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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시대적 과제로서 군 사법제도 개혁
오늘날 군 사법제도의 개혁은 시대적 요청이자 냉전체제 붕괴이후의 변화된 군사
환경과 조건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인권보
장에 적합한 사법제도의 구축, 최고법원을 정점으로 한 사법체계의 통일성 확보라는
헌법상의 요청은 군의 특수성, 군사법체계의 특수성 논리 보다 우월한 가치를 갖고
있다는 생각이 보편화되고 있다. 군대를 시민사회로부터 분리된 특수사회로 보는 시
각은 후퇴하고 있으며, 인권에 대한 국제적 관심, 국제인권기준의 강화, 프라이버시
기준의 강화에 발맞추어 군 사법제도를 개혁해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
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각국의 군 사법제도를 검토해보면 군 지휘관에게 사법권까지 부여
하는 전통적인 군 사법 운용방식이 급격히 와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군 사법권의
행사와 군 지휘권을 연계시키는 근대 초기 이래의 낡은 전통은 급격히 사라지고 있
다.
한국사회에서는 지금 전근대적 사법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노력이 한창 경주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의 한 부분으로 군 사법제도의 개혁이 아울러 중요하게 논
의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시점에서 군 사법제도의 개혁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대안들을 모색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2. 연구 보고서의 내용
이 보고서는 전체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이 연구보고서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군 사법제도 개혁 논의의 필
요성을 제기하고, 각국에서의 군 사법제도 개혁논의 현황을 개관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의 방법 및 구성에 대해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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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에서는 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군 사법제도의 개념과 현행 군 사법제도의 법
적 성격, 법적 근거 그리고 일반 형사소송제도와 구별되는 군사법원법의 특징 등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 포괄하는 군 사법제도의 범위는 수사단계, 공소제기의 단계,
공판의 단계 및 공판 이후의 절차와 집행단계 등의 군 사법제도의 전 영역에 걸쳐
있으므로 이러한 범위 내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선행연구의 분석과 그 평가를 하였다. 선행연구의 범위에는 학술적인
논문에 한정하지 않고 국방부가 2003년에 제시한 군 사법제도 개선안 등도 선행연구
의 하나로 다루었다. 또한 단순한 자료나열식 선행연구 분석이 아니라, 각 선행연구
들을 쟁점별로 각각 ‘군사법원 개선론’, ‘군사법원 폐지론’, ‘군사법원 존치론’으로 묶
고 그에 대한 논거와 비판점들을 제시하여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군 사법제도 개혁에
관한 전체적인 문제 상황 자체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나아가 ‘국방부 군 사법제도 개
선안’의 기본시각과 주요 내용을 검토하였고, 그에 대한 평가도 덧붙였다.
제4장에서는 군 사법제도의 운영 및 인권침해 실태에 관하여 통계적인 자료를 얻
기 위하여 군 교도소 수감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군사법경찰과 군검찰로 이어지는 조사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한 인권침해적 요소
가 여전히 잔존해 있다는 사실과 군사법원의 재판과 관련해서는 그 공정성이 군 내
부에서 광범위하게 의심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3. 설
문조사결과의 요약’을 참고하기 바란다.
제5장에서는 군 사법제도 내부에서 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
였던 전직 군 법무관 등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 결과를 분석하였다. 군 사법제도의
실제 담당자로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과 그 해결방안을 살펴봄으로써 군 사
법제도의 실상과 문제점을 보다 적나라하게 보여주고자 하였다.
제6장에서는 비교법적인 연구를 담고 있다. 종래의 비교법적인 연구가 여러 나라의
제도들을 평면화하여 개념적으로 파악하였다는 한계를 고려하여 우리 현실에서의 문
제의식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외국, 특히 유럽 여러 나라의 군 사법제도들을 정확하게
소개하고자 하였다.
제7장은 이 연구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우리나라 군 사법제도의 개선방향
을 다루었다. 자세한 내용은 ‘4. 연구보고서 결론요약’을 참고하기 바란다.
그밖에 부록에 ‘헌병수사관 설문지 분석’과 ‘군 징계절차에 대한 비교법적 자료’ 등
을 포함시켰다. 이 중 ‘군 징계절차에 대한 비교법적 자료’는 앞으로 군 사법제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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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 논의와 함께 진행되어야 할 ‘군 징계절차 개혁’과 관련하여 귀중한 비교법적 관점
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3. 설문조사 결과의 요약

군 사법제도의 운영 및 인권침해 실태에 관하여 통계적인 자료를 얻기 위하여
2003년 11월 6일 경기도 장호원에 있는 육군교도소 수감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응답자 114명)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군사법절차를 각각 진행 단계별로 나누어 체포
와 구속, 군사법경찰(헌병)의 수사과정, 군검찰의 수사과정, 재판과정, 변호인, 심판관
및 관할관, 교도소 수용 등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중심으로 설문을 구성하
였다. 설문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가. 군사법원의 존재이유인 순정군사범의 비율은 낮았다
응답자의 인적 사항에서 의미 있는 부분은 죄명에 관한 것이다. 분석결과 군기관련
범죄가 일반범죄보다 6:4의 비율(61.6%:38.4%)로 우위에 있기는 하였지만, 군기관련범
죄의 대다수는 단순군무이탈과 관련되어 있었다. 군무이탈은 일반적으로 탈영이라고
부르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범죄로서의 성격은 다소 약하다. 즉, 적전(敵前)군무이탈
이나 전시․사변 또는 계엄지역에서의 군무이탈과 달리 평시의 단순군무이탈은 앞의
두 경우와 달리 일종의 징계의 대상이 되어야 할 성격의 범법행위라고 할 수 있다.
군기 관련 범죄의 구체적 죄명을 정확하게 기술한 60명 중 범죄유형 구성은 군무
이탈 관련 범죄 54명(90%), 초병 관련 폭행 등 3명(5%), 상관에 대한 범죄 2명(3%),
군용물 절도 1명(2%)이었다. 일반사범의 구체적 죄명을 정확하게 기술한 40명 중 범
죄유형 구성은 성 관련 범죄 12명(30%), 폭력 관련 9명(23%), 절도 관련 6명(15%) 등
이었다.
결국 군사재판 대상사건 중 민간법원에서 심리하기가 어렵다고 주장되는 순정군사
범죄, 즉 군관련 보안 등의 업무와 관련된 범죄 등의 비율은 극히 미미함을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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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헌법상의 인권과 기본원리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예외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의 존재
이유를 다시 묻게 되는 대목이다.
나. 체포와 구속 절차에서 불법적 관행이 남아있었다
임의동행식의 강제연행을 근절시키고자 도입된(형사소송법 1995.12.29. 개정, 군사법
원법 1999.12.28. 개정) 체포영장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임의동행 형식의 체포가 잔
존하고 있었으며(18.3%), 임의동행의 이유와 목적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40.0%). 피의자들이 대개 영내에 머무르는 현역 군인인 점을 감안할 때
임의동행 형식의 체포율이 민간에서 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체포와 구속시 피의자의 권리를 고지 받지 못한 비율도 적지 않았고(28.9%), 고지
받은 경우에도 제때에 고지 받지 못한 비율이 너무 높았다(49.4%). 뿐만 아니라 묵비
권 행사시 불이익이 없음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한 비율(37.8%)과 범죄사실의 요지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한 비율(54%)도 높았다.
영장발부에 대한 교정절차인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청구한 비율은 15.9%에 불과하였
는데, 청구하지 않은 이유 중 53.5%가 제도 자체를 몰라서였으며, 이러한 제도가 있
음을 고지 받지 못한 비율이 50.9%였다는 점에서 피의자의 인권침해가 연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체포영장실질심사는 청구율 8.0%, 몰라서 청구하지
않은 비율이 62.4%로서 더욱 심각하였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족쇄 혹은 쇠사슬 착용
이 19.3%, 알몸수색이 14.9%의 비율을 보이고 있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체포와 구속시 인권침해가 적지 않음을 보여주는 수치로서 군 사법
제도상 체포 혹은 구속절차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요청됨을 보여준다.
다. 군사법경찰과 군검찰의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인권보장 정도는 낮았다
군사법경찰과 군검찰의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인권보장 정도는 군검찰이 상대적 비
교우위에 있었지만, 양 과정 모두에서 피의자에 대한 인권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군사법경찰단계에서 16.1%, 군검찰단계에서 6.3%가 수사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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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느끼는 신체접촉 이상)가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수사과정에서 반말 등을 한 경
우는 군사법경찰단계에서는 79.8%, 군검찰단계에서는 65.5%였다. 수사과정에서 반말
이 일상적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은 군에서의 수사가 고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
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의 간접적 근거가 된다.
수사과정에서 고문 등이 있었던 경우는 군사법경찰단계 30.7%, 군검찰단계 20.3%였
으며, 음식물 혹은 수면을 제한한 비율은 각각 23.9%, 9.8%였다. 이런 상황에서도 군
사법경찰단계와 군검찰단계에서 각각 50.9%, 59.3%의 응답자가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
할 수 있는 권리를 고지 받지 못하였음을 고려하면, 상당한 비율의 피의자가 자신을
제대로 방어할 만한 인권보호를 받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라. 군사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 정도는 높았다
재판에 있어 공정성은 본질적 특성이다. 물론 당사자의 경우 자신의 처지에서 재판
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응답자의 55.3%가 군사
재판이 불공정하다고 평가한 것은 심각한 정도이다.
그 이유는 형평성 문제(75.8%)이며,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응답자(28.3%) 중 다수는
무거운 처벌을 들고 있다(67.7%). 계급에 따른 형량의 차이가 있다는 응답이 77.0%인
것을 보면, 군교도소 수용자들은 군사재판에서도 계급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인
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심리적 위축과 부실한 변호로 자신을 변호할 충분한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는 평가가 많았고, 그리고 군판사조차도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비율이 42.9%로
적지 않음을 보면, 위계적인 군대의 특성이 공정하여야 할 군사재판에 과도하게 영향
을 미치고 있지 않은가 하는 평가를 조심스럽게 내릴 수 있다.
마. 피의자․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변호인과 관련해서 불만이 적지 않음은 재판과정에 대한 설문분석에서도 드러났지
만, 변호인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설문에서 42.9%가 불만족스럽다고 답한 부분도 주
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비율이 16.7%였으며, 변호인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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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한 경우에도 군법무관이 43.6%를 차지하였다. 변호인 접견을 제한받은 경우도 6.3%
였으며, 변호인 접견시 수사관 입회는 무려 37.5%에 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현실적으로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와 더불어 군법무관 변호인의 성실성, 나아가 독립성․공정성에 대한 부정적 평
가로 이어질 수 있음을 드러낸다.
바. 심판관과 관할관 관련 평가
현역군인인 심판관에 대한 인지도는 37.7%, 관할관의 확인조치권에 대한 인지도는
67.3%였다. 응답자들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요소로서 군사법경찰과 군검찰을 주
로 꼽고 있는 것을 보면, 현역군인인 심판관의 역할을 크지 않은 것으로 보는 점이
인지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확인조치권의 경우 감형을 받은 비율이 13.8%로 매우 낮았지만, 68.1%가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그 이유는 군 내부사정을 잘 아는 지휘관이(45.5%) 감형을 해 줄 것으로
(45.5%) 기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감형권의 계급별 형평성에
대해서는 67.9%가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한편 지휘관이 수사 혹은 재판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평가한 비율은 46.4%였
는데, 영향력 행사의 단계는 주로 군사법경찰과 군검찰의 수사단계로 평가하였다. 이
는 군 사법제도에서 군사재판의 단계가 형식화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인권보장의 측면에서 군 사법제도를 개선하는 경우 권력분립과 사법권독립의 측면에
서 군사재판 단계를 군의 영향력에서 배제하여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
다.
사. 교도소 수용 중 헌병에 의한 인권침해도 적지 않았다
군교도소 수용 중 헌병에 의한 부적절한 행위(통증을 느끼는 신체접촉 이상) 8.1%,
알몸 수색 4.4%, 반말 44.3%, 고문 등 8.1%, 계급별 차별행위 50.4%였다. 인권은 최대
한 보장되어야 하고 특히 교도소와 같은 감금시설의 경우 인권침해 방지에 철저해야
하므로 군교도소 수용 중 인권침해행위를 근절시키는 개선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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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군교도소 수용자들은 민간경찰과 민간검찰이 수사를 하고 일반법원이 재판을
했더라면 자신들에게 더 유리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군교도소 수용자들의 군사법경찰과 군검찰 그리고 군사법원에 대한 불신은 상당한
정도였다. 민간경찰과 민간검찰 그리고 일반법원에 의한 수사와 재판이 자신에게 더
유리했을 것이라는 응답비율이 각각 42.3%, 49.5%, 55.8%였다. 특이한 것은 재판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보았던 수사단계보다 재판단계에서 일반법원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군교도소 수용자들의 인식과 평가에 의존한다면, 다
른 영역보다도 일반법원에서의 재판이 군 사법제도 개선의 중요한 축이 될 수 있음
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군 사법절차 전반에 걸쳐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에 따라 수사헌병 등 수사관계자들에 대해서는 물론 일반 장병에 대
하여 정기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군대 내 인
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법절차의 엄격 적용 혹은 군 인권옴부즈맨의 실시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4. 연구보고서 결론의 요약
1. 기본적 입장
가. 군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국제적 추세, 군 사법제도를 헌법합치적인 제도로 만
들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을 고려할 때 현재의 군 사법제도는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 이 연구의 기본적 입장이다.
나. 군대의 규율을 위한 지휘권의 확보가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지휘권의 확립
을 위하여 반드시 지휘관이 관할관으로서 사법작용에 관여해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
오히려 지휘관은 적법절차에 따라 행사되는 징계권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행사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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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지휘권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 우리 현실에 합치되는 개선방안을 구상한다.

2. 개별적인 쟁점에 대한 입장들
가. 법원제도 - 평시, 국내 군사법원의 폐지
1) 평시(시간적 제한) 그리고 국내(장소적 제한)에서는 군사법원을 운용하지 않는다.
2) 헌법재판소가 평시 군사법원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군사법원법에 대하여
합헌으로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법작용으로서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 관계인
(피의자, 피고인 및 피해자)들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비롯한 기본권 보장을 극대화하
면서도 군대의 군사활동에 복무해야 하는 군사법원의 특성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평시 군사법원의 폐지가 헌법합치적인 최선의 방안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결론은 기존의 학설과 달리 군사법원이 가지는 특별법원의 의미를 전시를
포함한 비상계엄에 한정하여 엄격하게 헌법을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으로부터 도출하
였다. 특별법원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 그리고 헌법의 기본원칙인
권력분립원리와 사법권독립원칙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되므로 군사작용에 필요한 최
소한의 범위에서만 특별법원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에 따라 우
리 연구자들은 평시와 비상사태시를 구별하지 않고 인권과 헌법원리에 위배되는 포
괄적 예외, 즉 현역 군인의 재판 참여, 각군참모총장과 국방부장관의 군판사와 군검
찰 임명, 관할관의 심판관 임명과 재판관 지정 그리고 검찰사무 지휘․감독, 판결에
대한 관할관의 확인조치권 등을 인정하는 현행 군사법원법을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3) 모든 사람이 병역의무를 지고, 현직일반법관의 대부분이 의무복무를 통하여 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경우에는 군사법원이 폐지되더라도 군 형사사건 등의 처
리에서 특별히 어려움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4) 다만 군사법원의 폐지로 인한 일시적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 단기적인
완충방안으로 지방법원 내에 합의부로 군사부를 설치하도록 하며, 동 합의부에 1명의
군판사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재판부에 참여하는 군판사의 선발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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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추첨에 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순한 회계부정, 단순 군무이탈 등의 경미한 범
죄에 대해서는 단독판사가 재판해도 될 것이다.
1심 법원의 단독판사의 결정에 대한 불복 신청은 지방 법원 군사부에 한다. 지방
법원 합의부 판결에 대한 불복 신청은 고등법원의 군사부에 할 수 있다. 고등법원 군
사부에도 군 판사를 참여시킬 수 있다. 최종심인 대법원에서의 군사재판의 경우에는
군판사 참여권을 배제해야 한다. 1-2심에 군판사가 참여하는 경우에도 공정성을 확보
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5) 평시・국내 군사법원을 폐지한다면, 전시 군사법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법률
을 제정해야 한다. 이 법률에 담을 내용으로는 ①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해외파병시
군사법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조항, ② 전시 대비 군사법원 조직 가동을 위한 인적
자원 선발과 훈련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검찰제도 - 군 검찰권의 강화, 헌병 수사권의 견제
1) 군사법원을 폐지하는 반면, 군 검찰은 국방부 직속의 독립된 조직으로 만들거
나, 소속은 법무부이지만 국방부에 배속된 조직으로 개편한다. 군 검찰을 존치시키는
이유는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건・사고에 대한 수사과정의 특수성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건처리를 둘러싼 지휘관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군 검찰이 조직적으로 독립될 것이 반드시 요청된다. 따라서 군검찰관은 현재
처럼 단위부대가 아니라 국방부에 직속하는 독립적인 군 검찰청 소속으로 하거나, 아
니면 아예 그 소속은 법무부로 하되, 국방부에도 배속시켜 국방부장관의 직무명령에
따르게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2) 다만 단기적으로는 현행의 군 검찰조직을 외부의 민간검찰과 연계하여 운영하
는 이른바 공동기소제도를 도입한다든지, 군 검찰에서 전역한 이들 중 일부를 민간검
찰에서 재임용한다든지, 군 검찰과 민간검찰간의 인사교류를 실시하여 양자간의 유기
적 협조를 가능케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3) 이러한 제도설계가 전제가 된다면 군 검찰의 권한은 강화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강화된 군 검찰 권한을 견제하고 군 검찰에 대한 관할관의 간섭을 줄이기 위해
군 형사사건의 경우 기소법정주의를 채택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4) 이와 같은 군 검찰권의 강화는 당연히 헌병에 대한 수사지휘권의 확보를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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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다. 현재와 같이 수사권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는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군
검찰권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다.
다. 헌병제도 - 수사헌병의 분리 독립과 수사의 전문성 제고 등
1) 수사전문헌병과 일반헌병(경호, 시설경비 및 영내 질서유지, 교통사건처리 등을
담당하는 행정헌병)의 조직적 분리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은 전문수사헌병을 전
제로 한다. 즉, 수사전문헌병을 조직적으로 분리하여 선발단계에서부터 수사전문 요
원으로 양성함으로써 그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의 사건의 수와 질에 비추어 단일한 수사헌병조직을 유지하는 것도 바람
직하다. 문제는 단일한 수사헌병조직을 어디에 소속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일단
중․단기적으로는 국방부에 직속시키되 통합된 수사헌병의 권력화를 방지할 장치도
아울러 마련해두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군 검찰조직의 개혁과 연계하여 수사헌병조
직 전체를 군 검찰조직과 통합하거나 수사헌병의 권한을 민간경찰이 넘겨받는 형태
의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여성 수사헌병인력의 충원
군 사법제도 개혁 시 고려해야 할 요소에는 '여성병력의 증가‘가 포함되어 있다. 실
제로 우리 사회에서도 여성 병력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직장 내 여성에 대한 성희롱, 성폭행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군대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군대내 성범죄를 수사할 여성 수사헌병의 충원도 필요하다고
본다.
라. 법무참모 - 법무참모기능의 순화, 순수한 법적 자문기구로 명문화
법무참모는 기본적으로 지휘계선에 속하여 지휘관을 보좌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지휘관은 군사작전을 수행하거나 부대를 운영하는 데에는 전문가일 수 있으나 법률
적 문제에까지 전문가일 수는 없다. 따라서 지휘권의 적법한 행사와 부대운영과 관련
된 법률적 문제에 대한 조언자로서 법무참모는 그 존재의의가 적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군 사법제도를 통하여 지휘관의 부하대원이 소추되는 경우에 사건의 진행에 대
한 지휘관의 관심도 부대운영의 측면에서 경시할 수 없는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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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참모에 대해서는 이러한 순수한 의미에서의 참모적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바
람직하며 동시에 군 사법제도와 관련된 영역에는 개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지휘관의 확인조치권 폐지
지휘관의 확인조치권은 폐지한다. 장교인 군인이 군사법원의 형사재판에 대해 확인
조치권을 행사하는 것은 여러 모로 문제가 많으므로 대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곧바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 현행 군 사법관련 조직과 인원의 재편
단기적으로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현행 군 사법제도하에서의 군법무관들
은 그대로 군검찰로 재편될 수 있다고 본다. 현재와 같은 소수의 군법무관만으로 수
사와 관련된 지휘를 효율성 있게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현재의 군 판사를 포
함한 모든 군법무관을 수사인력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현재의 육,
해, 공군으로 구성된 법무조직을 단일한 법무조직으로 통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사.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인권침해 방지책 마련
인권침해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군 수사 및 재판기관에 의한 인
권침해의 경우에도 사정은 동일하다. 군 수사기관 등에 의한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
하는 방법으로는 법절차를 준수하고 인권감수성을 키우는 교육과 변호인의 역할증대
를 제시하였다. 또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두 가지 정도를 지적하였다.
첫째, 수사와 재판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반 범죄수사절차상
의 피의자 인권침해방지방안을 기본적으로 군 수사 및 재판과정에도 도입하되, 그 이
외에 군이라고 하는 폐쇄적 사회에서만 빈발하는 수사 및 재판관행 상의 문제점을
아울러 시정해야한다고 지적하였다(군내에서의 임의동행절차의 강화 등).
둘째, 군 영창의 운영과 관리를 개선함으로써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방
지하는데 기여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 11 -

3. 향후 연구가 필요한 과제 - 군 징계절차의 개선방안 연구
징계요건을 법으로 명확히 정하고(징계요건의 법정) 징계절차를 사법절차화해야
한다(징계절차의 사법절차화). 우리 헌법 제12조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체의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2조의 규정은 군 징계
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헌법의 취지에 맞게 군 징계에 대해서도 적법절차의
실체적, 절차적 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징계절차는 반드시 사법절
차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의 군 인사법에서 징계부분을 분리 독립시켜
별도로 군 징계법을 제정해야 한다. 징계절차 및 징계법의 개혁논의를 위해 필요하다
고 보아 부록-7에 “군 징계절차에 대한 비교법적 자료”를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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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의 제기
1. 한국사회에서는 지금 전근대적 사법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노력이 한창 경주되고
있다. 전문 법과대학원제도(이른바 로스쿨)의 도입이 재차 추진되고 있는가 하면 사법
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 논의가 진행 중이다. 사법개혁위원회 규칙에 따르면 동 위원
회가 추구하는 사법제도는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 있다(제2조).
-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정착시킬 수 있는 사법제도
-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는 사법제도
-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
- 국민의 인권보장을 강화하는 사법제도
- 전문적 법률지식, 국제적 경쟁력 및 직업윤리를 갖춘 우수한 법조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사법제도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대상에는 군 사법제도도 포함되어 있다. 군 사법제도
도 사법의 한 부분이므로 사법제도 개혁에서 함께 논의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이
부분이 전체 사법제도 개혁 논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지는 않는 듯하다. 동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
성하도록 되어 있는데(규칙 제4조), 현재 20여명의 위원 중 군 사법제도와 관련된 인
사는 1인에 불과하다.1) 그 1인도 국방부 측 대표자인 박주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
(2003년 10월 당시의 직급, 현재 국방부 법무관리관)이어서 과연 군 사법제도 개혁 문
제가 사법개혁위원회에서 균형 있고 심도 깊게 논의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군 조직의 특수성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군의 바람과 군에 대해서도 법치주의를 관
철시키려는 시민사회의 요청이 충돌하는 분야가 군 사법제도이다. 군 사법제도는 또
한 군사권력과 사회권력 간의 대립을 반영한다. 군 조직의 특수성이 강조될수록 사회
로부터 독립해 있는 군 사법제도의 운영 필요성이 강조된다. 반면 사회의 민주화가
1) 한국일보, 2003. 10. 29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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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고 시민사회권력이 강화될수록 독립적인 군 사법제도는 영향력을 상실한다.
군 사법제도는 군대의 효율적 관리・운용이라는 가치와 군인의 인권보장이라는 가
치가 충돌하는 영역이기도 하다. 오늘날 군대 내에서의 인권보장이 중요한 가치로 등
장하면서 각국의 군 사법제도는 변화와 개혁에 직면하고 있다. 군대 내 인권문제는
한 국가의 인권상황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로 등장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도 현행 군 사법제도의 법적 기초가 되는 군사법원법을 인권과 법치
국가원리에 맞게 고치려는 노력이 정부와 시민사회 양쪽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한 노
력들이 제대로 결실을 맺으려면 군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가 선행되어
야 한다. 그간의 논의를 통해 현행 군 사법제도가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가 하는
점은 어느 정도 밝혀져 있다. 그러나 군 사법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개선안과 대안을 만드는 작업은 충분히 전개되지 못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이제까지 군 사법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제
기되었던 문제점들을 점검․평가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군대는 민주주의 사회 속에 편입되어 있는 비민주적인 조직이라는 말도 있다.
명령과 복종에 의해 움직이는 군대사회를 민주주의적으로 조직한다는 것은 물론 어
려운 일이다. 그러나 그러한 조직도 민주주의, 입헌주의라는 틀 내에서 존재한다. 군
대를 민주주의 원리 속으로 편입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정도의 요청을 만
족시키는 것이다.
첫째로 군에 대한 정치적 지도를 강조하는 것. 이것은 독일 군사헌법에서 말하는
정치우선 혹은 군에 대한 내면적 지도(innere Führung)를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2) 둘
째, 군대를 헌법적 질서와 전시국제법에 구속되도록 하는 것, 셋째, 인간의 존엄성 존
중, 넷째 개인에 대한 법치국가적 보호이다. 이런 것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군대는 이

2) 내면적 지도 혹은 내면지도(innere Führung)란 독일 연방군대내에서 통용되는 사회정책적,
군사-교육적 행위이론으로, “제복을 입은 시민”(Staatsbürger in Uniform)이라는 헌법정책상
의 기본이념을 구체화한 것을 말한다. 헌법의 효력은 내면지도를 매개로 군대 내에서도 보
장된다. 군사적 요청을 내세워 군인의 기본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 개념에 대해 설명
하는 글들은 많으나 그에 대한 정확하고 구속력 있는 정의는 없다. Martin H. W.
Möllers(Hrsg.), Wörterbuch der Polizei, 2001, innere Führung 항목. 이 개념의 등장배경 및
역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水島朝穗, 現代軍事法制の硏究 , 日本評論社, 2000, 57-77면 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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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민주주의 헌법에 부합하는 군대”가 아니라고 한다. 특히 앞으로 우리가 논의할
군 사법제도와 관련시켜 얘기하면 군인의 법적 보호 관점에서, 군인 및 예비역에게도
실질적 의미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는 것은 군대를 민주주의 국가체제 내로 편입하
는 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군 사법제도의 민주화 혹은 군 사법제도의 법치주의화를
추진한다는 것과 군대를 완전히 민주적인 조직으로 만든다는 것은 다르다는 사실이
다. 군대 자체를 민주적 조직(지휘관 선임이 선거에 의해 이루어지고, 하급장교들의
다수의사로 부대 운영을 결정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으로 만들기는 어렵지만
군에 대한 법치주의적, 입헌주의적 통제를 강화할 수는 있다. 그러나 군은 차원이 다
른 양자를 애써 동일한 차원에서 이해해왔고, 그 연장선에서 군에 대한 민주주의적,
입헌적 통제를 거부해 왔다. 그러한 거부감을 극복하려면 군에 대한 민주주의적, 입
헌적 통제의 의미, 그것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로서 군 사법제도 개혁의 정확한 의미
를 제시하는 법리부터 연구해야 한다.
3. 군 사법제도에 대한 개혁논의는 군 사법제도의 공정성뿐만 아니라 군 사법제도
의 효율성의 차원에서도 제기될 수 있다. 군 사법제도의 효율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첫째, 군 사법제도도 사법제도의 한 부분으로서 문제된 사건을
얼마나 공정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경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하는 측면과 둘째,
군 사법제도에 투입되는 사회적 비용(Cost)에 비하여 그 편익(Benefit)은 어느 정도 인
가하는 측면이 그것이다. 이러한 관점들도 군 사법제도의 개혁문제를 연구하는 데에
서 이론적인 측면 못지않게 중요하다. 예컨대 군 사법제도가 비용 대 편익의 비교에
서 현저하게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을 고치지 않아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4. 우리는 이 연구를 시작하면서 군 사법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이탈리아 상
원의원인 주세페 스캔두라 의원의 아래의 진술을 우리 연구의 기본적인 입장으로 삼
았다.
군 사법제도 개혁을 통하여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을 보다 공정하게 처
리하게 된다면, 군 자체에 대한 시민사회의 평판이 높아져 신뢰받는 군대가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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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3)
군 지휘관들은 사법권의 지휘권의 한 내용으로 포함시킬 때 군을 일사분란하게 지
휘․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을 지휘권의 효율적 운용이라는
측면에서 정당화한다. 그러나 외국의 사례들을 통해 경험상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공
정하고 독립적인 군 사법제도야 말로 장기적으로 볼 때 군 지휘권의 효율적 운용에
도 기여한다고 사실이다.

