to report for compulsory military service. Jehovah’s Witnesses 

reported that, as of October, 117 of their members were serving 18-month prison terms for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Visitors were allowed access to these, as to other, 

prisoners. 

헌법재판소는 6월 기존 판례를 뒤집으며 병역법 제5조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대체복무제를 선택권으로 그들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입법부에게 2019년 12월 31일가지 대체복무 수단을 제공토록 법을 개

정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11월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의무를 거부할 수 있는 타당

한 이유라고 판시했다. 법무부는 가석방이 가능한 자들을 검토하여 58명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11월 말 가석방했다.  

In June the Constitutional Court, overturning its previous rulings, found Article 5 of the 

Military Service Act unconstitutional because it violates conscientious objectors’ freedom of 

conscience and does not offer alternative service options to conscientious objectors. The court 

ordered the legislature to amend the law by December 31, 2019, to provide means for 

alternative service. In November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conscientious objection was a 

valid reason to reject mandatory military service. The Ministry of Justice reviewed those who 

were eligible for parole and released 58 conscientious objectors on parole at the end of 

November. 

 

ㅁ.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서신)에 대한 자의적 혹은 불법적 개입 f. Arbitrary or 

Unlawful Interference with Privacy, Family, Home, or Correspondence 

… 9월 당국은 기무사령부 송강원(*‘소강원’을 오기함) 장군을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건으

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사찰을 시행한 혐의로 체포했다. 군특별수사단

은 소 장군을 60명의 요원을 동원해 피해자 가족들의 통신을 감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

했다. 민간인 사찰 부대는 대통령의 공적 이미지 향상을 위해 박 정부에 정보를 제공하

기 위해 사찰했다고 혐의가 제기되고 있다. 

… In September authorities arrested General Song Gang-won of the Defense Security 

Command on charges of carrying out illegal surveillance of civilians affected by the 2014 

sinking of the ferry Sewol. The Military Special Investigation Department accused the general 

of tasking 60 agents to monitor communications of the victims’ families. The team allegedly 

did so to feed information to the Park administration to improve the president’s public image. 

 

 

6장. 차별, 사회적 학대 및 인신매매 Section 6. Discrimination, Societal Abuses, and 

Trafficking in Persons  

폭력행위, 차별 및 기타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근거한 학대 Acts of Violence, 

Discrimination, and Other Abuses Based o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사람을 처벌하게 규정한 어떤 법률도 LGBTI를 차별하거나 성적 지향에 따른 폭력 또는 

차별의 피해자에게 구제방안을 제공하는 것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인권위를 설치한 법률

(인권위법)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위로 하여금 그런 차별 사건을 검

토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하지만 해당 법은 성적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군형법의 ‘추행죄’ 조항은 군 내 남성간 합의된 동성간 성행위를 최고 2년의 징역

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2016년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No laws specify punishment for persons found to discriminate against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or intersex persons or provide remedies to victims of discrimination or violence 

based on sexual orientation. The law that established the NHRCK prohibits discrimination 

based on sexual orientation and authorizes the NHRCK to review cases of such discrimination, 

but the law does not specify discrimination based on gender identity. The Military Criminal 

Act’s “disgraceful conduct” clause criminalizes consensual sodomy between men in the 

military with up to two years’ imprisonment; in 2016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e clause 

was constitutional.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동년 11월까지 ‘추행죄’로 새로운 사건이 기소되지는 아니하였다. 

2017년 육군참모총장에 의해 동성 혹은 양성애 남성 군인을 색출 및 축출하려는 기획에 

의해 수사 된 44명의 군인 중 22명이 기소되었고, 17건은 종료되었으며 4건의 재판이 

군사법원에서 진행중이다.1 

According to the Military Human Rights Center, no new cases were brought under the Military 

Criminal Act’s “disgraceful conduct” clause in the year to November. Of the 44 soldiers 

investigated by the army chief of staff in 2017 in a campaign to identify and oust gay and 

bisexual male soldiers, 22 were prosecuted, 17 cases were closed, and five were pending court 

martial. 

                                           

1 2019년 3월 15일자 현황/ The figures as of 15 March 2019 is as follows:  

Military Police Military Prosecutor Military Court Civilian Court 

List of 
investigation 

Investigated Prosecuted Non-
indictment 

Suspension 
of Execution 

Suspension 
of Sentence 

Acquittal 
(pending at 
Appellate 
Court) 

(pending at Supreme Court) 

About 50 22 9 3 3 1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