2. 각국에서의 군 사법제도 개혁논의
가. 개관
외국의 군 사법제도를 검토해보면 군 지휘관에게 사법권까지 부여하는 전통적인
군 사법 운용방식이 급격히 와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군 사법권의 행사와 군 지
휘권을 연계시키는 근대 초기 이래의 낡은 전통은 급격히 사라지고 있다.
몇몇 나라들은 군 사법권과 군 지휘권을 연계시키는 전통을 군국주의 유물로 이해
하면서 이미 제1차 세계대전을 전후해서 군사법원을 폐지하였다(덴마크 1919년). 독일
과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이후 군사법원을 폐지하였다. 미국은 2차 대전이후
군 사법제도를 대폭 개혁하여 현재와 같은 군사법통일법전(UCMJ)을 만들었다. 프랑
스는 인도차이나 반도, 알제리에 대한 식민지 지배권을 상실한 1960년대 이후 군 사
법제도 개혁을 논의하여 1980년대 초에 군 사법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였다. 스페
인에서는 프랑코 독재정권 시절 만들어진 군사법제도를 1980년 이후 개혁하였다. 냉
전체제가 해체된 이후에는 보다 많은 나라들에서 군 사법제도 개혁이 논의되거나 실
천되었다. 네덜란드와 포르투갈은 1991년과 1997년에 각각 평시의 군사법원을 폐지하
였다. 스위스에서는 1973년과 1990년에 평시 군사법원폐지법안이 각각 제안되었으나
통과되지는 않았다. 이탈리아의 경우 1981년의 법 개정을 통해 민간인이 군사법원의
재판을 주재하도록 했다.4) 이후 1990년대 중반 양원 합동 헌법개혁위원회가 최소한
3) Giuseppe Scandura의 발제문. 이 발제문은 http://www.giustiziamilitare.difesa.it에 게시되
어 있다.
4) Giuseppe Scandurra의 발제문(http://www.giustiziamilitare.difesa.it)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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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시의 군사재판은 폐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5) 미국에서는 군사법통일
법전 시행 50주년을 계기로 동 법률에 대한 개혁이 논의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콕스 위원회(Cox Commission)의 활동이다.6)
대법원과 군 항소법원의 판결이 중요한 역할을 한 캐나다, 인종차별주의 시기의 군
사법제도를 위헌으로 본 남아프리카 공화국, 뉴 사우스 웨일즈의 대법관인 아바디
(Abadee)의 보고서에 기초하여 개혁의 필요성을 고려하고 있는 호주, 군 항소심 법원
의 창설의 권고를 받은 인도 등도 군 사법제도 개혁이라는 큰 흐름과 마주하고 있
다.7) 또한 많은 나라에서 군사법원의 폐지를 목적으로 한 헌법소송이 제기되고 있
다.8)
이처럼 지휘권을 가진 자만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한 과거의 체제는 오늘날 대부
분의 국가에서 극복되었거나 그 극복이 논의되고 있다.

나. 최근 군 사법제도 개혁논의의 배경
군대에만 적용되는 독자적인 군사법원, 군 사법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여러 이유를 들어 군 사법제도 개혁 요청에 맞서고 있다. 예컨대 이탈리아 국제청문
회에서 움베르토 카푸쪼(Umberto Cappuzzo) 장군은 다음과 같은 이유들을 들어 군
사법제도 개혁에 반대하고 있다.
첫째, 군사재판은 군이라는 특수하고 전문적인 조직을 이해하는 자만이 할 수 있다.
둘째, 군검찰과 군 판사 같은 군 사법제도 종사자들만이 사실관계와 범죄자의 성격
파악을 정확히 할 수 있다. 셋째, 군사재판은 신속한 재판을 통하여 범죄자를 처벌해
야 한다는 군의 요청에 부응할 수 있다. 넷째, 군사재판을 일반법원이 담당하면 군의
정체성(아이덴터티)이 훼손될 수 있다. 다섯째, 군사재판은 일종의 확대된 징계위원회

5) Vindicio Bonagura 발제문(http://www.giustiziamilitare.difesa.it) 중에서.
6) 콕스 위원회에 대한 간단한 소개는 박주범, ｢외국의 군사법원/군사법원의 존립목적｣,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군 사법 개혁을 위한 토론회 , 2003. 4. 16., 23면.
7) Eugene R. Fidell, "A World Perspective on Change in Military Justice", Eugene R. Fidell
& Dwight H. Sullivan (Ed.), Evolving Military Justice, Annapolis, Naval Institute Press,
2002, 209면.
8) 이상 설명한 나라들 중 덴마크, 독일, 프랑스, 스페이인, 이탈리아 등 유럽국가와 미국에 대
한 자세한 설명은 제6장 비교법적 검토 부분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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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anded disciplinary council)이므로 사법체계와는 무관하다.9)
나아가 군 사법권의 개혁문제는 한 나라의 사법(司法)체계의 개혁과 맞물려 있으며
개혁논의에서는 그 나라의 사법전통을 아울러 고려하여 신중하게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러나 군 사법제도의 개혁은 시대적 요청이며 변화된 군사 환경・조건을 고려할
때 불가결하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인권의 원리, 사법제도의 통일적 운영
원리 등 헌법적 요청이 군의 특수성, 군사법체계의 특수성 논리 보다 우월한 가치를
갖고 있다는 생각이 대다수 국가에서 공유되고 있다.
그러한 점을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앞서 잠시 언급한 콕스 위원회가 제시한 이른
바 ‘쟁점목록(Topics of Consideration)’이다. 동 위원회는 군 사법제도 개혁을 논의할
때 고려해야 할 점들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그 쟁점들을 이해관계인들에게 제시한 바
있다.10) 논의해야 할 쟁점목록은 전체 12개의 장으로 분류되었는데, 장별로 다시 세
부적 쟁점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에서 총론적인 부분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총론에서는 우선 의회가 미국군사법통일법전에 대해 재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이 중 미국의 군사법통일법전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군 사
법제도 개혁에서도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군사법통일법전의 시행 이후의 인구 및 군대조직과 관련한 사회적・체계적
변화는 의회에 의한 군 사법제도 전면 재검토를 정당화하는가?
둘째, 다음 사항들 중 어느 것 하나 혹은 전부가 군사법통일법전의 재검토 필요성
을 제기하는 요소들인가?
① 여성 병력의 증가
② 지원병 제도
③ 현대전의 원리
④ 합동참모부에 의한 지휘체계
⑤ 다국적 지휘체계
⑥ 기혼 및 유자녀 병력의 증가
9) Umberto Cappuzzo의 발제문(http://www.giustiziamilitare.difesa.it) 중에서.
10) http://www.badc.org/htmlmilitarylaw_art_specificfnl.htm에 이 목록이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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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전쟁 선포 없이 이루어지는 해외군사작전의 증가
⑧ 해외파병에 동행하는 민간인이 존재한다는 사실
⑨ 인권에 대한 국제적 관심
⑩ 군형사법 분야에서의 국제적 변화
⑪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이 미치는 영향
⑫ 국제인권기준의 강화
⑬ 특히 지휘 및 통제문제에 적용되는 기술상의 변화들
⑭ 세대차와 관련한 정보, 예컨대 인터넷 및 전자금융사회에 대한 접근 및 이용가능
성과 관련한 세대별 대응차이
⑮ 장기간 지속되는 평화유지활동의 증가
⒃ 프라이버시/성생활과 관련된 기준의 강화
⒔ 교육수준이 높아진 병력
이상의 쟁점목록, 고려요소들은 미국의 군 사법제도개혁을 위해 설정된 것이지만
다른 나라에서의 개혁논의에도 참고가 된다. 또한 실제로 위에서 제시한 요소들을 중
심으로 군 사법제도 개혁이 논의되고 있기도 하다. 특히 위의 17가지 고려사항 중에
서 몇몇은 군 사법제도 개혁논의에서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들로 보인다. 예컨대
1, 3, 9∼17번이 그에 해당한다.
여성 병력의 증대는 남성 중심 군대의 법률, 군기, 그리고 처벌방식에 대한 근본적
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예컨대 여성병력에 대한 성폭행범죄가 심각한 수준인 것
으로 밝혀진다면 그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의 군 사법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의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병력중심 군대에서 군사장비운용군대로의 변화로 특징 지워지는 군대구성의 변
화․현대전 원리의 변화는 흔히 주장되는 “군대는 특수하다”는 식의 접근방식을 재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예컨대 기술의 발전, 냉전체제의 붕괴로 군 정
보기관의 존립근거는 사라졌으므로, 앞으로 군대 내에 군 정보기관을 따로 둘 필요가
없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과거 냉전체제시절에는 어느 한곳(예컨
대 적국의 핵심부)의 정보를 비밀리에 수집하는 능력이 중요했고, 군대 내에 침투해
있을지도 모르는 스파이를 적발하는데 사활을 걸었다. 이를 위해 개별 장병들을 감시
하고 통제하는 것도 군 정보기관의 몫이었고, 정보누출행위는 군 형법에 의해 강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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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처벌하였다. 그러나 냉전체제의 해체, 정보화가 진행되면서부터는 과거 냉전체제
시절처럼 어느 한곳(예컨대 적국의 핵심부)의 정보를 비밀리에 수집하는 능력이 중요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고, 또한 공개되어 있는 텍스트들의 콘텍스트
를 이해․분석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해지게 된다. 공개되어 있는 텍스트들의 콘텍스
트를 이해․분석하는 작업을 누가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논의대상이지만 분명한 것은
군 정보기관이 그 일을 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오랫동안 방첩활동, 군사기밀유지
활동에만 집중해온 기구들이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11)
제3장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과 평가’ 부분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사회
에서도 기무부대의 수사권 폐지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방금 소개한 내용은 기무부대
자체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다. 다만 그러한 주장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군사 정보기관이 현실과 관련되어 있는 데 비해 전직 군 법무관과의 심층면접
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장도 제기되었음을 부연해 둔다.
사실 군 정보부대는 군 내부의 쿠데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다. 이
전 정권 모두 군의 통제를 위해 기무부대를 활용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후진적 방식
의 통제이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사법기관을 통해 정당한 통제를 하여야 한다. 아직
까지도 예컨대 기무사가 보호하는 장군에 대해서는 수사조차도 어렵다. 기무의 폐해
는 심각하므로 수사권을 제한해야 한다.12)
결국 군대를 시민사회로부터 분리된 특수사회로 보는 시각은 이제 더 이상 유지하
기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군대의 특수성 논리가 후퇴하고, 군 사
법권의 일반 사법권 내로의 통합논의13)가 나오는 것도 이러한 시대 변화, 시각의 변
화와 무관하지 않다.
또한 특별히 주목할 부분은 인권에 대한 국제적 관심, 국제인권기준의 강화, 프라
이버시 기준의 강화에 발맞추어 군 사법제도를 개혁해야 할 필요성은 없는가 하고
11) 독일의 정보법학자 바이헤르트의 분석이다. Thilo Weichert, “Zur Notwendigkeit der
Reform der deutschen Geheimdienste”, http://www.aktiv.org/DVD/Themen/start.html
수록
12) 후술하는 Ⅴ.1, 129면 참조.
13) 사법권의 통일적 운용원리에 대해서는 후술하는 Ⅶ.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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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어보는 항목들이다. 실제로 군 사법제도의 개혁논의에서 외부적 충격은 인권과 관
련된 부분에서 오고 있다. 예컨대 군인은 특별권력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에 법률에 의
거하지 않고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논리가 우리의 경우에는 예나 지금이나
관철되고 있다. “기본권을 제한할 때에는 반드시 법률에 의거해서 하라”는 헌법의 원
칙은 군대행정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 외국의 예를 보면 군인은 특
별권력관계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법률의 근거 없이도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식
의 논리는 오늘날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 일례로 유럽연합(EU) 국가 중 군인의 권리
를 특별권력관계론에 입각하여 설명하거나 정당화하는 나라는 없다고 한다. 유럽연합
의 회원국들은 군인의 권리제한은 반드시 법률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한다.14) 군인의 권리 영역에서의 그러한 실체적 변화는 당연히 군인의 권리에 대한
절차적 보장에 대한 관심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다. 즉, “사법권의 존재이유가 기
본적 인권의 보장에 있다고 한다면 사법권의 한 부분인 군 사법권 또한 기본적 인권
을 보장하는 장치들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요청이 자연스럽게 제기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국민들은 “국가가 국민에게 군복무 의무를 부과한다면, 국가는 국민에게 적
절하고 권한이 있으며, 공정한 군 사법당국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당당하게 요청
하게 된다.
예컨대 미 연방대법원의 긴스버그 판사는 “군인이 입대할 때 자신이 갖는 헌법상
의 권리와 법적 보호를 유보하는 것은 아니다. … 군대의 구성원은 지휘관의 관대함
에 의해서가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대로 법적인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15)이라
고 지적했는데, 그의 지적처럼 군인이라고 해서 헌법상의 권리와 법적 보호를 유보해
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보편화되고 있다.
군인의 인권에 대한 관심은 사회․군대를 둘러싼 환경이 냉전체제 이후 근본적으
로 변했다는 인식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에는 각국의 군 사법제도의 근
간이 된 1945년 이후의 법제를 국제인권규범에 맞추어 개정해야 한다는 생각도 당연
히 포함된다.16)
14) Georg Nolte, “Europäische Wehrrechtssysteme als Ausgangspunkte für europäische
Streitskräftestrukturen”, 2002년 10월 11-12일 양일간 뮌헨에서 개최된 2002년 독일 군사법
학회 발표문 중에서. www.deutsches-wehrrecht.de/DtGfWuHV/MuenchenerTagung.htm
참고.
15) Weiss v. United States, 000 U. S. u10446(1994).
16) Amnesty International, Fair Trials Manual, Amnesty International Publications, 1998,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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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국제인권규약 B규약 제14조에 따른 권리는 모든 법원에서 보장되어야 하므
로 군사법원이 그러한 요청, 특히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 의한 공정한 공개심리
를 받을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개혁대상이 된다는 주장을 각국 정부들은 더
이상 외면할 수만은 없다. 실제로 국제인권규약 제14조의 유럽판인 유럽인권협약 제6
조가 규정한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여부가 논란
이 된 ‘핀들리 대 영국 사건’ 이후 영국 정부는 군 사법제도를 대폭 개혁한 바 있
다.17)
멕시코의 경우 고문에 관한 유엔특별 보고관(rapporteur)이 1998년 “군 관계자는
민간법원의 처벌에서 비껴나 있고, 일반적으로 군사재판에 의해 보호받는다”는 보고
서를 발표하였다. 나아가 보고서는 “민간인에 대한 군 관계자의 고문 기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과 같은 중요 범죄 사안은 공무 중 발생한 것과
관계없이 민간재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권고하였다.18) 멕시코의 시민들은 군사법
제도 개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19)
인권의 관점에서 보면 현 시기는 전례 없는 격동의 시기임에 틀림없다. 인권이라는
쟁점은 군 사법제도개혁을 추동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며 군 사법제도 개혁에서
빠질 수 없는 주제가 되었다.
최근의 군 사법제도 개혁논의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언급할 부분은 이른바 해외
파병 및 평화유지활동(PKO)으로 인한 변화 및 개혁필요성이다.20) 전 세계에 그것도

면 아래 참고.
17) 핀들리 대 영국사건에 대한 개괄적 소개: 포클랜드 전쟁 참전 후 중대한 정신장애로 시달
리고 있었던 원고가 동료를 총으로 위협한 일 때문에 군법회의에서 2년형을 선고받자 유
럽인권법원에서 영국의 군사법원제도의 위법성을 다툰 사건. 이 사건에서 유럽인권법원은
영국의 군사법원제도는 유럽인권협약 제6조가 보장하고 있는 ‘독립․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선고하였다. 동 법원은 판결이유 부분에서 군법회의 소집권, 군법회의
에 참여할 장교선임권, 군 검찰관 임명권을 모두 지휘관 한 사람이 갖도록 한 영국군사법
원제도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거론하였다. 판결문 전문은 아래 주소에 수록되어 있다.
http://hudoc.echr.coe.int/Hudoc1doc/HEJUD/sift/602.txt에 수록되어 있다. 국가인권위원
회, 군대 내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 서울, 2002, 부록에 우리말로
요약 번역되어 있다. 이 판결에 대한 해설은 Richard Clayton/Hugh Tomlinson, The Law
of Human Rights, Vol. 1, Oxford Univ. Press, 2000, 686쪽.
18) 국가인권위원회, 앞의 글, 362면.
19) Eugene R. Fidell, 앞의 글, 209면.
20) 국가인권위원회, 앞의 책, 3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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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의 병력을 파병하고 있는 미국정부는 “우리 제도를 잘 정비해야, 외국 파견부
대에서의 재판권 행사도 별 저항 없이 할 수 있다는 식”의 생각을 갖고 있다.21) 미국
인들은 평화유지활동 등과 관련하여 파병 미군에 대한 주둔국 내의 신뢰 제고 차원
에서라도 군 사법제도 개혁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즉, 해외파병 → 그
로 인한 문제점 발생 → 문제해결 혹은 개선 → 주둔국 내부의 반발 해소를 위하여
내부적으로 문제되는 것부터 해결하자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한다.

다. 쟁점들22)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군 사법제도 개혁은 당연히 각국의 상황에 따라 그 방식
에서 차이가 있다. 예컨대 군사법원의 설치를 전제로 군사법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군사법원의 폐지를 전제로 제도개
혁․변경을 시도하는 나라들도 있다. 일반적으로 말다면 세계 최대의 파병국, 군사대
국인 미국은 많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군사법원제도를 유지한다는 입장아래 동
제도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데 제도개혁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유럽의 다수
국가들은 군사법원 혹은 군사재판 자체의 폐지에 보다 관심을 갖고 있다. 따라서 후
자의 경우에는 군사재판의 공정성도 문제 삼지만 군대내의 사건・사고를 조사・수사
하고 기소할 권한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 조사 및 수사에 대한 국방부 혹은 지휘관의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는 방법, 군기를 유지하는 수단으로서 징계벌과 징계절차를 어
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보다 관심을 쏟고 있다. 각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쟁점들
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6장 비교법적 검토에서 다루므로 이하에서는 쟁점 목록을
중심으로 간단히 정리해 두기로 한다.
① 사법권의 공정성과 독립성 문제, 나아가 특별군사법원을 폐지하는 문제 - 최근
어느 나라라고 할 것 없이 각국은 군 사법권의 독립과 공정성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캐나다는 최근 군판사의 임기를 보장하는 개혁을 단행했

21) Eugene R. Fidell, 앞의 글, 214면.
22) 이하의 설명부분은 Eugene R. Fidell & Dwight H. Sullivan이 편집한 앞의 책과 Georg
Nolte (Ed), European Military Law Systems, De Gruyter, Berlin, 2003을 주로 참고하였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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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3) 반면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는 공정하고 독립적인 재판을 위해 평시의 군사재
판은 처음부터 일반법원이 담당하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점에 논의의 초점
을 맞추고 있다.
② 지휘관의 불법적인 영향력행사 차단 문제 - 군 사법부(법원, 검찰)에 대한 지휘
관의 불법적인 영향력 행사는 군 사법에 대한 치명적인 적으로 인식된다. 지휘관의
과도한 개입은 영국에서 특히 문제가 되었다. 이 부분은 핀들리 사건을 계기로 유럽
인권법원에 의해 크게 비판받았다. 다만 지휘관의 영향력 행사에 대해 불편해 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나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24) 지휘관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
해 구체적으로 검찰관이 관할관으로부터 독립하여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방
안 등이 논의된다. 군사재판절차와 관련하여 기소법정주의를 채택하는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논의된다. 재판단계에서는 관할관의 재판관여를 절대적으로 배제하는 장치
를 만드는 것이 쟁점이다.
③ 군인이 일반형법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군사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 -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점이 쟁점으로 되고 있으나 유일하게 미국
에서만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25)
④ 군인사건에 대한 검찰관을 누구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 - 고유한 의미의 군사재
판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나라들, 예컨대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등에서는 군 사법권
을 행사하는 별도의 군검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일반검사가 군 사법권도 행사한다.
별도로 군검찰관이 존재하는 나라에서는 군검찰과 군지휘부와의 관계가 문제가 된다.
벨기에에서 군검찰은 군지휘계통과 무관하게 존재하지만 영국과 덴마크에서는 그렇
지 않다(영국에서는 군법무관들이 군검찰기능을 수행하지만 그들은 지휘명령계통으로
부터 독립되어 있다). 스페인과 폴란드에서는 군검찰관이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다.
즉, 군검찰도 일반검찰과 마찬가지로 법무부에 소속되어 있지만, 국방부는 특별한 규
범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들 군검찰관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26)
⑤ 군 사법제도가 장교와 병사를 사실상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
안.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관할관 확인조치권이 장교에게 유리하게 행사되는 반면,27)
23)
24)
25)
26)
27)

Eugene R. Fidell, 앞의 글, 214면.
Eugene R. Fidell, 앞의 글, 214면.
Eugene R. Fidell, 앞의 글, 215면. 우리나라에서도 이 점은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Georg Nolte (Ed), 앞의 책, 168-169면.
이러한 사실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관할관의 감형권 행사의 형평성에 대한 제4장의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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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반대로 장교에게 불리하게 행사되고 있다.28)
⑥ 약식처벌(약식명령)절차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하는 문제.29)
⑦ 관할관의 확인조치권에 대한 재검토
⑧ 군사법원판결에 대한 민간법원의 심사 - 군사문제를 다루는 특별 항소법원이 있
어야 하는지, 설치해야 한다면 군인(비법률가를 포함하여)이 구성원이 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이 쟁점이 된다. 미국의 경우, 군사항소법원(Court of Appeals for the
Armed Forces)의 판사는 민간인 중에서 임용하도록 하고 있다.30)
⑨ 제재의 수단으로서 징계 - 징계권의 본질, 징계와 형벌・형사소추의 관계, 가능
한 징계수단의 법정(法定) 및 그 한계설정, 징계조치와 인권, 징계절차, 징계절차에서
의 피징계자 권익보장장치 등이 논의된다.
⑩ 기타 - 수사의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독일에서 헌병은 행정경찰
권만 갖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헌병의 수사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가. 연구의 방법
1) 문헌분석방법
현행 군 사법제도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위하여 관련 문헌을 검토하였다. 외국의
군 사법제도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문헌 외에 보고서31) 등을 참고하였다.
2) 설문과 면접 조사방법
분석(Ⅳ. 2.)을 참고하라.
28) 미국 군법무관과의 면담에서 나온 진술이다. 부록-6을 참조.
29) 약식명령절차와는 구별되지만, 간이절차인 한국의 즉결심판절차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하는 것도 쟁점이 될 수 있다.
30) Eugene R. Fidell, 앞의 글, 215면.
31) 예컨대 독일에서는 군 감찰위원이 매년 의회에 군사문제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런
류의 보고서는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독일의 연방 군 감찰위원의 보고서 내용은
아래 주소에서 개략적으로 소개되어 있다. http://www.bundestag.de/gremien15/145/145
jah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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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및 보고서(외국의 보고서 포함)에 대한 검토와 함께 실태조사도 병행하였다.
실태조사를 위해서는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등의 방법을 동원하였다.
설문조사는 군 피의자・피고인 그리고 군 교도소 수형자, 헌병수사관 출신 전역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군 사법과정 전반에 걸쳐 그 실태가 어떠한지에 대해 파악
하고자 하였다. 또한 설문조사를 보완하기 위해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 및 헌병수사관
출신 전역자 등을 중심으로 별도의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다만 헌병수사관 출신 전
역자와의 면담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여 이 부분의 심층면접은 국방부 합동조사단
이 보내온 서면답변으로 대신하였다.

나. 연구의 구성 및 한계
이 연구에서는 일단 현행 군사법원법의 현황을 법적・이론적 측면과 현실적 운영
의 측면으로 나누어 정리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법적・이론적 측면과 관련해서는 현
행 군사법원제도를 개관하고, 관련된 선행연구를 정리하였고, 현실적 운영의 측면과
관련해서는 군사법원의 운영실태에 대한 실증적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여러 견해들에 대하여 검증하고 여기에 다시 외국의 법제를 검토한 다음, 최
종적으로 우리의 헌법 아래에서 가장 바람직한 군 사법제도의 상을 도출해보고자 하
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작성된 이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우선 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군 사법제도의 개념과 군 사법제도의 법
적 규율 부분을 먼저 살펴보았다. 군 사법제도의 법적 규율 부분에서는 군 사법제도
의 법적 근거들인 헌법, 군사법원법과 군사법원법의 시행을 위한 하부규정들을 차례
로 살펴본 뒤, 군사법원법과 그 하위 규범들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특히 군 사법조
직이 사법법(司法法)인 군사법원법이 아니라 행정조직법인 국군조직법과 그 하위법령
에 의해 규율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였다. 이어 3.에서는 군사법원법에 대한 개괄적
인 검토를 하였다. 군사법원법의 연혁을 위시하여 군사법원법의 주요 내용을 관할관,
심판관, 군판사와 군검찰 등 주요 제도별로 정리하였다. 끝 부분에서는 군사법원의
법적 성격도 아울러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선행연구의 분석과 그 평가를 하였다. 선행연구의 범위에는 학술적인
논문에 한정하지 않고 국방부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군 사법제도 개선안 등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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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연구의 하나로 다루었다. 또한 다양한 선행연구들을 쟁점별로 묶은 뒤, 각각 ‘군사
법원 개선론’, ‘군사법원 폐지론’, ‘군사법원 존치론’으로 정리하였다. 각 주장의 논거
를 검토한 뒤, 그 논거들의 한계, 문제점도 언급하였다. 선행연구의 분석과 평가를 통
해서는 군 사법제도 개혁 논의의 현주소를 보여주려고 하였다. 끝 부분에서는 ‘국방
부 군 사법제도 개선안’의 기본시각과 주요 내용을 검토하였고, 그에 대한 평가도 덧
붙였다.
제4장에서는 군 사법제도의 운영 및 인권침해 실태에 관하여 통계적인 자료를 얻
기 위하여 군 교도소 수감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소개 및 분석하였다.
군 교도소 수감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이들이 군 사법제도의 전 영역을 경험한 자라
는 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제5장에서는 군 사법제도 내부에서 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
였던 군 법무관들과 헌병 수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의 결과와 그 분석을
다루었다. 군 사법제도의 실제 담당자로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과 그 해결방
안을 살펴봄으로써 군 사법제도의 실상과 문제점을 보다 적나라하게 보여주고자 하
였다.
특히 전직 군법무관들과의 심층면담을 통해서는 현행 군 사법제도는 어떤 방식으
로든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실, 군사법원이 독립성과 공정성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사
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대체로 군사법원의 폐지에 동의한다는 의견과 군 검찰의
독립성과 역할은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 등을 들을 수 있었다. 이러한 면담결과가 우
리의 결론도출에도 영향을 주었음은 물론이다.
제6장에서는 비교법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종래의 비교법적인 연구가 여러 나라
의 제도들을 지나치게 일반화하여 서술하고 있다는 한계를 고려하여 우리 현실에서
의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외국의 제도들을 정확하게 소개하고자 하였다.
이 장에서는 특히 '일반화의 오류‘와 관련하여 종래의 ‘군사법원 모형’의 부정확성
을 지적하고자 하였다. 군 사법제도를 유형별로 분류하는 것이 각국 군 사법제도의
이해에 도움이 되려면, 그리고 그것이 한국의 군 사법제도 개혁에 도움이 되려면 보
다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기준에 따라 각국 제도를 비교 검토하는 작업이 선행해야
한다는 사실도 아울러 지적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유럽 8개국의 군 사법제도를 비교적 자세하게 소개하였다.
제7장은 이 연구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현행 군 사법제도의 개선방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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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었다. 우선 군 사법제도와 관련된 법 이론적 검토를 하였는데, 헌법과의 조화문
제, 즉 현행 군사법원법 등이 헌법합치적인가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현실적
인 차원의 대안제시 단계에서는 중․장기 개혁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
으며, 필요한 경우 단기적 조치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그밖에 부록에 ‘헌병수사관 설문지 분석’과 ‘미국의 군 사법제도’, ‘군 징계절차에
대한 비교법적 자료’ 등을 포함시켰다. 헌병수사관 출신 전역자에 대한 설문조사는
모든 응답자가 50대 이상, 그것도 60대 이상으로 추정될 뿐 아니라 전역 후 기간도
평균 21년이어서 최근 수사헌병의 실태를 보여주는 자료로서의 신뢰성을 부여할 수
없어 부록으로 첨부하게 되었다. 다만 과거 수사헌병을 담당했던 경력자들의 인식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의 의미가 있고, 향후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부록에 포함시켰다. ‘군 징계절차에 대한 비교법적 자료’는 앞으로 군 사법제도
개혁 논의와 함께 진행되어야 할 ‘군 징계절차 개혁’과 관련하여 귀중한 비교법적 관
점을 제공한다고 보아 부록에 포함시켰다.
현재 국방부는 군 사법제도의 개혁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준비 중이다. 이 연구는
그러한 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해주며 또한 그에 대한 대안의 구상을 가능
하게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연구는 군 사법제도의 중,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데에도 유용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다만 현실적인 접근의 한계 때문에 관할관, 군판사, 군 검찰, 군 헌병 등 군 사법실
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
이 있다.

- 16 -

Ⅱ. 우리나라의 군 사법제도 개관
1. 군 사법제도의 개념
군 사법제도(軍 司法制度)의 의미에 대해 통일적인 정의는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문헌들이 사용하고 있는 군 사법제도의 의미는 대체로 미국의 군사법통일법전(the
Uniform Code of Military Justice: UCMJ)에서 말하는 Military Justice를 번역한 것으
로 보인다. 미국에서 군 사법이란 군 사법제도를 규율하는 법전을 의미한다. 구체적
으로 군 사법의 범위는, 군대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형사사건 및 징계사건에 대
한 실체법과 절차법을 포괄한다.32) 이러한 의미의 군 사법제도에는 범죄와 형벌에 대
한 실체법적 규정들, 징계와 관련된 각종 제재에 관한 규정들 그리고 형사실체법과
징계사유에 관한 절차법적 규정들 및 군사법원등과 관련된 조직의 구성 등이 포함된
다. 군 사법제도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절차적 권리 부분도 군
사법제도의 내용에 포함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군 사법제도 개혁과 관련하여 주로 문제
되고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형사사건과 관련된 절차적 규정, 즉 군사법원법이다. 이
러한 의미에서의 군 사법제도는 ‘군형사재판제도’라고 불리기도 한다.33) 군 내부의 징
계절차도 미국식 관점에서 보면 군 사법제도의 한 부분에 포함되나 이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따라서 징계와 관련하여 현재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있는 징계에 의한
입창도 정면으로 다루지 않기로 한다.34)
이렇게 보면, 이 연구에서 포괄하는 군 사법제도의 범위는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수
사단계, 공소제기의 단계, 공판의 단계 및 공판 이후의 절차와 집행단계 등의 군 사
법제도의 전 영역을 포괄하고 주체의 측면에서는 헌병, 군검찰, 군사법원 및 지휘관
(그리고 법무참모) 등이 포함된다.

32) Black's Law Dictionary(6th. ed.), West Publishing Co., 1990, 257면.
33) 이수경, ｢현행 군형사재판제도에 관한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군사법원 심판기관을 중심으
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1면.
34) 다만 징계절차의 개혁과 관련한 기본적 입장은 결론 부분에서 간단히 언급하였다. Ⅶ. 2.
라. 3) 참조. 한편 유럽 각국의 징계법제에 대한 소개는 부록-7에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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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 사법제도의 법적 규율 검토
이하에서는 우선 군 사법제도의 법체계와 조직체계에 대한 법적 규율을 개괄한 다
음 그러한 법체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하는 순으로 정리하였다.35)

가. 군 사법제도의 법체계와 조직체계
군 사법제도의 법체계와 조직체계에 대한 법적 규율은 한편으로 군사법원의 설치
근거, 다른 한편으로 군 사법제도를 구성하는 조직의 법적 근거와 조직체계로 구성된
다.
1) 군사법원의 설치근거
헌법은 군사법원의 설치근거를 “제5장 법원” 편에서 규율하고 있다. “특별법원”으
로서 군사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 ‘일반법원’이 아닌 별
도의 조직법적 근거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에 따라 법원조직법(일부개정
2001.1.29 법률 제06408호)과 별도로 군사법원법이 제정되어 있다. 그 아래 군사법원
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군사법원의조직에관한규정(대통령령)이
있다.
헌법(제정 1948.7.12, 공포 1948.7.17, 9차개정 1987.10.29 전문개정)
제101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제110조 ①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③ 군사법원의 조직ㆍ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35) 군 사법제도의 법체계에 관해서는 군 사법제도의 법체계와 조직체계의 문제점을 일목요연
하게 정리한 선행연구가 있다. 김경환 변호사의 ｢현행 군사법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개
선방안｣(참여연대, 군사법원에 의한 형사재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2002. 11. 11)이 그것
이다. 아래 서술의 골격은 김경환 변호사의 연구에 힘입은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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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06627호)
제1조 이 법은 헌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 ④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제정 2000.6.27 대통령령 제16861호)
제1조 이 영은 군사법원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군사법원의 조직 및 업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군사법원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2) 군 사법제도를 구성하는 법무조직의 법적 근거와 조직체계
군 사법제도를 구성하는 조직의 법적 근거와 조직체계는 한편으로 국방부 법무조
직, 다른 한편으로 각군과 각급부대 법무조직으로 구분된다.
가) 국방부 법무조직의 법적 근거와 조직체계
국방부 법무조직은 고등군사법원과 고등검찰부 그리고 법무관리관이 있다.
(1) 고등군사법원의 법적 근거
고등군사법원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국방부에 설치한다. 헌법은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하여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 구체적인 조직은 대통령령인 군사법원의조직에관한규
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헌법
제110조 ③ 군사법원의 조직ㆍ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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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① 고등군사법원은 국방부에 설치한다.
④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
제1조 이 영은 군사법원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군사법원의 조직 및 업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① 군사법원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에 설치된 고등군사법원에
고등군사법원장을 둔다.
② 고등군사법원장은 군법무관인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③ 고등군사법원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사법행정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
을 지휘․감독한다.
④ 고등군사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부장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고등군사법원에 부 및 필요한 부서를 두되, 그 조직 및 업무분장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⑥ 국방부장관은 재판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고등군사법원의 부로 하여금
군사법원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군본부보통군사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각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 부 및 필요한 부서를 두되, 그 조
직 및 업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2) 고등검찰부의 법적 근거
국방부장관소속 고등검찰부의 설치근거는 군사법원법 제36조 제2항이다. 그런데 그
헌법적 근거가 무엇인가는 판단이 쉽지 않다. 군사법원법의 헌법적 근거인 제110조
제3항인지 아니면 고등검찰부의 성격상 정부조직법의 헌법적 근거인 제96조인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 고등검찰부가 넓은 의미의
군 사법제도에 포함되어 군사법원법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 고등검찰부의 헌
법적 근거는 행정각부의 하나로서 국방부의 설치근거인 헌법 제96조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법체계상 군사법원법의 군검찰부 관련조항은 정부조직법의 특별법으로 이해
해야 할 것이다. 고등검찰부의 사무는 국방부장관소속 국방부검찰단에서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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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제110조 ③ 군사법원의 조직ㆍ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군사법원법
제36조 ② 군검찰부는 고등검찰부와 보통검찰부로 하고, 고등검찰부는 국방부와 각
군본부에, 보통검찰부는 보통군사법원이 설치되어 있는 부대와 편제상 장관급장교
가 지휘하는 부대에 설치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군검찰부의 설치
를 보류할 수 있다.
군검찰부의 조직에 관한 규정(제정 2000.6.27 대통령령 제16862호)
제1조 ① 이 영은 군검찰부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① 군사법원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에 설치된 고등검찰부 및 보
통검찰부에 관한 사무(관련 범죄정보업무를 포함한다)를 관장하고, 국방부 소관의 소송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국방부검찰단을 둔다.
제3조 국방부검찰단에 부 및 필요한 부서를 두되 그 조직 및 업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 군검찰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3) 법무관리관의 법적 근거
국방부장관은 헌법이 그 설치와 조직을 법률에 위임한 행정각부의 하나이다. 국방
부장관의 보조기관으로서는 정부조직법에 의해 위임 받은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대
통령령)에 따라 법무관리관(차관의 보좌기관)이 있다. 이 법무관리관이 군사법원과 군
검찰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
헌법
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정부조직법(1998.2.28 법률 제5529호 전문개정)
제1조 이 법은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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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③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관·차장·실장·국장 또는 부장 및 과장으로 한다. 다만, 외교통상부의 통
상교섭담당보조기관은 본부장·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행정자치부의 민방위재난담
당보조기관은 본부장·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과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
할 수 있다.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 2003.7.25 대통령령 제18055호)
제1조 이 영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 ① 법무관리관은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② 법무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군 사법제도에 관한 계획 및 그 시행의 지도․감독
2. 군사법원의 운영 및 군 검찰기관에대한 지도․감독
3. 일반사법 및 검찰기관과의 협조
4. 군사법원법에 의한 군 수사기관 및 군 교도소에 대한 지도․감독
5. 형의 집행․사면․감형․복권 및 가석방에 관한 사항
6. 군 보안관찰처분 및 군 사회보호처분에 관한 사항
7. 군법무관의 선발․관리 및 군법무관제도의 개선
8. 법제․사법에 관한 대국회업무
9. 법령안․훈령 및 예규안의 기초․심사
10. 국방관계 법령에 관한 자문 및 해석
11. 국방정책 및 계획에 관한 법적 검토 및 지원
12. 외국과의 군사협정 및 국제계약에 관한 법적 검토 및 지원
13. 행정심판․소청․인권옹호 및 징계업무
14. 특별배상심의회의 운영 및 지구배상심의회의 지휘․감독
15. 국방부소관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하여 제기된 행정
소송의 지휘․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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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법무조직의 법적 근거를 도표로 정리하면 <표 2-1>과 같다. 국방부 법무조
직의 체계는 국방부장관 아래 고등군사법원, 고등검찰부, 법무관리관으로 구성된다.
<표 2-1> 국방부 법무조직의 법적 근거에 따른 체계도36)
헌법

정부조직법

군사법원법

국방부직제령

군검찰부의조직에
관한규정

군사법원의조직에
관한규정

법무관리관실

고등검찰부

고등군사법원

<표 2-2> 국방부 법무조직의 체계37)
국방부장관

고등군사법원

고등검찰부

법무관리관

나) 각군과 각급부대 법무조직
각군과 각급부대의 법무조직은 보통군사법원과 보통검찰부 그리고 법무감실이 있다.
36) 김경환, 앞의 글, 10면을 참조하여 부분수정.
37) 김경환, 앞의 글, 11면을 참조하여 용어만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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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통군사법원의 법적 근거
각군과 각급부대에 설치된 보통군사법원은 군사법원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헌법은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하여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 구체적인 조직은 대통령령인 군사
법원의조직에관한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헌법
제110조 ③ 군사법원의 조직ㆍ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군사법원법
제6조 ② 보통군사법원은 국방부․국방부직할통합부대․각군본부 및 편제상 장관급
장교가 지휘하는 예하부대 또는 기관(이하 "부대"라 한다. 단, 수사기관을 제외한다)
에 설치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사법원의 설치를 보류할 수
있으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즈음하여 편성된 부대에 보통
군사법원을 설치할 수 있다.
④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
제1조 이 영은 군사법원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군사법원의 조직 및 업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① 군사법원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군본부에 설치된 보통군사법원
에 각군본부보통군사법원장(이하 "각군군사법원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 각군군사법원장은 군법무관인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③ 각군군사법원장은 각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법행정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
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각군군사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부장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각군본부보통군사법원에 부 및 필요한 부서를 두되, 그 조직 및 업무분장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군참모총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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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검찰부의 법적 근거
각군과 각급부대에 설치된 군검찰부의 헌법적 근거는 국방부검찰부와 같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위에서 살핀 대로 헌법 제96조를 들 수 있다. 보통검찰부 관련 대통
령령으로는 군검찰부의조직에관한규정과 군검찰사무운영규정이 있다.
헌법
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군사법원법
제36조 ② 군검찰부는 고등검찰부와 보통검찰부로 하고, 고등검찰부는 국방부와 각
군본부에, 보통검찰부는 보통군사법원이 설치되어 있는 부대와 편제상 장관급장교
가 지휘하는 부대에 설치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군검찰부의 설치
를 보류할 수 있다.
군검찰부의 조직에 관한 규정(제정 2000.6.27 대통령령 제16862호)
제1조 ① 이 영은 군검찰부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① 군사법원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에 설치된 고등검찰부 및 보
통검찰부에 관한 사무(관련 범죄정보업무를 포함한다)를 관장하고, 국방부 소관의 소송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국방부검찰단을 둔다.
군검찰사무운영규정(일부개정 2000.4.22 대통령령 제16793호)
제1조 이 영은 군사법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군검찰사무의 운영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① 각군참모총장 또는 그 명을 받은 보통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상급부대의
장은 검찰사무에 관하여 보통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예하부대의 검찰관을 지휘․
감독한다. 이 경우 각군참모총장 또는 상급부대의 장은 소속검찰부장으로 하여금 그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법무참모부(법무감실)의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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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군본부에 설치된 법무참모부(법무감실)의 헌법적 근거는 국군조직․편성의 법률
주의를 규정한 제74조 제2항이다. 그에 따라 국군조직법이 제정되었으며, 대통령령인
육군본부직제, 해군본부직제, 공군본부직제, 해병대사령부직제에 따라 각군본부에 특
별참모부로 법무감실의 설치근거가 마련되었다.
헌법
제74조 ②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국군조직법(일부개정 1999.1.21 법률 제05645호)
제14조 ① 육군에 육군본부, 해군에 해군본부, 공군에 공군본부를 둔다.
② 각군본부에 참모총장외에 참모차장 1인과 필요한 참모부서를 둔다.
④ 해군예하에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는 해병대사령부를 두며, 해병대사령부에 해
병대사령관과 필요한 참모부서를 둔다.
⑤ 각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의 직제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① 각군의 예속하에 필요한 부대와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부대와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되, 국방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육군본부직제[일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 제15989호]
제1조 육군본부는 육군의 정책․군사력건설의 소요제기․편성․교육훈련․인사․
군수․동원․예비군․작전지원 기타 육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조 ① 육군본부에 두는 참모부서는 일반참모부와 특별참모부로 구분한다.
③ 육군본부에 특별참모부로 비서실․정훈공보실․감찰감실․법무감실․인사운영
실․공병감실․헌병감실․부관감실․의무감실․군종감실․군사연구실 및 분석평
가실을 두고, 각 감실에는 감과 차감을, 비서실․정훈공보실․인사운영실․군사연
구실 및 분석평가실에는 각각 실장을 둔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각 참모부장․차장․감․정훈공보실장․인사운
영실장․군사연구실장 및 분석평가실장은 육군의 장관급 장교로, 차감 및 비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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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육군의 장관급장교 또는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제11조 법무감은 군사법원 및 군검찰의 운영, 군의 형사정책, 법령의 제정․개정, 법
령의 자문․해석, 법규관리, 소송, 배상, 행정심판, 징계 및 계약안과 조약안의 검
토 등 법무업무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해군본부직제[일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 제15990호]
제1조 해군본부는 해군의 정책․군사력건설의 소요제기․편성․교육훈련․인사․
군수․동원․예비군 및 작전지원 기타 해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조 ① 해군본부에 두는 참모부서는 일반참모부와 특별참모부로 구분한다.
③ 해군본부에 특별참모부로 비서실․정훈공보실․감찰감실․법무감실․교육훈련
감실․시설감실․헌병감실․의무감실․군종감실 및 해병보좌관실을 두고, 각 감
실에는 감과 차감을, 비서실 및 정훈공보실에는 실장을, 해병보좌관실에는 해병보
좌관을 둔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각 참모부장 및 해병보좌관은 해군의 장관급장교
로, 각 차장․감․차감 및 실장은 해군의 장관급장교 또는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제11조 법무감은 군사법원 및 군검찰의 운영, 군의 형사정책, 법령의 제정․개정, 법
령의 자문․해석, 법규관리, 해양법 및 국제법의 연구, 소송, 배상, 행정심판, 징계,
계약안 및 조약안의 검토 등 법무업무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공군본부직제[일부개정 2001.10.20 대통령령 제17391호]
제1조 공군본부는 공군의 정책․군사력건설의 소요제기․편성․교육훈련․인사․
군수․동원․예비군․작전지원 기타 공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조 ① 공군본부에 두는 참모부서는 일반참모부와 특별참모부로 구분한다.
③ 공군본부에 특별참모부로 비서실․정훈공보실․감찰감실․법무감실․교육훈련
감실․시설감실․헌병감실․의무감실 및 군종감실을 두고, 각 감실에는 감과 차
감을, 비서실 및 정훈공보실에는 실장을 둔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참모부장은 공군의 장관급장교로, 각 차장․감․
차감 및 실장은 공군의 장관급장교 또는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제11조 법무감은 군사법원 및 군검찰의 운영, 군의 형사정책, 법령의 제정․개정, 법
령의 자문․해석, 법규관리, 소송, 배상, 행정심판, 징계, 계약안 및 조약안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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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법무업무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해병대사령부직제[일부개정 2001.10.20 대통령령 제17392호]
제1조 해병대사령부는 해병대의 정책․편성․교육훈련․인사․군수․작전 기타 해
병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4조 ① 사령부에 일반참모처와 특별참모실을 둔다.
③ 특별참모실은 비서실․법무실․감찰실․정훈공보실․공병참모실 및 헌병참모실
로 하고, 비서실․법무실․감찰실 및 정훈공보실에는 실장을, 각 참모실에는 참모
를 둔다.
④ 각 처장․실장 및 참모는 해군의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제12조 법무실장은 군사법원․군검찰의 운영, 군의 형사정책, 법령의 제정․개정, 법
령의 자문․해석, 법규관리, 소송, 행정심판, 징계․계약안 및 조약안의 검토 등
법무업무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
<표 2-3> 법적 근거38)
헌법

국군조직법

군사법원법

각급부대/기관의설치령

군검찰부의조직
에관한규정 /
군검찰사무운영
규정

군사법원의조직
에
관한규정

법무참모부(법무감실)

보통검찰부

보통군사법원

38) 김경환, 앞의 글, 10면을 참조하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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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각군본부 조직체계39)
각군 참모총장
지
휘
관

관
할
관

법무감

법무/법제과

보통군사법원

고등/보통검찰부

<표 2-5> 군사령부/군단/사단 등 예하부대 조직체계40)
지휘관
법무참모
보통군사법원
상설화 여부?
법송(무)과

보통검찰부

나. 군 사법제도의 법체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
1) 권력분립원리와 사법권독립원칙의 침해 문제
헌법에 따르면,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고(헌법 제40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하며(헌법 제66조 제4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헌
법 제101조 제1항).
반면 입법권은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그것은 위헌법률심사제도의

39) 김경환, 앞의 글, 11면.
40) 김경환, 앞의 글, 12면.

- 29 -

존재이유이며, 우리 헌법상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권을 인정하는 이유이기도 하
다.
가) ‘행정사법’의 문제
그런데 군사법원에 관한 헌법규정이 제5장 법원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법원
과 군검찰이 국방부장관과 각군 참모총장 아래 조직되어 운용되고 있는 것은 권력분
립원리와 사법권독립원칙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다. 이것은 행정기관에 의한 사법권의
행사로서 헌법이 허용하고 있지 않은 이른바 ‘행정사법’이다. 만약 권력분립원리와 사
법권독립원칙에 예외를 인정할 중대하고 명백한 이유가 있다면, 그에 대한 명확하고
엄격한 요건이 부가되어야 할 것이다.
나) ‘행정입법’의 문제
그리고 군사법원법이 군사법원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 또한 헌법의
권력분립원리에 위배된다. 이것은 군사법원법이 한편으로 대법원으로 하여금 군사법
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군사법원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제4조 제1
항)과도 체계가 맞지 않는다. 예를 들어 다른 법률과 달리 국회법과 법원조직법에 시
행령이 없는 것은 권력분립원리에 따라 법률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입법인 대
통령령 등으로 정하도록 하지 않고 국회가 국회규칙으로써, 대법원이 대법원규칙으로
써 정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군사법원에 관한 사항은 사법작용이기 때문에 법
률이 정하는 것 이외의 법원조직과 재판에 관한 주요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게
함이 옳다고 본다. 다만 군검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당연할 것
이다.
다) 행정과 사법의 혼재
국방부검찰단에 관한 규정도 헌법상 권력분립원리에 반한다. 민간검찰은 검찰청법
에 의해 규율되어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법적 근거를 달리 하고 있다. 그런데
국방부검찰단은 군사법원법의 한 귀퉁이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것은 군검찰과 군사
법원의 분리를 통한 군사재판의 공정성 확보라는 군 사법제도의 기본이념에 반한다.
헌법상의 권력분립은 작용의 분리인 동시에 조직의 분리임에도 군 사법제도는 헌법

- 30 -

제110조를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하여 헌법원리를 침해하고 있다.
2)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침해
더욱이 대통령령에의 포괄위임은 중대한 헌법위반이다. 법률과 명령의 관계에 대해
서는 헌법 제75조와 제95조가 규정하고 있다. 즉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5조는 “국무총리 또는 행
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이라고 하
며, 법치주의원리의 핵심내용 중 하나로 보고 있다.
그런데 군사법원법 제6조 제4항은 전혀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헌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조직”) 동일하게 대통령령에 재위임하고 있다. 또한 군사법원법에서는 “조직”
과 함께 헌법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인 “권한”, “재판관의 자격”에 관한 사항과 사실
상 소송법적 규정인 수소법원에 관한 사항 이외에 조직에 관한 사항을 거의 규정하
고 있지 않다.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군사법원에 대한 규정을 법률인 군사법원법에 비교적
상세히 규율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에 개별적․구체적 위임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3) 군사법원제도의 하위규정의 문제점
한편 군사법원제도의 조직 및 그 구성을 유지하기 위한 하부규정이 제대로 정비되
지 않아 군 사법제도의 구제적 기관들은 법적 근거 없이 방치되어 있다.41)
우선 군사법원에 있어서 육군본부 군사법원의 경우 2000년 제정된 대통령령인 군
사법원의조직에관한규정42)으로 형식적이나마 조직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나, 사단,
군단, 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의 경우 군사법원법상 설치근거만 있고, 군사법원의조직
에관한규정에 의하더라도 조직규정이 없다.
마찬가지로 검찰부에 관해서도 군검찰부의조직에관한규정은 국방부 검찰단의 조직
41) 아래의 서술은 김경환, 앞의 글, 14면 참조.
42) 군사법원의조직에관한규정 제4조(각군본부군사법원장): 군사법원장은 제6조 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각군본부에 설치된 보통군사법원에 각군본부보통군사법원장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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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사단, 군단, 군사령부, 육군본부 검찰부의 경우 군검
찰부의조직에관한규정에 의하더라도 조직규정이 없다.
나아가 군사법원/군검찰부조직에관한규정(대통령령)은 조직규정상 필수규정인 부
서, 조직, 업무분장, 임기,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특히 군사령부이하
제대급의 보통군사법원의 경우 설치근거와 관할관, 서기는 있으나 조직규정이 없고
핵심 구성원인 군판사가 소속되어 있지 않아 상설기관 여부가 문제되고 있다. 그리고
재판관은 각 부대의 관할관이 육본소속 군판사와 부하장교 중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군사법원법 제25조) 수소법원의 경우 공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헌법규범에 맞는 군 사법제도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다. 특히 사법작용인 군사법원이 행정관청인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배치되어 그 영향
력 아래 있는 것은 중대한 헌법위반의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만약 예외가 필요
하다면 말 그대로 예외적인 요건이 명확하고 엄격하게 부가되어야 한다.

3. 군사법원법에 대한 개관
가. 서설
다음으로 현행 군사법원법의 연혁과 주요내용을 개관하기로 한다. 이러한 개관은
이후에 전개되는 여러 가지의 논의의 전제가 되는 기본적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고 이 연구의 최종결론부분에서 제시할 논거를 분명히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나. 군사법원법의 연혁
현행 군사법원법과 같은 형태로 군 사법제도가 성립된 것43)은 해방 후의 일이다.

43) 구 한말인 1904년 9월 18일 육군 군인의 범죄를 심판하기 위하여 군부대신의 직할 하에
육군법원이 설치된 적이 있었는데 그 직원으로는 원장 1인, 이사 3인 및 주사 9인을 두었
다고 한다(이수경, 앞의 글, 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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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11월 13일 미 군정청 법령 제28호에 따라 다음 해인 1946년 1월 15일 국방경
비대가 창설되고 이의 조직과 운영을 위하여 “조선경비법”44)이 제정・공포되었다(미
군정청 법령 제86호). 동법은 속성번역으로 인한 흠이 많아서 1948년 7월 5일 “국방
경비법”과 “해안경비법”으로 대체되었다. 1950년에는 국방부 훈령 제6호로 “공군형사
법임시조치에관한잠정규정”이 제정되었다.45) 국방경비법은 군사범죄에 관하여 실체적
규정과 절차적 규정을 함께 규정한 “미 육군전시법(Article of War: AOW)”과 동일한
내용과 체제를 가지고 있었고, 제2편에서는 죄를, 제3편 군법회의에서는 군형사소송
절차를 그리고 제4편 잡칙 제102조에서는 지휘관의 징계처분을 규정하고 있었다.46)47)
1948년 7월 17일에 제정・공포된 제헌헌법에는 군법회의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조
문이 없었으나 동 헌법 제100조 “현행 법령은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는 조문에 의하여 국방경비법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가 1954년 11월 29일
제2차 개정 헌법 제83조의 2에 의하여 비로소 헌법적 근거가 인정되었다.48) 동 조항
에서는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군법회의를 둘 수 있다. 단, 법률이 정하는 재
판사항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군법회의의 조직, 권한과 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조항을 헌법에 직접 규정하게 된 계기는 특
별법원으로서의 군법회의를 설치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이론이 유력하게 제기되었기
때문이었고 그에 따라 헌법 자체에 군법회의의 설치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헌법상 인권보장 조항과의 불일치나 상고심으로 규정된 대법원과의 절차법
의 미비 등으로 많은 논란이 생겨났다. 5․16. 군사구데타 이후 1962년에 법전 정리
사업의 일환으로 군형법, 군행형법과 함께 1962년 1월 20일 법률 제1004호로 군 형사
소송에 관한 단일법전인 “군법회의법”이 제정되어 동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49)
군법회의법 상의 소송절차는 1921년에 제정된 일본의 육군군법회의법과 해군군법
회의법을 계수하였고, 여기에 1950년에 제정된 미군의 군사통일법전을 계수한 국방경
비법상의 군법회의 제도를 참작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평가된다.50)
44)
45)
46)
47)
48)
49)
50)

1948년 7월 5일 공포 지시, 8월 4일 발효, 총 10개 장 5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수경, 앞의 글, 44면.
송영길, 앞의 책, 7면.
이점은 우리나라의 현행 군사법원법과 다른 점이다. 후술하는 Ⅵ. 4-3. 참조.
송영길, 앞의 책, 7면.
이수경, 앞의 글, 45면.
이수경, 앞의 글, 45면; 송영길, 앞의 책, 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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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민주화 요청에 의하여 헌법이 개정되고 이러한 헌법 개정에 맞추어 1987년
12월 4일 법률 제3933호로 군사법원법이 제정되었다. 헌법개정에 따라 종전의 군법회
의를 군사법원으로, 군법무사를 군판사로 각각 개칭하여 사법기관으로서 군사법원의
성격을 강조하였다. 군사법원법은 제1편의 군사법원 및 군검찰,51) 제5편의 전시・사
변시의 특례를 제외하고는 일반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52) 그러
나 군판사를 각군 참모총장과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전체적으로 군사법원
은 그 내용상 종전의 군법회의법과 큰 차이를 가져오지는 않았다.53)
1993년 12월 16일 법률 제4704호로 개정된 군사법원법은 구속영장 발부권자를 관
할관에서 군판사로 변경한 점, 군판사의 소속이 군사법원 설치부대에서 국방부 및 각
군 본부에 속하도록 변경한 점, 보통군사법원을 사단급에서 군단급이상 부대에만 설
치하고, 각군 본부의 고등군사법원은 폐지하고 국방부에만 설치하도록 변경한 점 등
의 특색이 있다.54)
1999년 12월 28일 법률 제6037호로 개정된 군사법원법은 형사소송법의 일부 규정
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이와 동일한 군사법원법 관계규정을 개정하는
등(제137조 제3항·제261조 제2항·제388조 단서 삭제 및 제418조) 1995년과 1997년의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양 규정을 일치시키기 위한 관계규정을 개정하였고, 즉결심
판제도를 도입하였다. 군단급 이상의 부대에만 보통군사법원을 설치하던 것을 사단급
이상의 부대로 환원하였고, 관할관확인조치권의 범위를 확대하였다.55)
그 후 군사법원법은 2004년 2월 현재까지 3번에 걸친 부분개정이 있었으나 명칭의
변경이나 관련법 규정간의 통일을 위한 개정이었을 뿐 큰 개정은 아니었다.56)

51) 형사소송법의 경우에는 이 부분이 법원조직법과 검찰청법 등에 규정되어 있다. 예컨대, 군
사법원법 제38조 내지 제40조는 검찰청법 제7조 등에 상당한다.
52) 송영길, 앞의 책, 8면.
53) 이수경, 앞의 글, 45-46면.
54) 송영길, 앞의 책, 9면.
55) 송영길, 앞의 책, 8면.
56) 1999년 12월 31일 개정(법률 제6082호) 제536조 “국선변호인·증인·감정인 및 통역인에 대
한 일당·여비와 기타의 급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개정하였고, 2000년 12월 26일의 개정(법률 제6290호)에서는 하사관이라는 명칭을
‘부사관’으로 변경하였으며, 2002년 1월 26일의 개정(법률 제6627호)에서는 민사집행법의 제
정에 따른 변경(제520조) 등이 있었다.

- 34 -

다. 군사법원법의 주요 내용
군사법원법의 특징으로 크게 관할관제도, 심판관제도 등을 든다. 그밖에 비상계엄
하의 단심제 등을 언급하고 있는 견해57)도 있다. 비상계엄하의 단심제 등의 문제는
뒤에서 다루기로 한다.58) 그리고 관할관과 심판관 이외에 군검찰과 군사법경찰관리를
함께 다루기로 한다. 또한 군사법원법상으로 그 근거가 분명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군 사법제도를 담당하는 자로서 법무참모제도도 군사법원법과 관련하여 다루기로 한
다.
군사법원의 구성과 관련된 특이성으로 심판관 이외에도 소송법적 의미의 군사법원
이 비상설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한다.
1) 관할관제도
가) 관할관의 개념, 지위와 권한
관할관이란, 군사법원이 설치되어 있는 사단급 이상 부대의 지휘관을 말한다.59) 군
사법원법상 관할관의 지위는 군검찰권 관여자로서의 지위와 군사재판권 관여자로서
의 지위로 나누어 볼 수 있다.60) 현행 군사법원법상 관할관은 군검찰권 관여자로서의
지위에서 군검찰관 임명권(제41조), 군검찰관 지휘감독권(제39조), 재정신청처리에 관
한 권한(제301조), 집행확인권(제535조), 형집행정지에 관한 권한(제514조) 등의 권한을
가지며 군사재판권 관여자로서의 지위에서 군사법원의 행정사무 관장권(제8조), 심판
관 임명권(제24조), 재판관 지정권(제25조), 각종의 영장발부 승인권(제238조, 제254조)
및 확인조치권(제379조) 등의 권한을 가진다.
나) 관할관의 확인조치권
57) 육군사관학교, 앞의 책, 295-296면.
58) Ⅶ. 2. 참조.
59) 관할관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는 군사법원의 구성원으로 보는 견해(신면주, ｢법무참모제도
에 관한 고찰｣, 군사법연구 제11호, 1993, 46면)와 군사법원에 대한 상급행정기관으로 보
는 견해(이수경, 앞의 글, 18면)가 있다.
60) 이수경, 앞의 글, 19면. 송영길, 앞의 책, 13-16면에서는 ① 군검찰부에 대한 권한, ② 군사
법원에 대한 권한, ③ 판결에 대한 확인조치권 등으로 나누어 서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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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인조치권의 개념과 범위
현행 군사법원법상 관할관은 무죄, 면소, 공소기각,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을 제외한 판결을 확인하여야 하며, 형법 제51조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
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법 제379조). 이를 관할관의 확인조치권이라고 하며 원판결을
확인하거나 또는 형을 감경하는 방식으로 행해진다. 이러한 확인, 감경 권한 행사에
는 아무런 기준이 없으며 전적으로 개별 지휘관이 판단하고 행사한다.61)
1994년의 군사법원법 개정 이전에는 관할관의 형집행 면제까지도 가능하였으나 동
개정으로 현재는 형의 감경만이 인정되고 있다.62) 동시에 제2심판결에 대하여는 확인
조치권을 폐지하였으며(제441조 참조) 1994년에 신설된 약식명령절차에서는 관할관의
확인조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확인조치권의 인정근거
관할관의 확인조치권의 근거로는 ① 이것이 군지휘관의 지휘권확립과 군전투력을
보전하고 강화하는 데에 필요하다는 점, ② 군지휘관의 오랜 경험이나 군사적 전문지
식을 통하여 법률전문가가 간과하기 쉬운 군사적 특수성이나 군사적 필요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제시되고 있다.63)
2) 심판관제도
군사법원법상 보통군사법원의 재판관은 군판사 2인과 심판관 1인으로 구성되는 것
을 원칙으로 하면서 약식절차에서는 군판사 1인을 재판관으로 하고(제26조 제1항), 고
등군사법원은 군판사 3인으로 구성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관할관이 지정한 사
건의 경우에는 군판사 3인과 심판관 2인을 재판관으로 할 수 있다(제27조 제1항). 여
기에서 심판관은 법에 관한 소양이 있는 자로서 재판관으로서의 인격과 학식이 충분
한 장교 중에서 관할관이 임명하는 사람(제24조 제1항)을 말한다. 군판사와 심판관으
61) 김경환, 앞의 글, 17면.
62) 김경환, 앞의 글, 17면에서는 “현행법상 군사재판에서 평의를 거쳐 3년의 실형이 선고된
경우에 지휘관이 이를 징역 1개월로도 감형할 수 있어 형집행 면제권 폐지조차도 실익이
없”다고 한다.
63) 송영길, 앞의 책,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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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되는 재판관 중에서 재판장은 선임재판관이 된다(제23조 제1항). 따라서 심판
관은 군판사가 아니면서도 재판장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심판관제도는 군사법원의 특
징 중의 하나로서 19세기 중엽 독일에서 발전한 참심제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64) 또
는 미국식의 배심제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 제도의 취지는 군의 특
수성을 고려하여 군판사가 결여하고 있는 군사적 전문지식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
라고 한다.65)
3) 군검찰관
군검찰관은 당해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관할관)에 소속하며 범죄수
사와 공소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활동, 군사법원재판집행의 지휘・감독, 다른 법
령에 의하여 그 권한으로 하는 사항 등을 그 직무로 한다(제37조).
이러한 군검찰은 민간검찰과 그 조직적 특색이 크게 다르지 않다. 예컨대 민간의
검찰에서와 유사한 형태로 소위 “군검찰동일체의 원칙”이라는 것이 주장된다. 소위
“군검찰동일체의 원칙”을 인정하는 견해는 그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검찰관은 개개인이 군검찰권을 행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독립된 관청이다.
그러나 검찰관은 재판관과는 달리 검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상관의 지휘감독에
복종하여야 한다. 그 지휘감독의 계통은 군사법운영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국
방부장관을 정점으로 하여 각급 관할관과 계층적으로 조직되어 상하복종의 관계
에서 일체불가분의 피라미드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를 군검찰동일체의 원
칙이라고 한다.66)
이러한 군검찰동일체의 원칙의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고 설명된다.67)
첫째, 각군참모총장은 각군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자로서 예하부대 보통검찰부의 관
할에 속하는 군검찰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검찰관을 지휘ㆍ감독한다(제39조).

64)
65)
66)
67)

이수경, 앞의 글, 67면; 박주범, 앞의 글, 29면.
김경환, 앞의 글, 16면.
육군사관학교, 앞의 책, 314면.
김만호, 앞의 글, 49면; 육군사관학교, 앞의 책, 3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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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은 소관 군검찰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검
찰관을 지휘ㆍ감독한다(제40조).
셋째, 국방부장관은 군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찰관을 지휘ㆍ감독
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는 각군참모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제38조).
군검찰동일체의 원칙은 검찰관 상호간의 지휘감독체계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
다는 점과 관할관은 검찰관의 직무를 직접 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검찰청법상의 검사동일체의 원칙과는 그 내용이 다르다.68)69)
4) 군사법경찰관리
현행 군사법원법은, 종전의 군법회의법이 범죄수사는 원칙적으로 군사법경찰관에게
맡기고, 군검찰관은 공소제기와 그 수행만을 담당하고 있었던 데에 비하여 군검찰관
에게도 수사에 관한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제37조).70)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군법회의법은 1962년 1월
20일 제정 당시에는 군검찰관의 직무를 “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행위”로 제한
하고 있어서 수사를 그 직무로 규정하지 않았으나(제37조 제1호), 1963년 12월 16일의
일부 개정을 통하여 제37조 제2항에 “검찰관은 송치된 사건을 수사 중 이에 관련된
범죄와 기타 관할관으로부터 지시받은 범죄에 관하여 수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
설하여 검찰관에게 보충적인 의미의 수사권을 새로이 규정하였다. 그러다가 1981년 4
68) 김만호, 앞의 글, 49면.
69) 그러나 이를 민간검찰의 경우와 같은 검사동일체의 원칙과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민간검찰에서 이야기되는 검사동일체의 원칙의 주요한 내용으로 규
정되어 있는 직무승계이전의 권한(검찰청법 제7조)과 차장검사의 직무대리권이 포함되지
않고 단순한 상명하복관계는 일반행정조직에서도 일반적으로 승인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70) 이러한 변화를 군법회의법에서는 범죄수사는 원칙적으로 군사법경찰관에게 맡겨져 있었고
군검찰관은 공소제기와 그 수행만을 전담하도록 하고 있는 영미법계의 ‘형사소송절차’를
취하였으나 현행 군사법원법은 일반검찰과 같이 군검찰관이 범죄수사와 공소제기를 담당
하고 있는 대륙법계의 ‘형사소송절차’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견해(이수경, 앞의
글, 106면)도 있다. 그러나 이 견해가 보여주는 것처럼 군검찰관이 범죄수사를 담당하고 있
다고 해서 단순히 대륙법계의 ‘형사소송절차’라고 보는 것 자체가 무리이기도 하고, 현실적
으로 규정이 입법을 통하여 변화된 점을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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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7일의 군법회의법의 일부 개정을 통하여 종전의 제37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37
조 제1항 1호의 내용을 “범죄수사 및 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행위”로 개정하
여 군검찰관의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였으며, 그것이 군사법원법 제정시에 그대
로 반영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제37조).
한편, 1999년 1월 21일 개정된 군사법원법 제43조에서는 군사법경찰관에 해당하는
자에 기존의 헌병, 기무부대 그리고 국가안전기획부직원 이외에 “검찰수사관”을 추가
하였다(제4호).
5) 법무참모제도
미국의 군사법통일법전71)에서와는 달리, 우리 군사법원법에서는 법무참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상 법무참모는 군지휘관의 개인참모
로서 지휘관인 관할관의 지시에 따라 관할관의 대행자로서 군사법원법상 모든 관할
관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한다.72)
법률에 권한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법무참모직의 불명확한 지위는 법무참모부
내에서도 참모와 검찰관 사이에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형사사건에 관
한 업무결재를 참모계통을 통하여 지휘관에게 이르게 하고 있는 관행이 당연시됨으
로써 군사법원법상 전혀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참모장이나 부지휘관까지도 경우에
따라서는 실질적으로 형사절차에 개입하게 되어 형사절차의 공정성과 형사절차법정
주의를 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73)
법무참모는 국군조직법 제1조, 제15조74) 및 육군본부직제령에 근거한 군행정조직상
71) 미 군사법통일법전 제34조 (a) 제1문에 의하면 소집관은 일반군사법원에 대한 기소를 지
시하기에 앞서서 법무참모(staff judge advocate)의 자문과 조언을 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72) 이수경, 앞의 글, 20면; 신면주, 앞의 글, 39면.
73) 신면주, 앞의 글, 39면.
74)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군의 조직과 편성의 대강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 (각군부대 및 기관의 설치)
① 각군의 예속하에 필요한 부대와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부대와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되, 국방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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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업무를 관장하는 법무참모부의 책임자이다. 육군 야전교범 101-5에 의하면 “법무
참모는 지휘관의 개인참모로서 지휘관이 직접 조정, 통제하기를 요망하는 개인적인
업무 또는 특정분야에 관하여 지휘관을 보좌한다. 이러한 참모장교는 부여받은 업무
에 관하여 사령부내에 정상적인 참모계통을 통하지 않고 지휘관에 직접 보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75)
그러나 국군조직법체계는 행정법조직체계인 반면 군사법원조직법체계는 사법조직
법 체계라는 점을 전제로, 국군조직법, 국방정원및조직에관한규정, 각급부대설치령에
의하여 조직된 참모조직인 법무참모가 군사법원에 관련된 업무에 관하여 감독과 지
휘통제를 하며, 관할관의 보조기관으로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법적인 측면에서 문
제라는 주장도 있다.76)

라. 군사법원의 법적 성격
끝으로 군사법원이 일반적 의미에서의 법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군사법원의 본질 내지 국법질서 내에서의 체계적 지위를 어
떻게 보는가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진다.
군사법원의 본질에 대한 언급으로 예전에는 군사법원은 독자적인 재판기관이 아니
고 단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적절히 군을 통수하고 군기를 유지하게끔 보조하기
위하여 법률상 존치되는 행정부의 보조기관에 불과하다는 견해(행정부의 보조기관
설)77)도 있었으나 군사법원은 재판기관이며 사법권을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특별법원
으로서 “군 사법을 실현하는 재판기관”이라는 견해(재판기관설)가 현재의 통설이다.78)
위임할 수 있다.
75) 육군본부, 참모업무 (야전교범 101-5), 1985, 14-15면, 54면: 신면주, 앞의 글, 42면에서 재
인용.
76) 김경환, 앞의 글, 13면의 표 참조.
77) 미 연방대법원의 Dynes v. Hoover, 61 US 65(1859) 판결이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미 연방대법원의 태도는 군인에 대한 처벌권을 위임받은 지휘관이 모든
처벌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으므로 종국적인 처벌권 행사를 지휘관에게 유보하면서도 일
정한 재판작용은 특정기관에 맡기어온 군사법원의 연혁적 고찰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하
고 있다(황한식, ｢군법회의의 민간인에 대한 재판권｣, 육군본부, 군사법연구 제3집, 1985,
257면: 김만호, ｢군사법원법상 검찰관의 지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21면 각주 34)에서 재인용).

- 40 -

군사법원이 일반적 의미에서의 법원, 즉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라면 군사법
원은 국법상 의미에서의 군사법원과 소송법적 의미에서의 군사법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79) 원래 이러한 개념은 소송법학에서 사용되는 것이다. 소송법학에서 국법상
의 법원과 소송법상의 법원을 나누는 것은 사고의 명료화를 위한 것이다. 국법상의
법원과 소송법상의 법원의 개념적 혼동과 관련된 문제점은 군사법원과 관련하여서도
이론상 그리고 실무상으로도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국법상 의미의 법원이란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여 피라미드 조직으로
배치 및 구성되어 있는 사법행정상 단위로서의 법원을 의미하는데 반하여, 소송법적
의미에서의 법원이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하는 주체로서의 재판기관
을 의미한다. 국법상 의미에서의 법원은 다시 사법행정상의 관청(官廳)으로서의 법원
과 사법행정상의 관서(官署)로서의 법원으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사법행정에 관한 의
사표시의 주체라는 의미이고 후자는 구체적 재판을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
적 설비의 총체를 의미한다.80) 요컨대, 우리가 소송과 관련하여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의미의 법원은 소송법상 의미의 법원인 경우가 많지만, 특정한 소재지의 법원 또는
특정한 단위의 법원을 지칭하는 경우에는 국법상 의미의 법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보통군사법원 설치를 사단급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군단급으
로 상향조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국법상 의미에서의 군사법원에 관한 문제인 반면, 심
판관제도를 유지할 것인가 여부에 관한 문제는 소송법적 의미에서의 군사법원에 관
한 문제이다. 또한 보통군사법원이 관할관의 지정에 의한 비상설기관이라는 점81)은
소송법적 의미에서의 군사법원을 가리키는 것이다. 아울러 미국의 군사법원이 비상설
의 법원이라는 지적도 소송법적 의미에서의 군사법원이 비상설이라는 의미로 이해하
여야 한다. 왜냐하면 국법상의 의미에서의 법원은 상설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
78) 이수경, 앞의 글, 7면; 김만호, 앞의 글, 22면.
79) 이러한 관점에서 군사법원의 의미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는 이수경, 앞의 글, 4-5면; 김만
호, 앞의 글, 7-8면, 육군사관학교, 군사법원론 , 서울, 일신사, 1996, 299-300면. 김경환, 앞
의 글, 14면에서는 “군사령부이하 제대급의 군사법원의 경우 조직법상의 법원은 별론으로
하고 소송법상의 법원은 상설화되어 있다고 단언할 수 없고 따라서 소송계속 등 수소법원
을 전제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체계와는 모순의 가능성이 있다”는 표현에서
전자(조직법상의 법원)는 국법상 의미에서의 법원을, 후자(소송법상의 법원)는 소송법적 의
미에서의 법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80) 신동운, 형사소송법 Ⅰ(제2판) , 서울, 법문사, 1997, 505-506면.
81) 김경환, 앞의 글,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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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념상의 차이를 무시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실관계를 놓고서도 서로 모순되는
설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적 구별은 이론적인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국법상 의미의 법원과 소송법상 의미의 법원이라는 개념적 구별이 단지 이
론적 내지 관념적인 차원에서만 문제되는 것만은 아니다. 우리 군사법원법은 이러한
개념적 차이를 전제로 일정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현재 군사법원의 운영실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
는 견해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재판부가 관할관의 재판관 지정으로 소집되어 운영되는 비상설기관으로 인하여
1회 공판기일전 증거보전절차, 구속적부심/보석청구/구속기간연장결정시 재판
부의 공백 가능성이 있고, 영장 실질심사, 적부심, 기소전 보석, 즉결심판 등 별개
의 재판부 구성이 곤란하며, 빈번한 재판부 구성변경에 따른 행정소요 증가 및
위법소지 발생 가능성이 있어 소송계속 및 재판부 구성상 문제가 발생된다.82)
따라서 이러한 입장에 의하면, 군사령부이하 제대급의 군사법원의 경우 국법상의
의미에서의 법원은 별론으로 하고 소송법상의 의미에서의 법원이 상설화되어 있다고
단언할 수 없으므로 소송계속 등 수소법원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체계와 - 그러므로 형사소송법과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는 군사법원법과 모순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83)
또 다른 논점은 군사법원의 사법작용을 군령권에 속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군정권에 속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군정은 군을 조직・유지・관리하는
양병작용(군관리작용)으로서 국가목표의 하위 개념인 국방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군사
력을 건설・유지・관리하는 기능이며, 국방정책의 수립, 국방관계법령의 제정, 개정
및 시행, 자원의 획득․분배․관리, 군령분야 지원 등을 의미한다. 군령은 군을 지
휘・명령・통솔하는 용병작용(군사작전작용)으로서 국방목표 달성을 위해 군사력을
운용하는 기능이며, 군사전략의 수립, 군사력 건설 소요제기, 작전계획의 수립과 부대
82) 김경환, 앞의 글, 16면.
83) 김경환, 앞의 글,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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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작전지휘 및 운용, 평시 군사훈련 등을 의미한다.84)
군사법원의 사법작용을 군령권에 속한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이로부터 ‘지휘권의
보장을 위해 사법제도의 순수성을 다소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자연스럽게 끌어
내려 한다. 그러나 위의 구분에 의할 때 군사법원의 사법작용은 일단 군정권의 측면
에서 파악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다. 나아가 보다 근본적으로는 군 사법제도를
사법권의 한 부분으로 파악하여 이를 군정권이나 군령권 이전의 문제로 이해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군사법원의 기능을 제1차적으로 ‘공정하고
독립적인 심판을 통한’ 피고인의 인권보장에 둔다면 그러한 법원의 작용을 더 이상
예전처럼 군을 관리하는 작용(군정권)이라거나 군사작전작용(군령권)이라고 성격지우
는 일이 무의미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군사법원의 사법권은 그것이 군이라는 부분
영역을 규율한다는 점에서, 즉 대상의 특수성에서 다른 사법작용과 구분될 뿐 군의
특수성에 복종하는 사법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요컨대, 군
사법원제도는 군정권이나 군령권이라는 대통령의 국군통수기능의 하부에 위치하는
권한이라기보다는 대통령의 권한과 대립하여 별도로 존재하는 사법권의 한 영역으로
보아야한다. 그리고 그 규율대상이 군이라는 점에서 일정한 특수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을 뿐인 것이다. 다만 군사법원의 특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군사법원
제도가 한 국가의 사법제도의 일환으로서 사법권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

84) 한용섭,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문제 고찰｣, 한미동맹 50년 법적・제도적 고찰: 한국정치외
교사학회 하계학술회의, 2003.8.29, 국방대학교 홈페이지(http://www.kndu.ac.kr)>국방대포
커스>대외연구발표 17번, 2003.10.17.검색,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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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과 평가
1. 분석의 틀
자료유형에 따라 선행연구를 분류하면, 국방부 발간자료, 석사학위논문, 일반 학술
논문, 단행본과 기타 자료로 나눌 수 있다.85) 일별하면, 우선 국방부 발간자료는 ①
단순히 비교법적인 자료를 나열한 것이 대부분이며, ② 내용은 미국자료를 근간으로
한 것이 거의 대부분이고, ③ 의견을 담고 있는 자료들은 주로 국방부의 공식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석사논문은 학술적 가치가 크지 않지만, 실태연구 부분은 참고할 만
하다.86) 일반 학술논문은 군사법 연구 나 군사법논문집 에 실린 것들이 대표적이
다. 석사논문이나 군사법 연구 등에 실린 논문들의 작성자들 중에는 군 법무관이거
나 군 법무관이었던 자들의 글들이 많은데, 이들이 군 법무관의 지위에서 쓴 글이라
고 하더라도 그것이 군 내부의 공식적 연구는 아니다. 대개의 논문들은 법무관의 개
인적 의견을 담은 것이라고 한다.87) 군 내부에서는 군사법제도에 대한 연구나 발언
자체가 금기시되는 분위기라고 한다.
그 밖의 자료로는 송영길 의원이 만든 군사법원 제도개선 방안 이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군 사법제도의 개혁에 관한 논문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선행연구를 모두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우리는 선행연구의 내용을 총괄하여 몇 가지 갈래로 나누어 분석해 보았다. 군 사법
제도에 대한 선행연구의 내용상 큰 갈래는 군사법원의 개선론과 존치론 및 폐지론으
로 집약된다.
다수의 연구들은 현재 존재하는 군사법제도의 문제를 개선・보완해야 한다는 개선
론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므로 개선론 내에는 여러 가지 관점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장기적으로 군사법원의 폐지를 전망하면서 당장 시급한 문제점을 지적
하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군사법원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수긍하면서 필요한 개선책
85) 부록-1 군 사법제도 관련 자료목록 참조.
86) 다만 통계부분은 단위부대를 대상으로 뽑은 것이 많아 분석의 보편성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87) 후술하는 Ⅴ.1, 124면 참조.

- 44 -

을 제시하는 시각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들은 모두 즉각적인 군사법
원의 폐지를 곤란하다고 보고, 현 제도의 개선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론
으로 분류하였다. 선행연구의 상당부분은 이 개선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대해 존치론은 현행 군사법원이 나름대로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꼭
필요한 것이라거나 오히려 그 기능이 확대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 한편 최근
에 비로소 주장되기 시작한 폐지론은, 특히 평시・국내의 경우 군사법원을 인정할 특
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이것을 즉각 폐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전개한다. 끝으로 군사
법제도를 담당하는 주무행정부서라는 면에서 국방부의 입장을 별도로 정리하였다.

2. 군사법원 개선론
개선론의 구체적인 내용을 각 항목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군사법원 설치취지에 따른 재판관할 조정
우선 평시 군사법원의 관할을 군형법상의 순정군사범에 대해서만 인정하여야 한다
고 한다.88) 그 논거로는 군사법원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건의 약 80%가 폭행, 도로교
통법 위반, 군무이탈 등 단순한 일반범죄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89)을 들고 있다.
나아가 보다 근본적으로는 군사법원의 폐지를 주장하기도 한다. 그 논거로는 헌법
상 군사법원의 설치는 임의적인 것이라는 점과 평시에 군사법원의 운용 필요성은 그
다지 크지 않다는 점90) 등을 들고 있다. 이 견해에 의하면, 군사법원의 재판업무를
민간으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제에서, 평시에 군사법원을 유지하는 경우에
도 군사법원의 관할을 항명죄, 군용물에 관한 죄 등과 같은 순정군사범에 국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91)

88) 이행규, ｢군사법제도의 개혁을 위한 제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군 사법 개혁을
위한 토론회 , 2003. 4. 16., 10면; 한홍구, ｢토론문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군 사
법 개혁을 위한 토론회 , 2003., 25면.
89) 한홍구, 앞의 글, 25면.
90) 이행규, 앞의 글, 10면.
91) 이행규, 앞의 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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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판부의 독립성과 공정성 강화
1) 군사법원 설치단위의 조정
가) 논의의 배경
현행 군사법원법 제6조 제3항은 “국방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
한 군사법원(보통군사법원)의 설치를 보류할 수 있으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즈음하여 편성된 부대에 보통군사법원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다. 이 규정에 의거하여 보통군사법원은 1994년 6월 1일 군단급으로 통합되었다
가 2000년 7월 1일 다시 사단급으로 환원되었다.
나) 보통군사법원을 추가설치하자는 주장
이에 대해 보통군사법원을 추가설치하자는 주장이 있다. 이 견해는 ① 독립작전을
수행하는 전술제대 지휘관인 사단장은 군기, 군법유지의 실질적 책임자이고, 전시에
보통군사법원을 사단급 부대에서 운영하게 되어 있으므로 평시부터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② 군단 단위 통합시 발생하는 영장청구 및 재판시 장거리 이동에 따른
문제점(교통사고, 구속 피고인 탈주 우려)을 해소하고 신속한 재판으로 피고인의 기본
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점92) 등을 그 논거로 들고 있다.
이러한 보통군사법원의 추가 설치로 인하여 예상되는 문제점 법무병과의 군판사
인원부족, 관할관의 확인조치권 행사로 인한 각 보통군사법원간 양형의 불균형 등을
들고 있으며, 그 문제점은 법무병과의 인원 보충, 관할관 제도의 개선 등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93)
다) 보통군사법원의 설치단위를 군단급으로 상향조정하자는 주장
사단급 보통군사법원을 폐지하고, 이를 군단급, 군사령부급으로 상향 정비하자는
견해이다. 그 논거로 ① 사단급의 보통군사법원을 둔 취지는 사단장의 확인조치권의
부활을 통하여 지휘권을 강화하자는 것이나, 이를 통하여 군사재판의 권위가 상대적
으로 낮아지고 군사재판에 사단장급 지휘관의 자의가 개입할 여지가 높아졌다는 점,
92) 송영길, 앞의 책, 10면.
93) 송영길, 앞의 책,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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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대간에 양형의 균형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 ③ 현실적으로 사단급 군사법원에
군판사가 상주하는 곳이 거의 없고 전방부대의 경우 1년에 대개 형사사건이 100건에
서 150건 정도 발생하는데 그 중 기소율은 30~40%에 그치며 군사재판은 2개월 정도
에 한번 정도 열리기 때문에 사단급 부대의 형사사건의 수에 비추어 사단급 부대에
보통군사법원을 유지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점, ④ 군사재판의 권위를 높여 궁극
적으로 군장병에게 헌법상 보장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할 필요성이 크다
는 점 등이 제시되고 있다.94)
2) 법무참모의 공판관여 배제
한편 법무참모를 군검찰 및 군사법원 조직으로부터 분리하여 지휘관에 대한 순수
한 법률자문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현행 군사법원법상 법무참모는 아
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무참모부 소속의 군검찰관과 군판사
를 지휘・감독하고 있다. 이들이 군사재판 과정에서의 평의에도 개입하여 지휘관의
의도나 여타의 청탁이 관철되게 할 수도 있으므로 이들의 말 그대로 참모로서만 기
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95) 반면 다른 쪽에서는 법무참모가 현실적으로 방금
지적한 일들을 하고 있으므로 이 참에 아예 법무참모의 지위와 권한을 법적으로 명
확히 하여 형사절차의 일정한 부분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
다.96)
3) 군검찰과 군판사의 분리
군검찰관과 군판사의 보직에 대해 살펴보면, 군검찰관을 하다가 군판사를 하기도
하고, 군판사를 하다가 고등검찰관을 하기도 하며, 군검찰관을 하면서 인접 부대 국
선변호인의 역할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고 한다. 그 결과 군검찰 및 군판사 상호간의

94) 이행규, 앞의 글, 9-10면. 군사법원의 수효가 형사사건수에 비해 너무 과다하게 설치되어
있어서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며 사건결정기준과 양형기준에서 통일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으로는 이수경, 앞의 글, 55면.
95) 이행규, 앞의 글, 8-9면; 김경환, 앞의 글, 18면; 신면주, 앞의 글, 47면.
96) 신면주, 앞의 글, 45면 이하; 백인주, ｢법무참모와 군판사와의 관계｣, 공군법률논집 제16
호, 1997, 137면을 참조. 한편 신면주, 위의 글, 51면은 실제로는 법무참모 뿐만 아니라 법
률가의 자격이 없는 참모장이나 부지휘관도 지휘관의 전결권을 행사함으로써 형사사건에
개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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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감을 떨어뜨려 군검찰권 행사의 엄정함, 군사재판의 공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군법무관의 전문성 제고,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피의자 변호의
측면 및 외부로부터의 신뢰성 확보의 측면에서도 부정적이므로 이를 법적, 제도적으
로 분리하여야 한다고 한다.97)
4) 관할관 확인조치권의 폐지 내지 제한
가) 축소론
관할관 확인조치권의 범위를 축소하여야 한다는 견해로서 그 근거로는 ① 관할관
의 확인조치권 행사로 인해 재판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는 점, ②
전시에 필요할 수 있어도 평시에는 불필요하므로 오히려 재판부를 존중할 필요가 있
다는 점, ③ 그 행사에 있어 피고인들 간의 불평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불공정 우
려가 있다는 점98) - 예컨대, 장교와 사병간에 감경의 범위가 다르다는 비판이 있다 등이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나) 폐지론99)
현행 군사법원법상 관할관 확인조치권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인데, ① 관할관
확인조치권은 전시상태에 있거나 해외 파병을 하고 있는 미국이나 영국 정도를 제외
하고 평시에 이를 운용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는 점, ② 관할관 확인조치권은 공개적
인 군사재판 이외에 법무참모와 지휘관이 밀실에서 추가로 재판을 한번 더 하게 되
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를 침해하게 된다는 점, ③ 확인조
치권의 행사 과정에서 지휘관이나 법무참모의 자의적인 판단 및 남용의 소지가 농후

97) 이행규, 앞의 글, 7면.
98) 이성광, ｢군사법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경성대 석사학위논문, 1994, 55면 아래: 송영
길, 앞의 책, 17면에서 재인용.
99) 폐지론 중에서는 관할권의 확인조치권을 전시와 비상계엄시로 제한하자는 견해도 있다(한
홍구, 앞의 글, 34면). 비상계엄시는 사실상 준전시상황이므로 이 견해도 본질적으로는 위
의 폐지론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휘관의 확인조치권을 폐지
하거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하여야 한다는 견해(김경환, 앞의 글, 17면)도 마찬가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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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그 결과 군사재판의 권위 또한 실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100) 등을 논거로 하
고 있다. 이 밖에도 ④ 결국 사건의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결과의 확인에 이르기까지
사건 처리의 전과정에서 지휘관에게 보고되고 그의 확인과 결재를 받음으로써 군사
법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형해화 시킨다는 점101)도 아울러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5) 심판관제도의 폐지
심판관제도는 군사재판 과정에서 군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유명무실화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계
급으로 인하여 재판장으로 선임되는(군사법원법 제22조 제3항) 심판관은 대체로 법률
적 소양이 거의 전무하고, 사건에 대해 별다른 책임감도 없으며, 재판절차에 대한 무
지로 재판의 진행은 주심군판사가 진행하므로 사실상 들러리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이며, 심판관은 사건 관련자들의 청탁이나 압력의 통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
고, 법률적 소양이나 법적 절차에 대한 무지로 월권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
다.102) 또한 주심 이외의 군판사 및 심판관의 소극적 태도로 합의제 운영이라는 취지
가 약화되고 있으며, 범죄증거자료가 명확한 단순군무이탈, 항명 등의 사건처리에까
지 심판관을 요구하여 인력 낭비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103)
6) 군판사의 신분보장과 전문성 확보
군사법원법에 의하면, “군사법원의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제21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군판사는 국방부장관 또
는 각군 참모총장이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하며(동법 제23조 제1항), 신분보장도
“재판에 관한 직무상의 행위로 인하여 징계 기타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않
도록(동법 제21조 제2항) 하는데 그치고 있어서 일반 법관의 경우(헌법 제106조 제1

100) 이행규, 앞의 글, 8면. 김경환, 앞의 글, 17면에서는 “대부분의 군내 형사사건이 일반사범
(약 90%임)이고 순정 군사범은 10%에도 미치지 못하여 이를 평시에 행사할 아무런 이유도
없을 뿐만 민간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형평상 더욱 문제가 많다. 따라서 이제는
지휘관들의 확인조치도 폐지되거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101) 같은 취지의 주장으로 이수경, 앞의 글, 95면 참조.
102) 이행규, 앞의 글, 9면; 김경환, 앞의 글, 17면. 이와 유사한 주장으로는 송영길, 앞의 책,
27면.
103) 김경환, 앞의 글,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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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에 비하여 신분보장의 정도가 낮다. 군판사가 일반 장교의 경우보다는 높은 정도
의 신분보장을 받기는 하지만 일반 법관의 경우보다는 낮은 신분보장을 받고 있는
것이다.104)
나아가 군판사의 경우에는 일반법관과는 달리 임기제가 실시되고 있지 않으며 1, 2
년의 보직개념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군판사로서의 전문성이 결여되고, 소속은 각군본
부인 반면 군사법원설치 부대에 파견되어 근무하므로 근무지 변경의 불안감이 있으
며, 일반군인과 동일한 일반평정제도 적용으로 인하여 진급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
우도 있다고 한다.105)
상황이 이러하므로 군판사가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군판사의 신분보장을 일반법관의 수준으로 높일 필요가 있고 그와 관련하여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필요하다는 점과 군검찰조직과 실질적으
로 분리되어 군판사에게 법관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서 전문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 등이 주장되고 있다.106)

다. 군검찰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
1) 지휘관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
현행 군사법원법상 국방부장관은 군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찰관
을 지휘・감독하고 구체적인 사건에 관하여는 각군참모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제38
조). 각군참모총장은 각군검찰사무의 지휘・감독자로서 예하부대보통검찰부의 관할에
속하는 군검찰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검찰관을 지휘・감독하고(동법 제39조), 군검찰부
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은 소관 군검찰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검찰관을 지휘・감
독한다(동법 제40조). 또한 검찰관은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있어 당해 군검찰부가 설치
되어 있는 부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동법 제238조 제3항).
이에 대해서 각군 총장 및 부대장이 소속 검찰관에 대하여 가지는 지휘・감독권을
일반적, 추상적 지휘・감독권에 국한시키고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배제하여, 구속
영장 청구, 기소단계 등에서 당해 피의자의 해당 부대에서의 지위, 맡고 있는 임무의
104) 송영길, 앞의 책, 27면.
105) 김경환, 앞의 글, 16면.
106) 이행규, 앞의 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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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 등과 같은 정상 관계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표명할 수 있는 권리만을 부여
하자는 주장이 있다.107)
나아가 군검찰 조직을 지휘관으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서는 군사법원법 및 국군조
직법과는 구분되는 군검찰조직법을 제정하여 군검찰조직을 독자적인 조직으로 구성
하고, 군검찰관을 포함한 군법무관의 신분을 군인이 아닌 군무원으로 임명하여 각 부
대 보통검찰부에 파견하여 근무토록 하는 방안도 주장되고 있다.108)
2) 군검찰 내부조직으로부터의 독립
실제로 일선 검찰관들은 법무감 또는 법무관리관 등과 같은 법무 병과 조직 내부
의 상급자들에 의해 사건 관련 청탁이나 압력을 받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제1심 단
계보다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인 제2심 단계에서 고등검찰부 검찰관에게 무리한 공
소장변경 등을 강요하거나 대법원 상고 과정에서 결재를 해 주지 않는 방법 등으로
군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검
찰관 통제의 수단이 되고 있는 인사 및 보직권 행사가 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
록, 예컨대 검찰관인사위원회나 혹은 군검찰 업무를 감시할 독립적인 외부 감찰위원
회 등이 필요하다고 한다.109)
3) 헌병에 대한 수사지휘권 확보
군사법원법은 제45조에서 “‘군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직무상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110) 군검찰은 이 조항을 헌병에 대한 일
반적인 수사지휘권으로 보는데 반하여 헌병에서는 이를 검찰관의 군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수사지휘권의 근거규정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간경찰의 경우, 이와 비슷하게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과 관련된 조문으

107) 이행규, 앞의 글, 3면.
108) 이행규, 앞의 글, 2-3면. 군법무관을 군무원으로 하자는 주장으로는 김경환, 앞의 글, 18
면.
109) 이행규, 앞의 글, 4면.
110) 일반적으로 헌병에 대한 수사지휘권에 대한 근거조문으로는 이 조문만이 대개의 선행연
구에서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헌병에 대한 수사지휘권의 근거가 되는 조문은 이 조문에
한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예컨대, 구속영장집행에 관한 군사법원법 제119조 제1항은 “구
속영장은 검찰관의 지휘에 의하여 군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51 -

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규정이 있다. 즉, 검찰청법 제53조에서는 “사법경찰관리
는 범죄수사에 있어서 소관 검사가 직무상 발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에서는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는 사
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군대 내에서 사망사고와 같은 중요사건을 비롯한 거의 모든 범죄사
건에서 헌병은 초동수사를 하고 그 결과를 부대장에게 지휘보고(소위 ‘속보보고’)하는
데, 이 때 당해 사건의 처리방향 및 관련자의 처벌수위, 즉 구속 여부를 비롯한 형사
처벌 또는 징계여부가 사실상 결정되므로, 검찰을 제외한 채 지휘관과 헌병에 의한
자의적인 판단 및 인신구속의 가능성이 있다.111) 이러한 속보보고의 과정에서 법무참
모가 개입하여 수사와 공판에 관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기도 한다.112)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군검찰과 군사법경찰의 관계를 민간의 경우와 마찬가지
로 현행법상 상명하복관계로 해석하고,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명문의 규정을 도입
할 것이 주장되고 있다.113)
4) 기무수사권 폐지
기무부대소속의 군사법경찰관은 본래 형법 제2편 제1장의 내란의 죄와 제2장의 외
환의 죄, 군형법 제2편 제1장과 제2장의 죄, 군형법 제80조와 제81조의 죄, 국가보안
법, 군사기밀보호법 등에 관한 수사권이 있었다(1999년 12월 28일 개정전의 군사법원
법 제44조 제2호). 그런데 1999년의 군사법원법 개정을 통하여 기무부대소속 군사법
경찰관의 수사관할범위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국가보
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에 한
한다)’로 확대하였다.
이러한 기무부대의 수사권 확대에 대하여 비판하는 견해가 있다. 이에 의하면 집회
및시위에관한법률을 기무부대의 수사대상으로 하려는 취지는 국가보안법 위반의 군
내 용의자가 불법집회에 가담한 사실을 적발하고서도 수사권이 없어서 그 처벌에 곤
란을 초래하는 등 보안관련 범죄수사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이기는 하지만, ① 기무

111) 이행규, 앞의 글, 5면; 이수경, 앞의 글, 101면.
112) 이수경, 앞의 글, 101-102면.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법무참모의 지위를 명문화하
고 법무참모로 하여금 사전에 법적 검토를 하게하자는 주장으로는 이수경, 같은 곳.
113) 송영길, 앞의 책, 2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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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의 수사대상을 형법상 내란과 외환의 경우로 제한하면서도 제5장의 공안을 해하
는 죄(소요 등)는 수사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은데, 이와 유사한 범죄인 집회및시위에
관한법률에 규정된 죄만을 수사대상으로 하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다는 점, ② 이러
한 사건의 경우에 기존 헌병의 수사권이 배제된다는 점,114) 그리고 ③ 대공수사상의
편의도모라는 목적을 내세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자에 대해서도 기무부대의 수
사권을 확대하는 것은 국가정보원의 경우에도 수사권의 범위를 축소하고 있는 현 상
황에 비추어 시대착오적이라는 점 등에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115)
나아가 기무부대의 수사권 자체를 아예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즉,
정보부대인 기무가 군내에서 차지하는 지위 등으로 인하여 수사관할권이 있는 범죄
의 수사과정에서 수사권을 남용하는 경우도 많고, 특히 국가보안법 사건 등과 관련하
여 무리하고 부당한 통신제한조치 등을 하더라도 일선 부대 검찰관이 기각하기가 쉽
지 않은 군의 현실을 고려하여 기무부대의 수사권을 모두 폐지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국가정보원의 수사권 폐지 주장을 참고로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116)

라. 인권보장제도의 완비
1) 즉결심판제도의 폐지
1999년 12월 28일의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즉결심판제도가 새로이 도입되었다. 그런
데 즉결심판제도는 형사소송법 차원에서도 그 존치여부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
으며, 특히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관련하여 남용의 가능성이 문제되고 있다. 한편 민
간에서 즉결심판의 대상이 되는 범죄들은 주로 경범죄, 단순 집시법위반사범 등인데
사실상 군대에서 이러한 범죄들이 입건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남용의 가능성만 높
다는 점도 지적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즉결심판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있다.117)
현행 군사법원법상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할 사건을 대상
114) 그러나 이것은 그리 설득력이 있는 이유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단지 헌병의 수사권을
확보하기 위해 기무부대의 수사권을 제한하자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115) 송영길, 앞의 책, 9면.
116) 이행규, 앞의 글, 5-6면.
117) 이행규, 앞의 글, 11면. 심지어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해야 하는 교통사고 범죄에
대해 즉결심판으로 처리하겠다고 한 사례도 있다고 한다(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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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며(동법 제501조의 14), 관할 헌병부대의 장이 관할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보통군사법원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다(동법 제501조의 15).
경미한 범죄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피고인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
이라고 할 수 있지만, 즉결심판에 의하여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받은 경우 그에 대하
여는 일사부재리의 적용이 있게 되므로 다시 재판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는 것이다. 즉,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그 일부에 대하여 헌병이 군 검찰의 통제
를 받지 아니하고 즉결심판청구를 함으로써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는 통상의 군사재판으로 청구할 수 없게 되어 범죄자에 대하여 면죄부를 주는 결과
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남용가능성을 우려하는 견해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118)
2) 국선변호인 제도의 개선
헌병 및 군검찰의 조사결과에 따라 기소가 되면, 재판기일 약 1주일 전에야 비로소
인접부대의 검찰관이 국선변호인이 선임되며, 단 1회의 접견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재
판을 받게 되므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피의자는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사실상 전혀 보장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119) 군내
피의자, 특히 사병 피의자의 경우에는 피의자라는 신분 이외에 계급상의 제약으로 인
해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입건 초기부터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선변호인 지정시기를 앞당겨야 하고, 인접부대 검찰관이 아
닌 국선변호만을 전담하는 국선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조직적이고 상시적인 변호가 가
능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120) 또 후자와 관련하여 사병전담 국선변호인제
도121)도 주장되고 있다.
3) 징계영창제도 폐지
중대장급 이상의 지휘관(대위)은 재량으로 병사들을 1회에 15일(총 60일)까지 영창
에 구금할 수 있는 징계권을 가지고 있다(군인사법 제57조, 제58조). 그런데 이와같은
영창처분은 신체에 대한 구속임에도 불구하고 군판사와 같은 사법기관의 관여가 전

118)
119)
120)
121)

후술하는 Ⅴ.1, 126면 참조.
이행규, 앞의 글, 7면 각주 7).
이행규, 앞의 글, 7면. 국선변호인단의 구성을 주장하는 견해로는 송영길, 앞의 책, 33면.
한인섭, 앞의 글, 5면; 이행규, 앞의 글,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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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위헌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 이에 따라 군인사법상 병에 대한
징계처분으로서의 영창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122)

마. 소결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군사법원 개선론’이 가장 타당해 보이는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큰 틀을 흔들지 않으면서도 제도를 개선한다는 점에서 명문과 실리를 모두 챙
길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그 어떠한 ‘현실’도 헌법의 ‘논리’를 무시해서
는 안 된다고 본다. 앞부분에서도 잠시 지적하였고, 또한 제7장의 제1절에서 깊이 있
게 다루겠지만, ‘군사법원 개선론’ 중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과 받아들일 수 없
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 군 검찰의 독립성 강화와 그것을 전제로 한 권한강화, 관할
관의 확인조치권이나 심판관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는 부분, 인권보장제도의 완비한다
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군 사법제도의 문제점을 그 운영
상의 문제점으로 이해하여 예컨대 군사법원을 군단급 단위에서 설치하면 문제를 해
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나, 법무참모에게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자는 의견 등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즉, 사단급에 보통군사법원을 설치하게 되면 지휘관의 영향력에 의한 재판이 이루
어지고 양형에서도 부대간에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군단급에 보통군사법원을
설치하자고 하나, 군단급에 보통군사법원을 설치한다고 하여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군단급
군사법원이 사단급 군사법원에 비해 효율성이 높을 것은 예상되지만, 그것이 현격하
게 높을 것인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위의 견해도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
나아가 법무참모의 지위와 권한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여 형사절차의 일정한 부분
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위헌적인 관행을 법률에 의해 정당화하
자는 것과 같은 것으로 결코 동의하기 어렵다.
122) 이행규, 앞의 글, 11면. 이러한 영창기간은 병역법상 군복무기간에도 산입되지 않아 사실
상 병사들을 통제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 되고 군내부 규정상으로는 중대장의 영창처분
에 대해 항고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나 병사의 입장에서 직속상관인 지휘관의 징계권
행사에 대해 항고를 제기하는 것은 것의 불가능한 일이고 실제로 항고를 제기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고 한다(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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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무참모가 법무참모부 소속의 군검찰관과 군판
사를 지휘․감독한다는 사실은 법무참모와 법무참모부 소속 군검찰관과 군판사는 상
급기관과 하급기관의 지위에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전통적인 행정조직법
이론에 따를 때 상급기관은 법률의 근거가 없어도 당연히 하급기관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123) 결국 법무참모가 무제한의 지휘․감독권을 군판사 등에 대해 행사한다는
것은 군 사법제도 내에서 군판사는 독립적인 법원(소송법적 의미의 법원)으로 존재하
는 것이 아니라 법무참모조직의 한 하급기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이 과연 재판의 면모를 가질 것인지는 대단히
의문스러운 데 그러한 상황을 아예 법적으로 승인하자는 발상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
렵다.

3. 군사법원 존치론
군사법원의 개혁이 아니라 지금과 같은 군사법원을 그대로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군사법원 존치론에 해당한다. 군사법원 존치론에 대한 평가는 이후 자세하게
전개할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그 주장만을 간단히 정리하기로 한다.

가. 군사법원 유지의 필요성
군사법원을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입장에서는, ① 군의 전투력을 최고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사 분란한 지휘체계의 유지와 군기강의 확립이 필요하므로 군 사법에 대
한 지휘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하고, 일반 형사절차의 양형조건과는 다른 군 사법의
특수한 양형조건124)을 설정하는 위해서도 지금과 같은 군사법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는 점(목적적 측면), ②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공공복리를 위한 법률에 의한 기본권
123) 김철용, 행정법Ⅱ , 박영사, 2004, 34면.
124)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다소 부정확하다. 왜냐하면 군사법원법 제379조 제1항에서는 “형
법 제51조 각호의 사정을 참작하여”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형법의 경우와 동일한 양
형조건이 고려되어야 함을 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 조항이 일반 형사재판에서
의 양형과는 다른 관할관의 확인조치권의 문제를 규정한 조문임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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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한을 예정하고 있고 헌법 제110조 등에서 군사법원을 예정하고 있다는 점(법규
적 측면), ③ 군 사법절차가 민간사법절차보다도 군인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보다 효
율적이라는 점(절차적 측면) 등125)을 그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세 번째의 점에
대하여는 “군은 대부분의 경우 군사상 보안이라는 이유로 민간인들의 접근이 엄격히
통제되어 있는 폐쇄적인 조직으로서 만약 민간사법에 의한 절차가 진행될 경우 증거
수집 등에 있어 많은 제한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하”고 “일반 법원이 매우 정적인 조
직임에 반하여 군은 군사적 목표에 따라 수시로 그리고 신속한 기동이 요구되는 조
직으로서 양자는 그대로 일치시키기 어려워 실제 사법절차에 많은 혼란을 가져”오므
로 결과적으로 군 사법제도를 통하는 것이 군인의 인권보장에 더욱 유리하다는 것이
다.126)

나. 관할관 확인조치권의 유지 내지 확대
군사법원 존치론 내에는 위와 같은 맥락에서 관할관 확인조치권을 유지 내지 확대
를 주장하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논거로는 ① 관할관과 군 사법운영
자간의 적정한 긴장관계가 사법의 정의를 구현하는 데에 기여한다거나127), ② 군판사
의 권한이 너무 커지면 군판사와 사선변호사의 부조리가 우려된다는 점, ③ 관할관의
형집행면제 폐지로 효율적인 부대지휘가 곤란해졌다는 점, ④ 전시에 전투유공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부대원의 사기를 위해서 형을 감경할 필요가 있으며, 한번 범죄
를 저지른 장병일지라도 국가에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전투력 증가에
기여하고자 할 경우에 유용한 제도라는 점, 그리고 ⑤ 관할관 확인제도의 취지는 군
기 유지와 전투력 보존을 위한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평상시 지휘권 확립이 중요하
다는 점 등을 제시한다.128)
한편 실제로 이러한 확대론의 입장에서 2000년 정기국회에서 관할관의 확인조치
대상을 종전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판결
을 제외한 판결”(군사법원법 제379조 제1항)에서 “모든 판결”로 확대하고, 또한 항소
125) 박주범, 앞의 글, 25-26면.
126) 박주범, 앞의 글, 26면.
127) 박주범, 앞의 글, 30면.
128) 이종협, ｢군사법 운영체계에 관한 고찰｣,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1997, 39면: 송영길, 앞의
책, 16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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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에서는 확인조치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군사법원법 제441조를 개정하여 국방
부장관에게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확인조치권을 인정하려는 군사법원법 개정
안을 제출하려 하였으나 관계기관의 반대로 무산된 적도 있었다고 한다.129)

4. 군사법원 폐지론
가. 군사법원 폐지론의 주장내용
한편 군사법원 폐지론이 조심스럽게 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전개되고 있다.130) 다만
군사법원 폐지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실증적인 조사와 법리적인 접근 그리고 그 이후
군 사법제도의 구체적인 대안을 그려낸 연구는 거의 없었다. 최근 한인섭 교수는 군
사법원의 존재이유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바 있다.
보다 심각한 문제제기는 ‘왜 군사법원인가’하는 문제제기이다. 전시사변시의
급박한 사정 하에서는 군사법원의 독자성이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전시사변이나 계엄상황도 아닌데, 군인들의 일반적 범죄(그 대부분이 과실범・폭
력범 등이다)에 대해서도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군
사적 범죄에 대하여는 군사재판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비군사적 범
죄에 대해서는 일반법원의 관할에 포함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지만, 아직까지는
단지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군사재판의 관할에 속하게 되는 것도 이제 재고할
시점이 되었다. 군사법원보다 민간법원에 의해 재판받을 때, 적법절차의 보장은
물론이고, 형량도 감소되는 경향이 있으며, 관할관 확인절차에 의한 자의적 형의
감경도 막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131)
한인섭 교수의 주장을 폐지론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시되고 있는

129) 송영길, 앞의 책, 16-17면.
130) 예컨대, 이행규, 앞의 글, 10-11면에서는 이러한 장기적 폐지론을 전제로 논의를 전개하
고 있다. 이를 개선론으로 검토하였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131) 한인섭, 앞의 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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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론의 배경과 취지를 전반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최근에 군사법원 제도의 즉각적인 폐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
이 최초로 제기되었다.132)
이러한 주장은 첫째, 냉전체제 이후 국외로 파병을 하고 있는 미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군 수사기구 및 군 사법절차에서 점차 민간검찰과 민간법원의 주도권을 인
정하거나 이들의 협력과 개입을 인정하는 군 사법제도개혁이 보편화되고 있다는 점,
둘째, 제국주의 군대의 전통을 사실상 상실한 영국과 프랑스는 과거 제국주의 시대의
전통에 기반 해있는 군 사법제도를 전시와 평시, 국내와 해외로 나누어 군 사법제도
를 원칙적으로 다르게 운영하고 있으며 평시・국내의 경우 대개 민간기구와 민간법
원에 의한 수사와 재판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셋째, 평시・국내와 전시・해
외를 구분하여 군 사법제도를 다르게 운영하는 것은 헌법상의 원칙인 비례원칙에 비
추어보아도 타당하다는 점133) 등을 논거로 들고 있다. 요컨대, 대한민국은 일상적으로
해외에 군사력을 파병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와 같은 군 사
법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 군사법원 폐지론에 대한 평가
어느 사회이던지 오랫동안 유지되어 오던 제도를 한 순간에 폐지하자는 주장이 쉽
게 지지를 얻기는 어렵다. 더구나 그 제도가 국가의 공적인 사법제도의 일부이며, 이
와 관련된 많은 기득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후에 검토하는 바와 같이 반대의 주장, 즉 군사법원 유지 내
지 강화론도 만만치 않게 주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반대 근거는
분단국가로서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 즉 언제든 전쟁과 같은 비상상황의 위험을 내
포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 평시에도 엄격한 규율과 질서를 가진 군을 유지
132) 이계수, ｢군대 내 구타 가혹행위 및 그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
에 관한 연구｣,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민주법학(제23호) , 2003. 2., 309면 이하.
133) “제도는 목적과 상황에 맞게 운영되어야 하며(적합성의 원칙), 국민들에게 더 적은 부담
을 주면서도 동일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방편이 있으면 그것을 선택해야 한다(필요성의
원칙). 또한 어떤 제도가 추구하는 공익상의 필요도 중요하지만, 그 필요를 달성하기 위해
개인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한 수단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상당성의 원칙, 협의의 비
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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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있고, 또 여기에는 이와 같은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는 군사법원제도의 필
요성도 포함된다고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만만치 않은 반론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군사법원 폐지 쪽으로 가닥
을 잡았다. 따라서 이하의 연구에서는 순차적으로, 즉 군사법제도 종사자들과의 면담
조사나 각국의 군사법제도에 대한 비교검토, 그리고 우리나라 군사법제도에 대한 법
적 분석을 거쳐 군사법원 폐지론의 정당한 근거를 찾는데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5. 국방부 군 사법제도 개선안의 검토
가. 군 사법제도의 개선에 관한 기본적 시각
국방부의 군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기본적 입장은 우선 현실적으로는 우리 군사법
원법이 일반 형사소송법에 비하여 피의자 내지 피고인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보다 진
일보한 제도로 규정되어 있으나 일반인이 군에 대한 불신이 있으므로 대국민 신뢰회
복의 차원에서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론적인
차원에서는 우리 형사소송법이 대륙법계인 독일과 일본의 법체계를 따른 데에 반하
여 우리 군사법원법은 미국의 군사법통일법전을 계수한 영미식의 법체계라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 특히, 후자와 관련하여서는 현재의 시민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군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들이 우리 군사법원법이 미국식의 법체계를 규정함에
도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대륙식 형사소송법의 관점에서 현행 군사법원법을
비판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나. 국방부의 군사법제도 개선안의 주요 내용134)
1) 개요
군 내・외 여건 변화와 장병 의식변화를 고려하여, 지휘권 및 장병 권익이 보장되
는 군 사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134) 국방부의 군 사법제도 개선안은 국방연구위원회, ｢군 사법제도 개선안｣, 2003과 국방부,
국방개혁추진계획 , 2003, 53-54면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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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점
가) 현행 군판사 운용제도를 개선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강화한다.
나) 투명・공정한 지휘관 확인조치권의 행사를 보장한다.
다) 관행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일부제도의 인권침해 예방책을 강구한다.
라) 관련 법규 및 제도를 정비한다.
3) 구체적인 추진과제
가) 국방부 소속 ‘순회 군 판사단’ 운용
(1) 군판사는 순회판사와 영장판사로 구성하며, 전국을 5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지
역내 보통 군사법원에서 순회재판을 실시한다.
(2) 지휘계선 및 검찰과 분리된, 국방부 소속으로 통합된 ‘순회 군판사단’을 운용
한다.
(3) 현행 군사법원은 86개에 이른다. 그런데 법원수는 많으나 군사법원에 의한 재
판건수가 많지 않으므로 군판사의 운용에서 비효율적이다. 이 점을 개선한다.
(4) 순회판사는 중, 대령으로 보직한다. 현재는 주로 2∼3년차 법무관이 군판사가
되므로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실패하고 있다.
(5) 사단급에 보통군사법원을 두는 현행체제는 유지한다.
나) 지휘관 확인조치권 행사 보완대책 강구
(1) 감경에 대한 사유를 작성하게 하며 확인조치결과를 검증하는 절차를 규정한
다.
(2) 확인조치 감경기준사례집을 제작하여 이를 활용한다.
다) 재판에 대한 영향력 행사 금지를 법제화한다.
라) 다양한 인권침해 예방책 보완
(1) 수사단계부터 국선 변호인 지원하고, 국선변호인으로 하여금 국선변호 외에
법률상담도 할 수 있도록 한다.
(2) 징계결과 입창이 결정되면 이에 대해 법무장교가 확인 심사할 수 있도록 지
침을 제정한다.
(3) 미결수, 영창자를 구분하여 수용하며, 장기적으로 징계자 전용 영창시설을 별
도로 신축한다.
마) 관련 법규 및 제도 정비 병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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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법규의 개・제정을 추진한다. (군사법원법 외 7건)
(2) 군법무관시험을 폐지하고, 사법시험합격자 중에서 법무관을 선발하는 등 법무
장교 획득 제도를 개선한다.

다. 국방부 개선안에 대한 평가
1) 국방부 소속 ‘순회 군 판사단’ 운용에 대하여
가) 순회판사를 중・대령급으로 보직하는 것은 군사법원법 제22조 제3항에서 재판
장을 선임재판관으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령 이상의 계
급을 가진 군법무관은 이른바 장기군법무관 중에서도 의무복무기간 10년을 초과하여
군에 남아 있는 군법무관들이 중심이 되므로 군법무관의 관료화를 촉진하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현행 군 판사 운용제도를 개선하여 재판의 공성을 강화’
한다는 원래의 취지보다는 군판사에 대한 국방부의 통제를 보다 쉽게 하는 결과를
나을 수 있다.
나) 현재 5개 지역에 총 30명의 순회 군 판사단을 편성하고, 법원은 현재와 같이
유지・운용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문제가 많은 발상이다. 재판관의 독립을 보장할 다
른 장치들을 마련하지 않은 채 판사들의 소속만 국방부로 바꾼다면, 군판사들에 대한
일괄적인 통제가 가능해 질 수도 있다. 즉, 형식적으로는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 같으
나 실제로는 전혀 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순회 군 판사들을 사건 심리
때마다 매번 출장을 보내는 형태로 재판을 진행한다고 하면, 이로 인해 사건 심리의
조잡(粗雜)을 초래할 수 있다. 군판사들이 출장기일에 얽매어 심리를 대충할 수 있다
는 얘기이다.
다) 군 순회판사단은 국방부소속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그 구체적인 인사관리 체
계일 것이다.
라) 법원 수에 비하여 사건수가 많지 않아서 순회 군 판사단을 운용하겠다는 것인
데, 상황이 그러하다면 오히려 군 법무관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즉 사건수도 많지 않은 군사법원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처럼 군 법무관
제도를 유지해야 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마) 군사재판은 본래 격오지라는 상황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개념이다. 현재의 상
황에서도 군사법원이 반드시 필요한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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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군검찰과 군판사를 조직상 완전히 분리시키고 순환보직을 막아야 한다.
2) 지휘관 확인조치권 행사 보완대책 강구
가) 지휘관의 확인조치권 행사시 감경사유를 작성하게 하며 확인조치결과를 검증
하는 절차를 규정한다고 하나, 어떤 식으로 검증하며, 검증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확인조치권 행사사례가 발견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전혀 제시되고
있지 않아, 이러한 조치만으로 확인조치권에 대한 실질적인 제한이 가능할 지 의문이
다.
나) 확인조치 감경기준집이 아니라 감경기준‘사례’집을 제작하여 활용하는 것만으
로 지휘관에게 확인조치시 지켜야 할 기준을 제시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또한 그 기준집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하는 부분도 전혀 제
시되지 않고 있다.
3) 재판에 대한 영향력 행사 금지를 법제화한다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
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처럼 지휘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군형법상 범죄의 하나로
규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안도 근본적으로는 현행 제도를 유지시
킨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어서, 그러한 조치의 옳고 그름은 본질적으로 관
할관의 확인조치권의 존재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있고 난 다음에야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4)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대책
가)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신장을 강조하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군내 사망사고, 즉 의문사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은 수사단계에서의 피해자의 권리
이므로 이 점에 대해서도 고려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나) 징계결과 입창이 결정되면 이에 대해 법무장교가 확인 심사할 수 있도록 지침
을 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징계절차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부분에 해당한다.
단지 법무장교의 확인 심사권만 추가한다고 하여 징계절차가 제대로 실시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또한 법무장교가 행사하는 확인 심사권은 법령이 아니라 지침에 의거
해서 시행되므로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권한행사가 가능할 지도 의문이다.
다) 미결수, 영창수용자를 구분하여 수용하며, 장기적으로 징계자 전용 영창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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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신축한다는 부분도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부대별로 별도의
영창을 설치하는 것이 개별 장병의 인권보장측면이나 예산의 측면에서 바람직한지는
검토해 보아야 한다. 개별 부대별로 전용 영창을 만들기 보다는 육군, 해군, 공군 등
군 단위로 수용시설(미군의 Detention House 참고)을 설치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4) 관련 법규 및 제도 정비 병행 추진
국방부의 이와 관련한 주장은 군법무관시험을 폐지하고, 사법시험합격자 중에서 법
무관을 선발하는 방식을 채택하면 법무 장교 획득 및 인사관리와 관련한 문제를 쉽
사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매우 단선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 군법무관, 특히 장기군법무관 인
력이 확보가 어려운 것은 군검찰권의 공정성 및 군사재판의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아
서 생기는 구조적인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군법무관의 처우의 문제도 이와
관련이 된다. 군법무관의 처우를 개선하는 문제는 국가자원의 효율적 분배라는 관점
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따라서 군사법원제도와 관련된 법무장교 획득 및 인사관리의
문제는 군사법제도 유지의 필요성이라는 대전제가 충족되는 한도 내에서만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5) 법계(법체계)의 차이를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
끝으로 법체계의 차이를 지적한 부분이다. 이 부분은 제7장 비교법적 검토에서 재
차 언급할 예정이므로 여기서는 간단히 그 문제점만 지적하겠다. 우선 제도상의 조그
마한 유사성만으로 쉽게 법체계의 소속판단 - 즉 형사소송법=대륙법계, 군사법원법=
미국법계 - 을 내리는 잘못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설사 군사법원법=미국법
계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현행의 군사법원법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
실이다. 법계(법체계, Legal Family 혹은 Legal System)라는 개념은 기본적인 법제도
나 법운용의 실태, 법적 사고(Mentality), 法曹의 구조(예컨대 법과대학 교수와 실무법
률가의 관계) 등에서 공통점 혹은 유사점을 보이는 개별 법체계를 강학(講學)의 편의
상 분류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한 개념에 근거해서 “한국군사법원법=미국법계, 따라
서 관할관과 관할관의 확인조치권은 당연히 인정되어야 함”이라는 식의 결론을 도출
해낸다든가, 거꾸로 관할관의 확인조치권은 한국군사법원법이 미국법계임으로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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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된다는 식의 정당화논리를 제시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본다. 나아가 전통
적으로 대륙법계(Civil Law System), 영미법계(Common Law System) 하던 식의 구
분은 점차 지양되고 양자는 서로 수렴(Convergence)하고 있다는 것이 미국과 독일에
서의 일반적인 견해임을 덧붙여 둔다.135)

6. 소결
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지휘권과 사법권의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항상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 충돌은 군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논리에 따라 해소될 수
도 있고, 군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 대한 ‘평등한 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사법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논리에 따라 해소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양자를 비교형
량136)하여 적정한 타협점을 찾자는 논리가 힘을 얻을 수도 있다.
어쨌건 위 문제에 대한 답은 신중하게 내려야 한다. 군사법원 개선론, 군사법원 존
치론, 군사법원 폐지론 등은 각각 나름의 관점에서 이 문제에 답하고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선행연구를 검토해 본 결과, 그리고 지휘권과 사법권의 관
계를 어떻게 이해하든 간에 현행제도가 지나치게 지휘권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137)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러한 결론은 이하의 장에서
소개하는 설문조사결과, 군 사법제도 종사자들과의 면담결과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135) Katja Funken, "The Best of Both Worlds: The Trend Towards Convergence of the Civil Law
and the Common Law Systems", www.jurawelt.com/download/aufsaetze/convergence.pdf
136) 한인섭, 앞의 글, 2면.
137) 한홍구, 앞의 글, 31면.

- 65 -

Ⅳ. 군 사법제도의 운영 및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설문
조사 결과
1. 설문조사의 경과
가. 설문조사의 목적
연구팀은 현행 군 사법제도가 지나치게 지휘권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그간의
비판이 과연 적절한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을 실시해보았다. 이
장에서는 먼저 설문조사에 대해 정리하기로 한다.
설문조사는 군 교도소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각 단계별로 군 사법제도의 운영 및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이러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연구팀은
군 사법제도의 설계 및 운영과정에서의 문제들을 개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
였다. 이 설문조사가 개략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까닭은 군 사법과정 전반에 걸쳐
조사를 하여야 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구체적인 설문을 작성할 수 없었다. 또한
만약 너무 상세하게 설문을 작성하는 경우 응답시간이 길기 때문에 응답자로부터 성
의 있고 효과적인 응답을 얻어낼 수 없으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설문조
사는 이러한 설문을 바탕으로 재차 각 단계별로 별도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
다.
군교도소 수용자들을 설문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이들이 군 사법제도 운영의 각 단
계를 경험한 자들이거나, 경험 중인 자들이며,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 군 사법제도의
존재의의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자들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이들은 군 사
법제도를 경험하면서 대체로 약자의 지위에 서게 되므로, 설문에 대해 다소 주관적으
로 답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었다.

나. 조사개요
설문조사는 2003년 11월 6일 경기도 장호원에 있는 육군교도소에서 실시되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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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자들에게는 이 설문조사가 ‘군 사법제도 운영 및 인권침해 현황 실태조사’ 연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며 군 사법절차에서 피의자 혹은 피고인의 인권보장 실태를 조사
함으로써 향후 군 사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
는 것임을 밝혔다. 그리고 응답내용이 무기명이어서 비밀이 절대 보장되며 통계 처리
하여 학술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임을 또한 밝혔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회수된 설문지 수는 114장이었다. 설문결과를 분석하는 경우
개별 설문항목별로 응답하지 않은 설문지는 배제함으로써 유효 응답 설문지만을 대
상으로 유효빈도를 측정하여 설문조사 결과를 처리하였다. 따라서 설문항목에 따라서
는 설문대상 합계가 다를 수 있다.

다. 설문의 구성 및 취지
설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응답자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몇 가지 간단한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하였다. 이 가운데 특히 죄명에 관한 질문은 군사법제도가 많은 부분 군에 고
유한 범죄가 아닌 일반범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서 그 분
석결과가 주목된다.
다음으로는 군사법절차를 각각 진행 단계별로 나누어 체포와 구속, 군사법경찰(헌
병)의 수사과정, 군검찰의 수사과정, 재판과정, 변호인, 심판관 및 관할관, 교도소 수
용 등에 관하여 질문하였다. 심판관과 관할관에 관한 항목을 독자적으로 설정한 이유
는 군사법제도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이들로 인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
으로 이 연구의 전체적인 내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는 부분이다.
체포나 구속, 수사과정에서 대한 설문에서는 주로 군 사법기관에 의한 피의자의 인
권침해가 있는지, 법률에 규정된 피의자의 권리는 충분히 고지되고 또 효과적으로 활
용되고 있는지와 같은 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통해 군 사법기관의 수사현실에서
피의자에 대한 인권침해실태를 개략적으로나마 점검해볼 수 있을 것이다. 재판과정에
대한 질문은 재판의 공정성, 특히 장교와 병간에 재판절차가 불평등하게 적용되고 있
는 것은 아닌가와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변호인에 관한 부분은 당연히 변호
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효과적으로 확보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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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심판관과 관할관에 관한 질문은, 위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이들의 재판에 대한 영
향력과 나아가 관할관의 확인조치권이 공정하게 행사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기 위
한 것이다. 끝으로 교도소 수용 도중에 헌병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을 추가하였다.
결국 이와 같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연구진이 얻고자 한 응답은 군사법제도 절차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권리가 충분히 지켜지고 있는가, 이에 대한
사법기관에 의한 침해는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논란의 대상이 되어
온 군사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얼마나 확보되고 있는가와 같은 문제에 대한 것이
었다. 다만, 조사시점에서 군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모든 인원을 대상으로 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그 수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응답의 대표성이 문제가 되고, 시간
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1회의 설문조사에 그쳐 신뢰성도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군사법제도를 직접 경험한 피의자・피고인・수용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제도개선과 대안마련에 이들의 시각을 반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
라고 기대한다.

2. 설문조사 결과분석
가. 응답자의 인적 사항
먼저 설문대상자의 인적 사항에 대한 개략적인 정보를 얻고자 응답자 인적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였는데, 그 응답결과와 분석은 아래와 같다. 질문내용은 학
력, 체포당시의 계급, 죄명, 기결수인지 미결수인지 여부, 그리고 기결수의 경우 그
선고형량 등이었다.
1) 학력
군교도소 수용자의 학력분포는 고등학교졸업자 49.1%, 대학 재학(전문대 포함)
32.5%, 대학졸업자(전문대 포함) 9.6%, 대학원 이상 5.3%, 고졸 미만 3.5%의 순이었다.

- 68 -

<표 4-1> 학력
학력
고졸미만
고졸
대재(전문대 포함)
대졸(전문대 포함)
대학원 이상
합계

빈도
4
56
37
11
6
114

비율(%)
3.5
49.1
32.5
9.6
5.3
100

2) 체포당시 계급
체포당시 계급은 병이 84.2%로 압도적이었고, 장교가 12.3%로 그 뒤를 이었고, 부
사관은 3.5%였다.
<표 4-2> 체포당시 계급
체포당시 계급
병
부사관
장교
합계

빈도
96
4
14
114

비 율(%)
84.2
3.5
12.3
100

3) 죄명
군 교도소 수용자의 죄명은 군기 관련 범죄와 일반형법상의 범죄를 비교할 때 6:4
정도의 비율이었다. 즉, 전자가 61.6%, 후자가 38.4%였다. 일반사범의 비율이 적지 않
음을 알 수 있다. 군기 관련 범죄의 구체적 죄명을 정확하게 기술한 60명 중 범죄유
형 구성은 군무이탈 관련 범죄 54명(90%), 초병 관련 폭행 등 3명(5%), 상관에 대한
범죄 2명(3%), 군용물 절도 1명(2%)이었다.
69명의 군기 관련 범죄자의 계급구성은 병 97.1%, 부사관과 장교가 각각 1.4%였다.
이에 반하여 43명의 일반범죄자는 병 65.1%, 장교 27.9%, 부사관 7.0%였다. 체포 당
시 계급구성과 비교할 때, 병의 경우 군기관련 범죄가, 장교와 부사관의 경우 일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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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4-3> 죄명
죄명

빈도 비율(%)

군기 관련 범죄

69

61.6

일반사범

43

38.4

합계

112

100

계급별 빈도와 비율
계급
빈도 비율(%)
병
67
97.1
부사관
1
1.4
장교
1
1.4
병
28
65.1
부사관
3
7.0
장교
12
27.9
112

4) 기결수와 미결수의 비율
기결수와 미결수의 비율이 6:4 정도였다. 즉, 전자가 58.9%, 후자가 41.1%였다. 기결
수의 수용을 원칙으로 하는 교도소에서 미결수의 비중이 상당한 것을 고려하면, 과연
군 교도소를 별도로 운용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표 4-4> 기결수와 미결수의 비율
기결수/미결수
기결수
미결수
합계

빈도
66
46
112

비 율(%)
58.9
41.1
100

5) 기결수의 선고형량
기결수 65명(기결수 66명 중 1명 미응답)의 선고형량은 1년에서 3년 이하(3년 포함)
가 49.2%로 제일 많았고, 6개월에서 1년 이하(1년 포함)가 35.4%, 3년을 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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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6개월 이하 3.1%로 그 뒤를 이었다.
<표 4-5> 기결수의 선고형량
기결수의 선고형량
6개월 이하
6개월에서 1년 이하(1년 포함)
1년에서 3년 이하(3년 포함)
3년을 넘는 기간
합계

빈도
2
23
32
8
65

비율(%)
3.1
35.4
49.2
12.3
100.0

5) 응답자 인적 사항 관련 평가
응답자의 인적 사항에서 의미 있는 부분은 죄명에 관한 것이다. 분석결과 군기관련
범죄가 일반범죄보다 6:4의 비율로 우위에 있기는 하였지만, 군기관련범죄의 대다수
는 단순군무이탈과 관련되어 있었다.
이 군무이탈은 군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탈영이라고 불리
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범죄로서의 성격은 다소 약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적전(敵
前)군무이탈(제30조 제1항 제1호)이나 전시․사변 또는 계엄지역에서의 군무이탈(제30
조 제1항 제2호)과 달리 평시의 단순군무이탈(제30조 제1항 제3호)은 앞의 두 경우와
달리 일종의 징계의 대상이 되어야 할 성격의 범법행위라고 할 수 있다. 동조 제2항
의 경우, 즉 부대 미귀자(未歸者)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를 제외하고 군기관련범죄와 일반범죄의 비율을 비교하여 보면 후자가 압도적으
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사범의 구체적 죄명을 정확하게 기
술한 40명 중 범죄유형 구성은 성 관련 범죄 12명(30%), 폭력 관련 9명(23%), 절도
관련 6명(15%) 등이었다.
결국 이렇게 보면 일반적으로 민간법원에서 심리하기가 어렵다고 주장되는, 순정군
사범죄, 즉 군관련 보안 등의 업무와 관련된 범죄 등의 비율은 극히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통계는 군사법원을 폐지하더라도 실제로는 큰 문제는 없음을 확인시
켜준다.

나. 체포와 구속
- 71 -

두 번째로 체포와 구속에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하였고, 그 응답결과와 분석은 아
래와 같다. 필요한 경우 군사법경찰관리인 헌병과 민간 경찰을 상대적으로 비교한 결
과를 분석하였다.
1) 체포자
누가 체포하였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은 헌병에 의한 것이 52.2%로 절반 이
상이었고, 민간 경찰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27.4%, 기타 15%, 군검찰 4.4%였다. 기타
17건 중의 11건은 자수로서 전체에 대한 비율은 9.7%였다.

<표 4-6> 체포자
체포자
헌병
기무
군검찰
민간 경찰
국가정보원 직원
기타
합계

빈도
59
0
5
31
1
17
113

비율(%)
52.2
0.0
4.4
27.4
0.9
15.0
99.9

2) 체포형태
어떻게 체포되었는가를 묻는 체포형태에 관한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는 긴급체포가
64.2%로 가장 많았고, 임의동행 후 체포가 18.3%로 그 뒤를 이었다. 현행범으로 체포
된 것이 9.2%, 영장에 의한 체포가 8.3%였다.
군사법경찰관리인 헌병과 민간 경찰에 대하여 체포형태를 비교해 보면, 영장에 의
한 체포는 8.5% 대 6.5%, 긴급체포는 62.7% 대 67.7%, 임의동행 후 체포는 23.7% 대
6.5%였다. 헌병의 경우 민간 경찰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장에 의한 체포비율이 약간
높았지만, 임의동행 후 체포의 비율이 비교적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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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체포형태
체포형태

빈도

비율(%)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
임의동행 후 체포
합계

9
70
10
20
109

8.3
64.2
9.2
18.3
100

빈도
5
37
3
14
59

헌병
비율(%)
8.5
62.7
5.1
23.7
100.0

민간 경찰
빈도
비율(%)
2
6.5
21
67.7
6
19.4
2
6.5
31
100.1

더욱이 임의동행 후 체포당한 수용자에게 임의동행시 체포하는 사람이 자신의 소
속과 신분을 밝혔느냐를 질문했는데, 소속과 신분을 제시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75%
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25%나 되었다.
헌병과 민간 경찰을 비교했을 때는 소속과 신분을 밝힌 경우가 71.4% 대 100%, 그
렇지 않은 경우가 28.6% 대 0.0%의 차이를 보였다. 상대적으로 군 사법경찰인 헌병의
경우 임의동행 후 체포 비율이 높으면서 동시에 소속과 신분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
것이다. 군에서의 임의동행 후 체포 비율이 높은 것은 대개의 장병들이 병영 내에서
생활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4-8> 임의동행시 신분증 제시 여부
헌병
비율(%)
71.4

민간 경찰
빈도
비율(%)
2
100.0

신분증 제시 여부

빈도

비율(%)

밝혔다

15

75.0

빈도
10

밝히지 않았다

5

25.0

4

28.6

0

0.0

합계

20

100

14

100.0

2

100

또한 임의동행시 동행 이유와 목적을 설명 받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체포자가
임의동행시 임의동행의 이유와 목적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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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응답자의 60%는 설명을 받았지만, 40%는 설명을 받지 못했다.
헌병과 민간 경찰을 비교했을 때는 임의동행 이유와 목적을 밝힌 경우가 64.3% 대
50%, 그렇지 않은 경우가 35.7% 대 50.0%의 차이를 보였다. 다만 민간경찰의 경우에
는 전체 2건 중의 1건이어서 헌병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표 4-9> 임의동행시 이유와 목적 설명 여부
율
임의동행 이유와 목적 설명 여부 빈 도 비
(%)
설명하였다
설명하지 않았다
합계

12
8
20

60.0
40.0
100

헌병
민간 경찰
비율
빈도 (%) 빈도 비율
(%)
9
64.3
1
50.0
5
35.7
1
50.0
14 100.0 2 100.0

3) 영장 제시 여부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제시받았느냐는 설문에 대하여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을 제시받았다고 답한 응답자는 60.2%였고, 영장의 제시를 받지 못했다고 답한 응답
자는 39.8%였다.
현행범을 제외하고 영장이 필요한 경우를 대상으로 설문결과를 분석하여 헌병과
민간 경찰을 비교했을 때, 영장을 제시받은 경우가 63.6% 대 72.0%, 그렇지 않은 경
우가 36.4% 대 28.0%의 차이를 보였다. 상대적으로 군 사법경찰인 헌병의 경우 체포
영장 혹은 구속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가 높았음을 알 수 있다.
<표 4-10> 영장 제시 여부
영장 제시 여부
받았다
받지 못했다
합계

빈도 비율(%)
68
45
113

60.2
39.8
100.0

헌병
빈도 비율
(%)
35
63.6
20
36.4
5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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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경찰
빈도 비율
(%)
18
72.0
7
28.0
25
100.0

4) 체포 또는 구속시 신분증 제시 여부
체포 또는 구속될 때 체포 또는 구속하는 사람이 자신의 소속과 신분을 밝혔느냐
는 설문에 대하여 그렇다고 답한 응답이 68.4%, 그렇지 않았다고 답한 경우가 31.6%
였다.
헌병과 민간 경찰을 비교했을 때, 소속과 신분을 밝힌 경우가 71.2% 대 72.0%, 그
렇지 않은 경우가 28.8% 대 28.0%로서, 여기에서는 별 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렇지만 헌병과 민간 경찰 모두 자신의 소속과 신분을 밝히지 않은 비율이 적지 않
음을 알 수 있다.

<표 4-11> 체포 또는 구속시 신분증 제시 여부
신분증 제시 여부
밝혔다
밝히지 않았다
합계

빈도 비율(%)
78
36
114

68.4
31.6
100.0

헌병
민간 경찰
빈도 비율(%) 빈도 비율(%)
42
17
59

71.2
28.8
100.0

18
7
25

72.0
28.0
100.0

5) 체포 또는 구속시 피의자의 권리 고지 여부
체포 또는 구속될 때 피의자의 권리를 고지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1.1%가 고지 받았다고 답한 반면, 그렇지 못했다고 답한 사람도 28.9%였다(피의자의
권리를 고지 받았다고 응답한 빈도는 83명이었으나, 아래 설문에 대한 응답을 고려한
결과 실제로 피의자의 권리를 고지 받은 응답은 81명이었다).
헌병과 민간 경찰을 비교했을 때는 피의자의 권리를 고지한 경우가 78.0% 대
67.7%, 그렇지 않은 경우가 22.0% 대 32.3%의 차이를 보였다. 피의자의 권리에 대한
고지와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군 사법경찰인 헌병이 민간 경찰에 비해 피의자의 권
리를 고지한 비율이 높았다. 민간 경찰의 경우 피의자의 권리를 고지하는 형사상 적
법절차의 엄격한 준수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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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체포 또는 구속시 피의자의 권리 고지 여부
피의자 권리 고지 여부

빈도

비율(%)

받았다
받지 못했다
합계

81
33
114

71.1
28.9
100.0

헌병
민간 경찰
빈도 비율(%) 빈도 비율(%)
46
78.0
21
67.7
13
22.0
10
32.3
59
100.0
31
100.0

체포 또는 구속될 때 피의자의 권리를 고지 받은 응답자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를
고지 받았는지를 모두 고르도록 질문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의자의 권리를 고지 받았
다고 응답한 81명 중 묵비권 혹은 진술거부권을 고지 받은 경우가 87.7%로 가장 높
았고, 변호사 선임권을 고지 받은 경우가 82.7%, 소명할 기회를 가질 권리를 고지 받
은 경우가 24.7%였다. 오히려 피의자에게 압박을 가했다고 별도의 의견을 표명한 답
변도 있었다. 즉, “경찰서에서는 변호사 선임권과 묵비권 혹은 진술거부를 할 수 있
다고 했는데 영창에서는 그런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영창에서 조사받는 중에
는 자꾸 대답을 안 하고 부인하면 형을 더 오래 살 거라는 말도 했”다는 것이다.

<표 4-13> 고지 받은 권리 여하
고지 받은 권리 여하
변호사 선임권
묵비권 혹은 진술거부권
소명할 기회를 가질 권리

빈도
67
71
20

비 율(%)
82.7
87.7
24.7

또한 피의자의 권리를 고지 받은 81명에 대하여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고지 받았
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 체포 또는 구속 당시 고지 받은 사람은 50.6%였고, 그 이후
조사받을 때가 45.7%였다. 고지 받지 못하고 신문조서를 보고 안 경우가 3.7%였다.
결국 절반 정도는 체포 또는 구속 당시에 고지 받도록 규정된 피의자의 권리를 적시
에 고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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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피의자의 권리 고지 방법
피의자의 권리 고지 방법

빈도

비율(%)

체포 또는 구속 당시에 받았다
체포 또는 구속 이후 조사 받을 때에 받았다
고지 받지는 못했으나
신문조서에 써 있는 것을 보고 알았다
합계

41
37

50.6
45.7

3

3.7

81

100.0

그리고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혹은 진술을 거부하여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는 내
용을 고지 받았는지에 대하여도 설문에 대하여 그렇다는 응답이 62.2%, 그렇지 않다
는 응답이 37.85였다. 헌병과 민간 경찰을 비교했을 때, “묵비권 행사시 불이익 없음”
고지를 한 경우가 65.1% 대 54.5%, 그렇지 않은 경우가 34.9% 대 45.5%로서, 상대적
으로 헌병이 이러한 내용을 고지한 비율이 높았다. 그렇지만 헌병과 민간 경찰 모두
묵비권 행사시 불이익이 없음을 고지하지 않은 비율이 너무 높았다. 심리적으로 위축
되어 있는 피의자에게 단순히 묵비권 혹은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여도 불이익이 없음을 고지하여야 피의자가 자신을 적절
히 방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표 4-15> 묵비권 행사시 불이익 없음 고지 여부
불이익 없음 고지 여부

빈도

비율(%)

예
아니오
합계

51
31
82

62.2
37.8
100.0

빈도
28
15
43

헌병
비율(%)
65.1
34.9
100.0

민간 경찰
빈도 비율(%)
12
54.5
10
45.5
22
100.0

6) 체포 또는 구속 이유와 범죄사실의 요지 고지 여부
체포 또는 구속시 체포 또는 구속되는 이유와 범죄사실의 요지를 구두(말)로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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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느냐는 설문에 대하여 체포 또는 구속 당시에 받았다는 응답자가 46.0%, 그 이후
조사 받을 때 받았다는 응답자가 36.3%였다. 고지 받지 못하고 신문조서를 보고 안
경우 8.8%, 체포 또는 구속 이유와 범죄사실의 요지를 전혀 고지 받지 못한 경우도
8.8%나 되었다. 헌병과 민간 경찰을 비교할 때 체포 또는 구속 당시에 구속 이유와
범죄사실의 요지를 고지하는 경우는 50.0% 대 58.1%로 민간 경찰의 경우가 상대적으
로 높았다. 체포 또는 구속 이후 조사 받을 때에 고지하는 경우가 34.5% 대 19.4%였
다.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는 6.9% 대 9.7%로 민간 경찰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았
다. 그렇지만 체포 또는 구속 당시에 체포 또는 구속 이유와 범죄사실의 요지를 고지
하지 않는 점에서 헌병과 민간 경찰 모두 인권보장의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16> 체포 또는 구속 이유와 범죄사실의 요지 고지 여부
헌병
민간 경찰
비율
비율
비율
(%) 빈도
빈도
(%)
(%)
체포 또는 구속 당시에 받았다
52 46.0 29 50.0 18 58.1
체포 또는 구속 이후 조사 받을 때에 받았다 41 36.3 20 34.5 6 19.4
고지 받지는 못했으나
10 8.8 5
8.6
4 12.9
신문조서에 써 있는 것을 보고 알았다
받지 못했다
10 8.8 4
6.9
3
9.7
합계
113 99.9 58 100.0 31 100.1
구속 이유 고지 여부

빈도

7) 가족들에게 통지 여부
가족들에게 군사법경찰(헌병, 기무 등) 또는 군검찰(검찰관 등)이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체포 또는 구속 시기, 장소 등에 대하여 통지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응답자의
61.4%가 긍정적으로 답한 반면 부정적인 답변은 7.0%였다. 다만 31.6%는 가족들에게
의 통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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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7> 가족들에게 통지 여부
가족들에게 통지 여부

빈도

비율(%)

하였다
하지 않았다
모르겠다
합계

70
8
36
114

61.4
7.0
31.6
100

8) 부적절한 행위로 인한 부상 여하
체포 또는 구속과정에서 군사법경찰관리(헌병, 기무 등) 혹은 군검찰(검찰관 등)의
부적절한 행위로 중대한 부상을 입은 경우가 4.4%, 가벼운 부상이 7.0%, 통증을 느끼
는 정도의 신체접촉이 9.6%였고, 부상 혹은 통증이 전혀 없었던 경우는 76.3%였다.
이 경우 피의자의 저항을 염두에 두어야 하지만, 설문 자체가 ‘부적절한 행위’에 대하
여 묻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체포 또는 구속과정에서 피의자의 부상이 적지 않은 비
율로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별도로 “10시간에 지속되는 조사로 쓰러지는 줄
알았습니다.”라고 의견을 적은 설문지도 있었다.

<표 4-18> 부적절한 행위로 인한 부상 여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한 부상 여하

빈도

비율(%)

중대한 부상을 입었다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통증을 느끼는 신체접촉만 있었다
부상 혹은 통증이 전혀 없었다
합계

5
8
11
87
111

4.5
7.2
9.9
78.4
100.0

9) 구속영장실질심사 청구권의 고지 여부
구속영장청구시 군사법경찰관리(헌병, 기무 등) 혹은 군검찰(검찰관 등)로부터 피의
자에게 구속영장실질심사 청구권이 있음을 고지 받았느냐는 설문에 대하여는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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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못한 경우가 50.9%였고, 고지 받은 경우가 그에 약간 못 미치는 49.1%였다. 즉,
청구권을 고지 받지 못한 경우가 절반을 넘고 있다.

<표 4-19> 구속영장실질심사 청구권의 고지 여부
구속영장실질심사 청구권 고지 여부

빈도

비율(%)

받았다
받지 못했다
합계

55
57
112

49.1
50.9
100.0

10) 구속영장실질심사 청구 여부
구속영장 실질심사란 영장이 청구될 당시에 구속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법원에 심사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는 개념설명과 함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청
구하였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 구속영장실질심사 청구율은 15.8%에 그쳤다. 83.8%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청구하지 않았다.

<표 4-20> 구속영장실질심사 청구 여부
구속영장실질심사 청구 여부

빈도

비율(%)

했다
하지 않았다
합계

18
95
113

15.9
84.1
100.0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청구하지 않은 응답자에 대해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
었다. 청구하지 않은 95명 중 86명이 그 이유를 제시하였는데, 그러한 제도에 대하여
알지 못하여 청구하지 않은 경우가 53.5%로 제일 높았고, 응답자 스스로 청구해도 소
용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경우가 32.6%가 그 다음이었고, 군사법경찰관리 혹은 군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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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속영장실질심사 청구를 하여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 10.5%, 그
들의 제지로 인한 경우가 2.3%였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또한 군사법
경찰 혹은 군검찰이 수사진행을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의도에서 이러한 피의자 인권
보장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21>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청구하지 않은 이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청구하지 않은 이유

빈도

비 율(%)

구속영장 실질심사 청구가 가능한지 알지 못함
군사법경찰 혹은 군검찰의 제지
군사법경찰 혹은 군검찰의 부정적 평가
자신의 부정적 평가
기타
합계

46
2
9
28
1
86

53.5
2.3
10.5
32.6
1.2
100.1

11) 체포・구속적부심 청구 여부
체포・구속적부심이란 체포 또는 구속된 이후에 법원에 체포나 구속이 적법하였는
지 여부를 심사해달라고 하여 석방하게 하는 제도임을 설명하면서 체포・구속적부심
을 청구하였느냐는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응답자의 92.0%가 체포・구속적부
심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답했고, 응답자의 8.0%만이 이를 청구한 것으로 답하였다.
체포・구속적부심 청구율이 상당히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4-22> 체포・구속적부심 청구 여부
체포・구속적부심 청구 여부

빈도

비 율(%)

청구하였다
청구하지 않았다
합계

9
104
113

8.0
92.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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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청구하지 않은 응답자 104명에 대해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를 물었다. 그 중 93명이 청구하지 않은 이유에 답했는데, 체포・구속적부심제도를
알지 못한 경우가 62.4%, 스스로의 부정적 평가가 31.2%, 군사법경찰 혹은 군검찰의
부정적 평가 4.3% 순으로 나타났다. 영장실질심사제도보다도 체포・구속적부심의 인
지도가 낮음을 보여 준다.

<표 4-23> 체포・구속적부심을 청구하지 않은 이유
체포・구속적부심을 청구하지 않은 이유

빈도

비율(%)

체포・구속적부심 청구가 가능한지 알지 못했다
군사법경찰 혹은 군검찰의 제지
군사법경찰 혹은 군검찰의 부정적 평가
자신의 부정적 평가
기타
합계

58
1
4
29
1
93

62.4
1.1
4.3
31.2
1.1
100.1

12) 족쇄 혹은 쇠사슬 착용 여부
체포 혹은 구속된 후 군사법경찰관리(헌병, 기무 등) 혹은 군검찰(검찰관 등)이 족
쇄, 자물쇠 달린 쇠사슬을 채운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그렇다고 대답한 응
답자가 19.3%나 되었다. 족쇄 혹은 자물쇠 달린 쇠사슬을 채운 비율이 상당히 높아
인권침해가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다.

<표 4-24> 족쇄 혹은 쇠사슬 착용 여부
족쇄 혹은 쇠사슬 착용 여부

빈도

비율(%)

예
아니오
합계

22
92
114

19.3
80.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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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알몸수색 여부
군사법경찰(헌병, 기무 등) 혹은 군검찰(검찰관 등)로부터 알몸수색을 당한 적이 있
느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14.9%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족쇄 혹은 쇠사슬 착용의 경
우보다는 비율이 낮았지만, 이 역시 적지 않은 비율이어서 조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심각함을 엿볼 수 있다.
<표 4-25> 알몸수색 여부
알몸수색 여부

빈도

비율(%)

예
아니오
합계

17
97
114

14.9
85.1
100

알몸수색을 당했다고 응답한 17명에 대하여 수색방법과 관련하여 경험한 일을 모
두 체크하도록 하였는데, 그 중 14명이 응답을 하였다. 그 결과 다른 피의자와 함께
알몸수색 50.0%, 성기 혹은 항문 등과 같은 신체 부위에 대한 신체검사 35.7%, 손 등
이 몸에 닿는 등 신체적 접촉 35.7%,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말 14.3%였다. 기타 수색
과정에서의 부당한 대우에 대한 응답은 2명(14.3%)이었는데, “팬티만 입히고 일어섰
다 앉았다 10회 반복”과 “… 영창에서 간부가 알몸수색을 하라고 하였으나 사병이
다른 방으로 데려가서 … 하지 않았다”였다. 이러한 결과는 알몸수색의 형태가 다양
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4-26> 알몸수색의 형태
알몸수색의 형태

빈도

비율(%)

손 등이 몸에 닿는 등 신체적 접촉
성기 혹은 항문 등과 같은 신체 부위에 대한 신체검사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말
다른 피의자와 함께 알몸수색
기타 수색과정에서의 부당한 대우

5
5
2
7
2

35.7
35.7
14.3
50.0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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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체포와 구속 관련 평가
임의동행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불법적인 강제연행을 근절시키고자 형사소송법에
체포영장제도가 도입된 것은 1995.12.29.의 개정이었다(제200조의2). 그로부터 4년 뒤
인 1999.12.28. 군사법원법 제232조의2도 동일한 조항을 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임의
동행 형식의 체포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설문분석 결과는 보여주었다(18.3%).
더욱이 임의동행의 이유와 목적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40.0%).
체포와 구속시 피의자의 권리를 고지 받지 못한 비율도 적지 않았고(28.9%), 고지
받은 경우에도 제때에 고지 받지 못한 비율이 너무 높았다(49.4%). 뿐만 아니라 묵비
권 행사시 불이익이 없음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한 비율(37.8%)과 범죄사실의 요지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한 비율(54%)도 높았다.
영장발부에 대한 교정절차인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청구한 비율은 15.9%에 불과하였
는데, 청구하지 않은 이유 중 53.5%가 제도 자체를 몰라서였으며, 이러한 제도가 있
음을 고지받지 못한 비율이 50.9%였다는 점에서 피의자의 인권침해가 연쇄적으로 이
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체포영장실질심사는 청구율 8.0%, 몰라서 청구하지 않
은 비율이 62.4%로서 더욱 심각하였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족쇄 혹은 쇠사슬 착용이 19.3%, 알몸수색이 14.9%의 비율을
보이고 있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체포와 구속시 인권침해가 적지 않음을 보여주는 수치로서 군 사법
제도상 체포 혹은 구속절차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요청됨을 보여준다.

다. 군사법경찰의 수사과정
세 번째로 군사법경찰(헌병, 기무 등)의 수사과정에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하였고,
그 응답결과와 분석은 아래와 같다.
1) 수사기관
우선 수용자들이 어떠한 메커니즘을 거쳐 수사를 받았는지 알기 위해 수사를 받은
곳을 모두 고르도록 요청하였다. 설문 선택지는 “① 군사법경찰(헌병, 기무 등) ② 군
검찰(검찰관 등) ③ 민간경찰”이었지만, 그 응답결과와 분석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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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찰, 군사법경찰, 군검찰 순으로 구성하였다. 그 결과 53.5%는 「군사법경찰 →
군검찰」을 통하여 수사를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15.8%는 「민간 경찰 → 군사법경찰
→ 군검찰」을 통하여 수사를 받았다. 13.2%는 군검찰에서만, 12.3%는 군사법경찰에
서만 수사를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의 정확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겠지만, 군사법
경찰에서만 수사를 받은 경우가 12.3%였다는 것은 군검찰이 별도의 수사 없이 군사
법경찰의 수사만으로 기소를 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것은 군 사법제도에서 군
검찰의 역할이 군사법경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을 보여준다.

<표 4-27> 수사메커니즘
수사메커니즘

빈도

비율(%)

민간 경찰
민간 경찰 → 군사법경찰
민간 경찰 → 군검찰
민간 경찰 → 군사법경찰 → 군검찰
군사법경찰 → 군검찰
군사법경찰
군검찰
합계

1
0
5
18
61
14
15
114

0.9
0.0
4.4
15.8
53.5
12.3
13.2
100.1

수사메커니즘은 범죄유형에 따라 차이가 드러날 것으로 생각하여 가장 대표적인
수사메커니즘인 ｢군사법경찰 → 군검찰｣과 ｢민간 경찰 → 군사법경찰 → 군검찰｣에
대하여 범죄유형 비율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군사법경찰 → 군검찰｣의 경우 군기관
련 범죄와 일반범죄 비율이 56.8% 대 43.2%인 반면, ｢민간 경찰 → 군사법경찰 → 군
검찰｣의 경우 군기관련 범죄와 일반범죄 비율이 23.5% 대 76.5%였다. 이것을 분석해
보면, 군 내부의 수사기관만을 거치는 ｢군사법경찰 → 군검찰｣ 수사메커니즘의 경우
에도 전체사건의 43.2%가 일반범죄로서 군수사기관의 특수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
지 않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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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8> 수사메커니즘에 따른 범죄유형
수사메커니즘

범죄유형

군기관련 범죄
일반범죄
합계
군기관련 범죄
「민간 경찰 → 군사법경찰 → 군검찰」 일반범죄
합계
「군사법경찰 → 군검찰」

빈도

비율(%)

42
32
74
4
13
17

56.8
43.2
100.0
23.5
76.5
100.0

2) 군사법경찰에 의한 수사과정에서의 부상 여하
군사법경찰(헌병, 기무 등)의 수사과정에서 군사법경찰의 부적절한 행위로 부상을
당한 적이 있는지를 물었다. 응답자의 83.9%가 수사과정에서 부상 혹은 통증이 전혀
없었다고 답하였다.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던 경우 그 유형은 통증을 느끼는 신체접촉
7.1%, 가벼운 부상 6.3%, 중대한 부상 2.7%로 나타났다. 요컨대 응답자의 16.1%가 군
사법경찰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한 것이다.
<표 4-29> 군사법경찰에 의한 수사과정에서의 부상 여하
군사법경찰에 의한 부상 여하

빈도

비율(%)

중대한 부상을 입었다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통증을 느끼는 신체접촉만 있었다
부상 혹은 통증이 전혀 없었다
합계

3
7
8
94
112

2.7
6.3
7.1
83.9
100.0

3) 군사법경찰의 수사과정에서 반말 등 여하
군사법경찰(헌병, 기무 등)이 수사과정에서 반말, 무시하는 말, 욕설, 폭언 등을 하
였는가에 대한 설문에 대하여는 약간 있었다 50.9%, 매우 심하였다 28.9%, 전혀 없었
다 12.3%, 거의 없었다 7.9%의 설문결과가 나왔다. 요컨대 수사과정에서 반말 등을
한 경우가 79.8%, 그렇지 않은 경우가 20.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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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0> 군사법경찰의 수사과정에서 반말 등 여하
반말 등 여하
매우 심하였다
약간 있었다
거의 없었다
전혀 없었다
합계

빈도
33
58
9
14
114

비율(%)
28.9
50.9
7.9
12.3
100

4) 군사법경찰의 수사과정에서 고문 등 여하
군사법경찰(헌병, 기무 등)의 수사과정에서 고문, 폭행, 협박, 성폭력(성추행) 등이
있었느냐는 설문에 대하여는 전혀 없었다 50.9%, 거의 없었다 18.4%, 약간 있었다
23.7%, 매우 심하였다 7.0%의 결과가 나타났다. 요컨대 수사과정에서 고문 등이 있었
던 경우가 30.7%, 그렇지 않은 경우가 69.3%였다.
<표 4-31> 군사법경찰의 수사과정에서 고문 등 여하
고문 등 여하
매우 심하였다
약간 있었다
거의 없었다
전혀 없었다
합계

빈도
8
27
21
58
114

비율(%)
7.0
23.7
18.4
50.9
100

5) 군사법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음식물 혹은 수면 제한 여하
음식물이나 물을 먹지 못하게 하는 상태 혹은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상태에서 조
사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전혀 없었다 58.4%, 거의 없었다 17.7%,
약간 있었다 18.6%, 매우 심하였다 5.3%의 응답결과가 나왔다. 요컨대 음식물 혹은
수면 제한이 23.9%, 그렇지 않은 경우가 76.1%였다.

- 87 -

<표 4-32> 군사법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음식물 혹은 수면 제한 여하
음식물 혹은 수면 제한 여하
매우 심하였다
약간 있었다
거의 없었다
전혀 없었다
합계

빈도
6
21
20
66
113

비율(%)
5.3
18.6
17.7
58.4
100

6) 군사법경찰의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입회권 고지 여부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을 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군사법경찰로부터 고지 받았느
냐는 질문에 대해서 50.9%가 그렇지 않았다고 답한 반면 49.1%가 그렇다고 답하였다.
응답자의 반 정도가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고지 받지 못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표 4-33> 군사법경찰의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입회권 고지 여부
변호인 입회권 고지 여부
예
아니오
합계

빈도
56
58
114

비율(%)
49.1
50.9
100

7) 군사법경찰의 수사과정 관련 평가
군사법경찰의 수사과정에 대한 설문분석 결과 적지 않은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응답자의 16.1%가 군사법경찰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였는데, 수사과정에서 반말 등을 한 경우가 79.8%에 이르렀다. 이것은 수사과
정에서 피의자가 인격적으로 충분히 대우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반
말 등으로 인하여 피의자가 위축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결과이다.
더욱이 수사과정에서 고문 등이 있었던 경우가 30.7%에 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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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혹은 수면을 제한한 비율이 23.9%였다. 이러한 설문결과는 설문조사 범위가
군 사법과정 전체에 걸쳐 있어 설문지 지면상 간략하게 질문한 것이었으나, 군 사법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못하고, 폭행이나 협박
을 동원한 불법수사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응답자의 반 정도가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고지
받지 못하였음을 고려하면, 상당한 비율의 피의자가 자신을 제대로 방어할 만한 인권
보호를 받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라. 군검찰의 수사과정
네 번째로 군검찰(검찰관 등)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몇 가지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
때 설문내용은 군사법경찰의 수사과정과 비교하기 위하여 군사법경찰만 군검찰로 바
꾸었을 뿐 동일하게 구성하였다. 그 응답결과와 분석 그리고 군사법경찰과의 비교분
석은 아래와 같다.
1) 군검찰의 수사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 여하
군검찰(검찰관 등)의 수사과정에서 군검찰의 부적절한 행위로 부상을 당한 적이 있
는지를 물었다. 응답자의 93.7%가 수사과정에서 부상 혹은 통증이 전혀 없었다고 답
하였다.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던 경우 그 유형은 통증을 느끼는 신체접촉 4.5%, 중대
한 부상 1.8%로 나타났다. 요컨대 통증 이상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던 경우는 6.3%
였다.
<표 4-34> 군검찰의 수사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 여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한 부상 여하

빈도

비 율(%)

중대한 부상을 입었다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통증을 느끼는 신체접촉만 있었다
부상 혹은 통증이 전혀 없었다
합계

2
0
5
104
111

1.8
0.0
4.5
93.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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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군검찰과 군사법경찰을 단순비교할 때, 수사과정에서의 부적절한 행
위로 인하여 부상 혹은 통증이 전혀 없었다고 답한 경우가 93.7% 대 83.9%, 통증을
느끼는 신체접촉 4.5% 대 7.1%, 가벼운 부상 0.0% 대 6.3%, 중대한 부상 1.8% 대
2.7%이다. 요컨대 통증 이상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던 경우는 6.3% 대 16.1%이다.
적어도 수사과정에서의 부적절한 행위 여하에 대한 평가만 놓고 볼 때는, 피의자 인
권보호 측면에서 군검찰이 군사법경찰보다 비교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2) 군검찰의 수사과정에서 반말 등의 처우 여하
군검찰이 수사과정에서 반말, 무시하는 말, 욕설, 폭언 등을 하였는가에 대한 설문
에 대하여는 약간 있었다 41.6%, 매우 심하였다 23.9%, 전혀 없었다 20.4%, 거의 없
었다 14.2%의 설문결과가 나왔다. 요컨대 수사과정에서 반말 등을 한 경우가 65.5%,
그렇지 않은 경우가 34.6%이다.
<표 4-35> 군검찰의 수사과정에서 반말 등 여하
반말 여하
매우 심하였다
약간 있었다
거의 없었다
전혀 없었다
합계

빈도
27
47
16
23
113

비율(%)
23.9
41.6
14.2
20.4
100.1

이러한 결과는 군검찰과 군사법경찰을 단순비교할 때, 반말 등을 한 행위가 전혀
없었다고 답한 경우가 20.4% 대 12.3%, 거의 없었다 14.2% 대 7.9%, 약간 있었다
41.6% 대 50.9%, 매우 심하였다 23.9% 대 28.9%이다. 그 결과 반말 등을 한 경우는
65.5% 대 79.8%이다.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적어도 수사과정에서의 반말 등을 하느
냐에 대한 평가만 놓고 볼 때는, 피의자 인권보호 측면에서 군검찰이 군사법경찰보다
비교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3) 군검찰의 수사과정에서 고문 등 여하
군검찰의 수사과정에서 고문, 폭행, 협박, 성폭력(성추행) 등이 있었느냐는 설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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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는 전혀 없었다 62.8%, 거의 없었다 16.8%, 약간 있었다 16.8%, 매우 심하였다
3.5%의 결과가 나타났다. 요컨대 수사과정에서 고문 등이 있었던 경우가 20.3%, 그렇
지 않은 경우가 79.6%였다.
<표 4-36> 군검찰의 수사과정에서 고문 등 여하
고문 등 여하
매우 심하였다
약간 있었다
거의 없었다
전혀 없었다
합계

빈도
4
19
19
71
113

비 율(%)
3.5
16.8
16.8
62.8
99.9

이러한 결과는 군검찰과 군사법경찰을 단순비교할 때, 고문 등의 행위가 전혀 없었
다고 답한 경우가 62.8% 대 50.9%, 거의 없었다 16.8% 대 18.4%, 약간 있었다 16.8%
대 23.7%, 매우 심하였다 3.5% 대 7.0%이다. 그 결과 고문 등을 한 경우는 20.3% 대
30.7%이다. 따라서 고문 등과 같은 불법수사와 관련해서도 피의자 인권보호 측면에서
군검찰이 군사법경찰보다 비교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4) 군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음식물 혹은 수면 제한 여하
군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음식물이나 물을 먹지 못하게 하는 상태 혹은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전혀 없었다
75.2%, 거의 없었다 15.0%, 약간 있었다 8.0%, 매우 심하였다 1.8%의 응답결과가 나
왔다. 요컨대 음식물 혹은 수면 제한이 9.8%, 그렇지 않은 경우가 90.2%였다.
<표 4-37> 군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음식물 혹은 수면 제한 여하
조 사 형태
매우 심하였다
약간 있었다
거의 없었다
전혀 없었다
합계

빈도
2
9
17
85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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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1.8
8.0
15.0
75.2
100.0

이러한 결과는 군검찰과 군사법경찰을 단순비교할 때, 음식물 혹은 수면 제한 등의
행위가 전혀 없었다고 답한 경우가 75.2% 대 58.4%, 거의 없었다 15.0% 대 17.7%, 약
간 있었다 8.0% 대 18.6%, 매우 심하였다 1.8% 대 5.3%이다. 그 결과 음식물 혹은 수
면 제한 등을 한 경우는 9.8% 대 23.9%이다. 역시 이에 관해서도 피의자 인권보호 측
면에서 군검찰이 군사법경찰보다 비교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5) 군검찰의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입회권 고지 여부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을 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군검찰로부터 고지 받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59.3%가 그렇지 않았다고 답한 반면 40.7%가 그렇다고 답하였다. 그러
므로 이 점에 관해서는 군사법경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응답자의 반 이상이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할 수 있다는 권리를 고지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38> 군검찰의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입회권 고지 여부
변호인

빈도

비 율(%)

예

46

40.7

아니오

67

59.3

합계

113

100.0

6) 군검찰의 수사과정 관련 평가
이미 위에서 군사법경찰과 군검찰의 상대적 비교를 통해 군검찰의 수사과정이 군
사법경찰보다의 수사과정보다는 덜 인권침해적임을 확인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군검
찰의 수사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응답자의 6.3%가 군검찰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였는데, 수사과정에서
반말 등을 한 경우가 65.5%에 이르렀다. 피의자에 대한 비인격적인 대우와 그로 인한
피의자 위축 상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결과이다. 더욱이 수사과정에서 고문 등
이 있었던 경우가 20.3%에 달하며, 음식물 혹은 수면을 제한한 비율도 9.8%였다.
이러한 설문결과는 개략적이기 하지만, 군검찰의 수사과정에서도 피의자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응답자의 반
이상 정도(59.3%)가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고지 받지 못하였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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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면, 상당한 비율의 피의자가 자신을 제대로 방어할 만한 인권보호를 받지 못하
였음을 알 수 있다.

마. 재판과정
다섯 번째로 재판과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였다. 그에 대한 응답결과와 분
석은 아래와 같다.
1) 군사법원 재판의 공정성
군사법원의 재판과정이 공정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다소 불공정한 편
이었다 30.7%, 보통이다 26.3%, 매우 불공정했다 24.6%, 비교적 공정한 편이었다
17.5%, 매우 공정했다 0.9%의 결과가 나왔다. 불공정하다는 평가가 55.3%로서 공정하
다는 평가 18.4%에 비해 압도적이었으며, 보통이라는 26.3%를 고려하는 경우에도 군
사법원 재판의 공정성을 신뢰하고 있지 않은 평가가 우세하였다.
<표 4-39> 군사법원 재판의 공정성
재판의 공정성

빈도

비 율(%)

매우 공정했다
비교적 공정한 편이었다
보통이다
다소 불공정한 편이었다
매우 불공정했다
합계

1
20
30
35
28
114

0.9
17.5
26.3
30.7
24.6
100

군사법원의 재판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63명(다소 불공정하다고 평가한 35명, 매우
불공정하다고 평가한 28명)에 대하여 그 이유 두 가지를 고르라고 질문하였다. 1명의
미응답자를 제외한 62명이 2개 선택한 결과를 분석하였다(기타 의견 중 그 내용에 따
라 ①에 5건, ②에 3건, ③에 1건을 추가로 분류). 응답자들이 가장 큰 이유로 답한
것은 다른 사람과의 형평성 때문 75.8%, 고압적인 재판정 분위기 32.3%, 변호인의 무
성의 32.3%, 지휘관의 압력 11.3% 등이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민간재판과 많은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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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1심 때의 재판장이 전문적으로 법률 공부한 사람이 아닌 고위 장교였다.”,
“수사관에 의한 조작”, “처벌 당시 군부대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점이 많이 작용했
다.”가 있었다. 이들의 의견은 군사법원이 일반법원과 다르다는 점, 특히 현역 군인의
재판 참여, 수사의 불공정성, 상황에 따른 재판 영향을 지적하고 있다.
<표 4-40> 재판과정이 불공정하다고 평가한 이유(복수응답)
재판과정이 불공정하다고 평가한 이유

빈도

비 율(%)

다른 사람에 비해 처벌이 불공평했다
재판정 분위기가 고압적이어서 심리적으로 위축되었다
변호인이 성의 없이 변호를 하였다
지휘관의 압력이 작용하였다
기타

47
20
20
7
4

75.8
32.3
32.3
11.3
6.5

2) 재판과정에서 억울한 일 여부
재판과정에서 억울하거나 가혹한 일을 당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는 응
답이 28.3%, 아니라는 응답이 71.7%였다.
<표 4-41> 재판과정에서 억울한 일 여부
억울한 일 여부
예
아니오
합계

빈도
32
81
113

비 율(%)
28.3
71.7
100.0

군사법원의 재판과정에서 억울하거나 가혹한 일을 당한 적이 있다는 32명에 대하
여 그 이유 두 가지를 고르라고 질문하였다. 미응답자 1명을 제외한 31명의 응답자들
의 답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기타 의견 중 내용에 따라 ②에 1건, ④에 2건, ⑤에 1
건을 추가로 분류). 응답자들이 가장 큰 이유로 답한 것은 저지른 잘못에 비해 너무
무거운 형벌을 선고받았다는 것으로 67.7%였으며, 하고 싶은 말을 못하게 했다
35.5%, 제대로 변호를 받지 못했다 25.8%,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다 12.9%, 폭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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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폭언을 당했다 6.5% 순이었다. 기타 의견 중 특기할 만한 것은 “재판 중 재판장의
조는 행위”, “제가 한 일에 대해서 검사가 진실여부를 알지 못하면서 재판 과정에서
제게 불리한 가정을 사실처럼 단정지어서 얘기함”, “지휘관의 소견에 너무 치중하였
습니다.” 등이었다.
<표 4-42> 재판과정에서 억울한 일 등 유형
억울한 일 등 유형
폭행이나 폭언을 당했다
하고 싶은 말을 못하게 했다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다
저지른 잘못에 비해 너무 무거운 형벌을 선고받았다
제대로 변호를 받지 못했다
기타

빈도
2
11
4
21
8
3

비 율(%)
6.5
35.5
12.9
67.7
25.8
9.7

3) 계급에 따른 형량 차별 여하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병이냐 간부(장교・부사관)냐에 따라 형량이 다르게
선고되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매우 다르다 46.0%, 조금 다르다 31.0%,
별 차이 없다 16.8%, 똑같다 6.2%의 분포를 보였다. 무려 77.7%의 응답자가 동일한
범죄행위라 해도 계급에 따라 형량이 다르다고 대답하여 군사법원의 형평성에 대하
여 의심하였다. 물론 응답자의 84.2%가 병이므로 그 심리적 피해의식이 반영되었다고
하더라도 군사법원의 공신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표 4-43> 계급에 따른 형량 차별 여하
형량 차별 여하
매우 다르다
조금 다르다
별 차이 없다
똑같다
합계

빈도
52
35
19
7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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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46.0
31.0
16.8
6.2
100.0

4) 군판사의 진술거부권 고지 여부
군판사가 각개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는
가에 대한 응답은 그렇다 57.1%, 그렇지 않다 42.9%였다. 법률가의 자격이 있는 군판
사조차도 법정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 별도로
“거부하면 안된다는 언어로 심리적인 압박을 하였습니다.”는 의견을 제시한 설문지도
있었다.
<표 4-44> 군판사의 진술거부권 고지 여부
진술거부권 고지 여부

빈도

비율(%)

예
아니오
합계

64
48
112

57.1
42.9
100.0

5) 재판과정 관련 평가
재판에 있어 공정성은 본질적 특성이다. 물론 당사자의 경우 자신의 처지에서 재판
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할 수밖에 없기는 하다. 그렇지만 응답자의 55.3%가
군사재판이 불공정하다고 평가한 것은 심각한 정도이다. 그 이유는 형평성 문제
(75.8%)이며,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응답자(28.3%) 중 다수는 무거운 처벌을 들고 있
다(67.7%). 계급에 따른 형량의 차이가 있다는 응답이 77.0%인 것을 보면, 군교도소
수용자들은 군사재판에서도 계급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심리적 위축과 부실한 변호로 자신을 변호할 충분한 기회를 갖지 못하
였다는 평가가 많았고, 그리고 군판사조차도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비율이 적
지 않음을 보면, 위계적인 군대의 특성이 공정하여야 할 군사재판에 과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가 하는 평가를 조심스럽게 내릴 수 있다.

바. 변호인
여섯 번째로 변호인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였다. 그 응답결과와 분석은 아래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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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호인 선임 여부
변호인을 선임하였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그렇다 83.3%, 그렇지 않다 16.7%의 응답
결과가 나왔다.
<표 4-45> 변호인 선임 여부
변호인 선임 여부

빈도

비율(%)

예
아니오
합계

95
19
114

83.3
16.7
100

변호인을 선임한 95명에 대하여 변호인이 누구냐는 질문을 하였다. 미응답자 1명을
제외한 94명 중 사선변호인 52.1%, 군법무관 43.6%였다. 이를 통해 군사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군법무관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
<표 4-46> 변호인 유형
변호인 유형

빈도

비율(%)

변호사(사선변호인)
군법무관
기타
합계

49
41
4
94

52.1
43.6
4.3
100.0

변호인을 선임한 95명에 대하여 변호인에 대한 만족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물었
다. 미응답자 4명을 제외한 91명의 응답결과는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변
호인에 대한 만족도에 대하여는 매우 불만족 29.7%, 보통 29.7%, 약간 만족 17.6%,
약간 불만족 13.2%, 매우 만족 9.9% 순의 결과가 나왔다. 불만족하다는 평가가 32.9%
로서 만족하다는 평가 27.5%에 비하여 높았다.
변호인에 대한 만족도를 사선변호인과 군법무관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만족도는
34.1%대 30.0%로, 불만족도는 44.7% 대 40.0%로 만족도와 불만족도 모두 군법무관에
비하여 사선변호인이 높았다. 이는 사선변호인에 대한 기대와 실망이 다소 그 격차가
크게 나타난 결과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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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7> 변호인에 대한 만족도
변호인에 대한 만족도 빈도 비율(%)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 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합계

9
16
27
12
27
91

9.9
17.6
29.7
13.2
29.7
100.1

사선변호인
빈도 비율(%)
6
12.8
10
21.3
10
21.3
6
12.8
15
31.9
47
100.1

군법무관
빈도 비율(%)
3
7.5
5
12.5
16
40.0
5
12.5
11
27.5
40
100.0

2) 변호인 접견권 제한 여부
변호인 접견 혹은 연락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그
렇다는 응답이 6.3%,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93.8%였다. 변호인 접견 거부율이 낮은
편이지만, 변호인 접견이 거부된 7건 중 6건이 사선변호인이었음을 고려하면, 이 수
치는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4-48> 변호인 접견권 제한 여부
변호인 접견권 제한 여부
예
아니오
합계

빈도
7
105
112

비율(%)
6.3
93.8
100.1

3) 변호인 접견시 수사관 입회 여하
변호인 접견시 군사법경찰(헌병, 기무 등) 또는 군검찰(검찰관 등)이 입회한 적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입회하지 않았다 62.6%, 들리지는 않지만 보이는 거리 내
에 있었다 17.8%, 가까이에서 대화내용을 들었다 15.0%, 대화내용을 기록하고 있었다
4.7%의 결과가 나왔다. 결과적으로 변호인을 접견하는 중 군사법경찰이나 군검찰이
입회한 것은 37.5%이다. 이러한 적지 않은 비율은 실질적으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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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자체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4-49> 변호인 접견시 수사관 입회 여하
변호인 접견시 수사관 입회 여하

빈도

비율(%)

입회하지 않았다
들리지는 않지만 보이는 거리 내에 있었다
가까이에서 대화내용을 들었다
대화내용을 기록하고 있었다
합계

67
19
16
5
107

62.6
17.8
15.0
4.7
100.1

4) 변호인 관련 평가
변호인 관련해서 불만이 적지 않음은 재판과정에 대한 설문분석에서도 드러났지만,
변호인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설문에서 42.9%가 불만족스럽다고 답한 부분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비율이 16.7%였으며, 변호인을 선임한 경
우에도 군법무관이 43.6%를 차지하였다. 변호인 접견을 제한받은 경우도 6.3%였으며,
변호인 접견시 수사관 입회는 무려 37.5%에 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현실적으로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와 더불어 군법무관 변호인의 성
실성, 나아가 독립성․공정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이어질 수 있음을 드러낸다.

사. 심판관과 관할관
일곱 번째로는 심판관과 관할관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한 응답
결과와 분석은 아래와 같다.
1) 심판관 인지 여부
군사법원법상 법관 자격이 없는 현역 군인이 심판관으로 재판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그렇다는 대답이 37.7%, 그렇지 않다는 대답이 62.3%였
다. 현역 군인이 심판관으로 재판에 참여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낮음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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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0> 현역 군인인 심판관 인지 여부
심판관 인지 여부
예
아니오
합계

빈도
43
71
114

비율(%)
37.7
62.3
100.0

2) 심판관의 재판영향 여하
심판관이 참여함으로써 재판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쳤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은 기
결수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41.5%,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26.2%, 별 다른 영향 없었다 29.2%,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3.1% 등의 결과가 나왔다.
모르겠다는 응답을 고려하면, 심판관의 영향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반반(유
리하게 작용하였다와 불리하게 작용하였다는 합 : 별 다른 영향이 없었다)으로 대답
하였다. 그렇지만 심판관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응답자들은 심판관의 재판영향력이 자
신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기보다는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표 4-51> 심판관의 재판영향 여하
심판관의 재판영향 여하

빈도

비 율(%)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별 다른 영향이 없었다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모르겠다
합계

2
19
17
27
65

3.1
29.2
26.2
41.5
100.0

3) 재판결과에 미친 영향요인
재판결과에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은 기결
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이 설문에 대하여 응답자들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은
것은 군사법경찰(37.5%)이었다. 다음으로 군검찰 21.9%, 변호인 14.1%, 군판사 9.4%
등이었다. 이것을 보면 응답자들은 군사법경찰의 수사결과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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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군사법경찰의 수사결과가 지휘권
과 결합하여 군사재판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기존의 지적에 부합하는 것이다.
응답자들이 다음으로 꼽은 것은 군검찰(31.7%)이었다. 다음으로 군판사 30.0%, 심판
관 17.5%, 변호인 11.1% 등이었다. 응답자들이 세 번째로 꼽은 것은 관할관(25.0%)였
다. 다음으로 변호인 21.7%, 군판사 20.0%, 심판관 15.0% 등이었다.
<표 4-52> 재판결과에 미친 영향요인
제1선택
군사법경찰
군검찰
변호인
군판사
심판관
관할관
기타
합계

빈
도
24
14
9
6
5
5
1
64

비율
(%)
37.5
21.9
14.1
9.4
7.8
7.8
1.6
100.0

제2선택
군검찰
군판사
심판관
변호인
군사법경찰
관할관
기타
합계

빈
도
20
19
11
7
3
3
0
63

비율
(%)
31.7
30.2
17.5
11.1
4.8
4.8
0.0
100.0

제3선택
관할관
변호인
군판사
심판관
군검찰
군사법경찰
기타
합계

빈
도
15
13
12
9
8
3
0
60

비율
(%)
25.0
21.7
20.0
15.0
13.3
5.0
0.0
100.0

4) 관할관의 확인조치권 인지 여부
판결에 대해 관할관(사단장, 군단장)이 확인조치권(유죄판결을 확인하고 형을 경감
시켜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이
67.3%,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32.7%였다. 심판관에 대한 인지도보다는 관할관에 대한
인지도가 더 높았다.
<표 4-53> 관할관의 확인조치권 인지 여부
확인조치권 인지 여부

빈도

비율(%)

예
아니오
합계

76
37
113

67.3
3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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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할관의 감형 여부
관할관(사단장, 군단장)에 의해 형을 경감받았느냐는 질문에 대한 ‘예’라는 응답은
21명으로서 18.6%,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92명으로서 81.4%였다. 군의 특성 혹은 장
병의 권익을 감안하다고 해도, 18.6%의 감형은 군사재판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음은 분명하지만, 감형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은 설문조사의 특성상 유보할 수 밖에
없다.
<표 4-54> 관할관의 감형 여부
감형 여부

빈도

비 율(%)

예
아니오
합계

21
92
113

18.6
81.4
100.0

6) 관할관의 감형권 행사의 형평성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병이냐 간부(장교・부사관)이냐에 따라 관할관(사단장,
군단장)의 감형의 내용이 달라진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매우 다르다 39.3%, 조금
다르다 28.6%, 모르겠다 18.8%, 별 차이 없다 13.4% 등의 결과가 나왔다. 요컨대 차
별이 있다는 응답이 67.9%로서 응답자의 3분의 2가 차별이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하
였다. 이것은 군사법원 재판의 공정성에 대하여 공정하지 않다고 평가한 55.3%보다
높은 비율이다. 따라서 군사법원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불만보다 관할관의 감형권 행
사의 형평성에 대한 불만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55> 관할관의 감형권 행사의 형평성
감형내용
매우 다르다
조금 다르다
별 차이 없다
모르겠다
합계

빈도
44
32
15
21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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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39.3
28.6
13.4
18.8
100.1

그렇다면 실제는 어떠한가. 이번 설문조사에서 관할관에 의해 감형을 받은 응답자
21명 중 병은 17명으로 81.0%, 장교는 4명으로 19.0%, 부사관은 0명으로 0.0%였다.
이것은 응답자의 계급별 구성인 병, 부사관, 장교의 84.2%, 3.5%, 12.3%와 비교할 때,
장교의 감형권 수혜율이 높음을 보여준다. 또한 응답자에 대한 감형율을 비교하면,
장교는 14명 중 4명으로 28.6%, 병은 96명 중 17명으로 17.7%이어서, 역시 장교의 감
형권 수혜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7) 관할관의 확인조치권 필요 여부
관할관(사단장, 군단장)의 확인조치권(유죄판결을 확인하고 형을 경감시켜줄 수 있
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매우 필요하다 46.9%, 약간 필요하다
21.2%, 그저 그렇다 15.9%, 매우 불필요하다 14.2%, 약간 불필요하다 1.8%의 결과가
나왔다. 관할관의 감형권 행사에서 불공평하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확인조치권의 필
요성에 67.6%가 긍정적으로 대답한 것은 의외의 결과이다. 그것은 형의 경감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4-56> 관할관의 확인조치권 필요 여부
확인조치권 필요 여부

빈도

비 율(%)

매우 필요하다
약간 필요하다
그저 그렇다
약간 불필요하다
매우 불필요하다
합계

53
24
18
2
16
113

46.9
21.2
15.9
1.8
14.2
100.0

관할관의 확인조치권이 필요하다고 평가한 77명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그에 대한
응답은 지휘관이 군 내부의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45.5%, 형이 줄어들기 때문에
45.5%(기타 의견 중 내용상 분류 1건 포함), 지휘권의 확립을 위하여 6.5%, 기타 2.6%
의 결과가 나왔다. 응답자들은 관할관의 확인조치권이 지휘권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
고 보기보다는 단순히 지휘관이 군 내부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조치를 취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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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7> 관할관 확인조치권이 필요한 이유
관할관 확인조치권이 필요한 이유
형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휘권의 확립을 위하여
지휘관이 군 내부의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타
합계

빈도
35
5
35
2
77

비 율(%)
45.5
6.5
45.5
2.6
100.0

반면 관할관 확인조치권이 필요하지 않다고 평가한 18명에 대하여 그 이유를 물었
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지휘관에 의한 재판 간섭을 막기 위하여 55.6%, 지휘관이 권
한을 남용하기 때문에 33.3%(기타 의견 중 내용상 2건 추가분류) 등의 결과가 나왔다.
지휘관 권한 남용에 포함한 기타 의견은 “나보다 더 중한 죄를 지은 이가 지휘관과
의 친분이나 연줄을 통해 동일한 지휘관, 군판사에게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면 과연
공정한가?”, “지휘관과 관계있는 사람은 형을 감량 받아서”였다. 다른 2건의 기타 의
견은 “경감조치를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불이익도 있다.”, “관할권은 전시에만 사용
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 등이었다.
<표 4-58> 관할관 확인조치권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
필요하지 않은 이유

빈도

비 율(%)

지휘관에 의한 재판 간섭을 막기 위하여
군인의 인권을 보장하기위하여
지휘관이 권한을 남용하기 때문에
군인도 민간인과 동일한 재판을 받아야 하므로
기타
합계

10
0
6
0
2
18

55.6
0.0
33.3
0.0
11.1
100.0

8) 지휘관의 영향력 여하
지휘관이 사건의 수사과정 혹은 재판과정에 영향력을 미쳤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은 별 영향이 없었다 29.5%, 전혀 영향이 없었다 24.1%, 매우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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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3.2%, 조금 그렇다 23.2% 등으로, 지휘관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응답이 46.4%였다.
<표 4-59> 지휘관의 영향력 여하
지 휘 관

빈도

비율(%)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 영향이 없었다
전혀 영향이 없었다
합계

26
26
33
27
112

23.2
23.2
29.5
24.1
100.0

지휘관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52명에 대하여 어느 단계에서 영향을 미
쳤다고 생각하는지 가장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한 단계부터 답하게 하였다. 이에 대하
여 응답자들은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친 요인으로 군사법경찰 36.5%를 꼽았고, 그 뒤
로 보통군사법원 23.1%, 군검찰 15.4%, 고등군사법원 15.4%의 순이었다. 두 번째로
영향력을 미친 요인으로는 군검찰 46.2%, 군사법경찰 15.4%, 보통군사법원 15.4%였다.
이렇게 볼 때 응답자들은 지휘관이 가장 영향력을 행사하기 쉬운 단계를 군사법경찰
의 수사단계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60> 지휘관의 영향력 행사단계
제1선택 군사법경찰 보통군사법원
군검찰
고등군사법원 무응답
빈도
19
12
8
8
5
비율(%)
36.5
23.1
15.4
15.4
9.6
제2선택
군검찰
군사법경찰 보통군사법원 고등군사법원 무응답
빈도
24
8
8
6
6
비율(%)
46.2
15.4
15.4
11.5
11.5
제3선택 보통군사법원
군검찰
군사법경찰 고등군사법원 무응답
빈도
23
12
8
3
6
비율(%)
44.2
23.1
15.4
5.8
11.5
제4선택 고등군사법원 군사법경찰
군검찰
보통군사법원 무응답
빈도
29
11
3
3
6
비율(%)
55.8
21.2
5.8
5.8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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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52
100.0
합계
52
100.0
합계
52
100.0
합계
52
100.1

이러한 결과는 앞서 재판결과에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이 무엇인가
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들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군사법경찰(38.4%)을 꼽았던
것과 일관성 있는 결과이다. 더욱이 주목할 것은 제1선택에서 보통군사법원이 군검찰
보다 지휘관의 영향력을 많이 받는 것으로 평가한 것이다. 이는 응답자들이 보통군사
법원 재판의 공정성과 지휘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9) 심판관과 관할관 관련 평가
현역군인인 심판관에 대한 인지도와 관할관의 확인조치권에 대한 인지도는 각각
37.7%와 67.3%로 큰 차이를 보였다.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요소로서 군사법경찰과
군검찰을 주로 꼽고 있는 것을 보면, 현역군인인 심판관의 역할을 크지 않은 것으로
보는 점이 인지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확인조치권의 경우 감형을 받은 비율이 13.8%였지만, 68.1%가 필요성을 인정
하였다. 그 이유는 군 내부사정을 잘 아는 지휘관이(45.5%) 감형을 해 줄 것으로
(45.5%) 기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형평성에 대해서는 67.9%
가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한편 지휘관이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평가한 비율은 46.4%였는데, 영향력 행사의 단
계는 주로 군사법경찰과 군검찰의 수사단계로 평가하였다. 이는 군 사법제도에서 군
사재판의 단계가 형식화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인권보장의 측면에서
군 사법제도를 개선하는 경우 권력분립과 사법권독립의 측면에서 군사재판 단계를
군의 영향력에서 배제하여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아. 교도소 수용 중 헌병의 행태
여덟 번째로는 교도소 수용 중 헌병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하였다. 그에 대한 응
답결과와 분석은 다음과 같다.
1) 교도소 수용 중 헌병의 부적절한 행위 여하
교도소 수용 중 헌병의 부적절한 행위로 부상을 당한 적이 있느냐는 응답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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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부상 혹은 통증이 없었다 91.9%, 통증을 느끼는 신체접촉만 있었다 3.6%, 중대한
부상을 입었다 2.7%,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1.8%의 결과가 나왔다. 통증을 느끼는 신
체접촉 이상의 행위가 8.1%로서 교소도 헌병에 의한 부적절한 행위가 잔존하고 있음
을 보여준다.
<표 4-61> 교도소 수용 중 헌병의 부적절한 행위 여하
헌병의 부적절한 행위 여하

빈도

비 율(%)

중대한 부상을 입었다

3

2.7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2

1.8

통증을 느끼는 신체접촉만 있었다

4

3.6

부상 혹은 통증이 전혀 없었다

102

91.9

합계

111

100.0

교도소 수용 중 헌병에 대한 결과를 군검찰 및 군사법경찰과 단순비교할 때, 수사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하여 부상 혹은 통증이 전혀 없었다고 답한 경우가
91.9% 대 93.7% 대 83.9%, 통증을 느끼는 신체접촉 3.6% 대 4.5% 대 7.1%, 가벼운
부상 1.8% 대 0.0% 대 6.3%, 중대한 부상 2.7% 대 1.8% 대 2.7%이다. 교도소 수용
중의 부적절한 행위는 군검찰과 군사법경찰의 중간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것은
통증 이상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던 경우가 8.1% 대 6.3% 대 16.1%인데서 확인할
수 있다.
2) 교도소 입소시 알몸수색 여부
교도소에 처음 들어올 때 헌병으로부터 알몸수색을 당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
하여는 그렇다는 응답이 4.4%,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95.6%였다. 이러한 결과는 군사
법경찰(헌병, 기무 등) 혹은 군검찰(검찰관 등)로부터 알몸수색을 당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그렇다고 응답한 14.9%(114명 중 17명)의 비율보다는 낮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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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2> 교도소 입소시 알몸수색 여부
알몸수색 여부

빈도

비율(%)

예
아니오
합계

5
108
113

4.4
95.6
100.0

교도소에 처음 들어올 때 헌병으로부터 알몸수색을 당한 적이 있는 5명에 대하여
그 수색방법을 모두 체크하도록 물었더니, 각각의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즉 알몸수색 과정에서 헌병 등의 손 등이 몸에 닿는 등 신체적 접촉이 있었
다 60%, 성기 혹은 항문 등과 같은 신체 부위에 대한 신체 검사가 이루어졌다 40%,
수색과정에서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말을 들었다 40%, 알몸수색시 다른 피의자와 함
께 받았다 20%, 기타(반말 등과 같은 행위로 인한 스트레스) 20%의 비율이었다.
<표 4-63> 군교도소에서 헌병의 수색방법
수 색 방 법

빈도 비율(%)

알몸수색 과정에서 헌병 등의 손 등이 몸에 닿는 등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

3

60.0

성기 혹은 항문 등과 같은 신체 부위에 대한 신체 검사가 이루어졌다

2

40.0

수색과정에서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말을 들었다
알몸수색시 다른 피의자와 함께 받았다
기타

2
1
1

40.0
20.0
20.0

3) 교도소 수용 중 헌병의 반말 등 여하
교도소 수용 중 헌병으로부터 반말, 무시하는 말, 욕설, 폭언 등을 들은 적이 있느
냐는 질문에 대하여 약간 있었다 37.2%, 전혀 없었다 34.5%, 거의 없었다 21.2%, 매
우 심하였다 7.1%의 결과가 나왔다. 즉 있었다 44.3%, 없었다 55.7%였다. 이러한 결
과는 교도소 수용 중 헌병에 의한 인격적인 모욕행위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지
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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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4> 교도소 수용 중 헌병의 반말 등 여하
반말 등 여하

빈도

비율(%)

매우 심하였다
약간 있었다
거의 없었다
전혀 없었다
합계

8
42
24
39
113

7.1
37.2
21.2
34.5
100.0

이러한 결과는 교도소 헌병과 군검찰 및 군사법경찰을 단순비교할 때, 반말 등을
한 행위가 전혀 없었다고 답한 경우가 34.5% 대 20.4% 대 12.3%, 거의 없었다 21.2%
대 14.2% 대 7.9%, 약간 있었다 37.2% 대 41.6% 대 50.9%, 매우 심하였다 7.1% 대
23.9% 대 28.9%이다. 그 결과 반말 등을 한 경우는 44.3% 대 65.5% 대 79.8%이다. 상
대적으로 군검찰과 군사법경찰에 비해 낮지만, 교도소 헌병의 반말 등의 행위가 결코
적지 않은 비율임을 알 수 있다.
4) 교도소 수용 중 헌병의 고문 등 여하
교도소 수용 중 고문, 폭행, 협박, 성폭행(성추행) 등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전혀 없었다 82.1%, 거의 없었다 9.8%, 약간 있었다 5.4%, 매우 심하였다
2.7%의 결과가 나왔다. 즉 없었다 91.9%, 있었다 8.1%였다. 고문 등의 행위가 중대한
인권침해인 점에서 8.1%는 작지 않은 비율이다.
<표 4-65> 교도소 수용 중 헌병의 고문 등 여하
고문 등 여하

빈도

비율(%)

매우 심하였다

3

2.7

약간 있었다

6

5.4

거의 없었다

11

9.8

전혀 없었다

92

82.1

합계

1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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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교도소 헌병의 행위를 군검찰 및 군사법경찰과 단순비교할 때, 고문 등의
행위가 전혀 없었다고 답한 경우가 82.1% 대 62.8% 대 50.9%, 거의 없었다 9.8% 대
16.8% 대 18.4%, 약간 있었다 5.4% 대 16.8% 대 23.7%, 매우 심하였다 2.7% 대 3.5%
대 7.0%이다. 그 결과 고문 등을 한 경우가 8.1% 대 20.3% 대 30.7%이다.
5) 교도소 수용 중 헌병의 계급별 차별행위 여하
교도소 수용 중 헌병이 간부(장교・부사관)와 병을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있다고 생
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조금 그렇다 28.8%, 매우 그렇다 21.6%, 전혀 그렇지 않다
19.8%, 별로 그렇지 않다 16.2%, 보통이다 13.5%의 결과가 나왔다. 요컨대 50.4%가
차별하고 있다는 평가, 36.0%가 차별하고 있지 않다는 평가였다.

<표 4-66> 교도소 수용 중 헌병의 계급별 차별행위 여하
차별행위 여하

빈도

비 율(%)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계

24
32
15
18
22
111

21.6
28.8
13.5
16.2
19.8
100.0

6) 교도소 수용 중 헌병 행태 관련 평가
군교도소 수용 중 헌병 행태와 군검찰과 군사법경찰과의 상대적 비교는 이미 위에
서 행한 바 있다. 교도소 헌병의 경우 부적절한 행위 8.1%, 알몸 수색 4.4%, 반말
44.3%, 고문 등 8.1%, 계급별 차별행위 50.4%였다. 인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특히 교도소와 같은 감금시설의 경우 인권침해 방지에 철저해야 하되므로 군교도소
수용 중 인권침해행위를 근절시키는 개선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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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기타 사항에 관한 질문
아홉 번째로는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였다. 그 응답결과와 분석
은 아래와 같다.
1) 수사와 재판과정의 소요시간
설문지에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각 단계별로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용되었는지 시
간 또는 일 또는 개월의 단위로 구체적으로 적어달라고 요청하였다.
① 군사법경찰(헌병, 기무 등)의 수사단계에 대하여 94명이 시간 또는 일의 단위로
응답하였는데, 전체적인 평균은 11.1시간이었다.
② 군검찰(검찰관 등)의 수사단계에 대하여 88명이 일 또는 개월의 단위로 응답하
였는데, 평균적으로 15.8일이었다.
③ 군사법원에서 재판단계에 대하여 89명이 일 또는 개월의 단위로 응답하였는데,
평균적으로 38.5일이었다.
④ 구속 후 첫 재판이 열리기까지 걸린 시간에 대하여 96명이 일 또는 개월의 단
위로 응답하였는데, 평균적으로 68.5일이었다.
그렇지만 상당 수 설문지가 별개의 단위에 이중으로 표기되었음에도 환산결과가
맞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설문지별 편차가 너무 심하여 수사와 재판과정의 소요시간에
대한 이번 설문결과를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민간경찰이 수사했다면, 그 결과 여하
군사법경찰(헌병, 기무 등)이 아닌 민간경찰로부터 수사를 받았다면, 수사결과가 달
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별 차이 없었을 것이다 50.5%, 내게 유
리한 쪽으로 달라졌을 것이다 42.3%, 내게 불리한 쪽으로 달라졌을 것이다 7.2%의 결
과가 나왔다. 반 정도의 응답자가 군사법경찰이나 민간경찰이나 별 차이가 없었을 것
이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문제는 당사자들이 군사법경찰의 수사가 오히려 불리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별 차이 없다는 50.5%의 응답결과는 군사법경찰이 아닌 민간경찰이
수사를 해도 무방하다는 분석을 할 수 있으며, 차이가 있는 경우 오히려 민간경찰의
수사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42.3%였다는 점은 군사법경찰이 오히려 군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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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불합리하게 처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이 다만 가정에 의한 응답에 불과하다
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전자의 분석으로부터 군사법경찰의 특수성론, 후자의 분석으
로부터 군인의 인권보장론은 모두 설득력을 잃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분석결과
는 군교도소 수용자들의 인식에 따른 결론이다.
<표 4-67> 민간경찰이 수사했다면, 그 결과 여하
민간경찰이 수사했다면, 그 결과

빈도

비율(%)

내게 유리한 쪽으로 달라졌을 것이다
별 차이 없었을 것이다
내게 불리한 쪽으로 달라졌을 것이다
합계

47
56
8
111

42.3
50.5
7.2
100.0

3) 민간검찰이 수사했다면, 그 결과 여하
군검찰(검찰관 등)이 아닌 민간검찰로부터 수사를 받았다면, 수사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내게 유리한 쪽으로 달라졌을 것이다 49.5%,
별 차이 없었을 것이다 48.6%, 내게 불리한 쪽으로 달라졌을 것이다 1.8%의 결과가
나왔다. 군검찰과 민감검찰의 수사 사이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약간 우세하
였으며, 이 경우에도 민간검찰의 수사가 자신들에게 유리할 것으로 전망하는 평가가
불리할 것으로 전망하는 평가보다 압도적이었다.
위 설문문항과 또 다른 차이점은 응답자들이 군검찰의 수사가 오히려 ‘불리하다’고
느끼고 있는 비율(민간검찰의 수사가 ‘유리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별 차이 없다’는
비율보다 높다는 점이다. 군교도소 수용자들은 상대적으로 군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
에 대하여 더 의심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또한 위의 설문문항과 마찬가지
로 차이가 있는 경우 오히려 민간검찰의 수사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49.5%
였다는 점은 군검찰이 오히려 군인들을 불합리하게 처우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별 차
이 없다는 48.6%의 응답결과는 군검찰이 아닌 민간경찰이 수사를 해도 무방하다는
분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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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8> 민간검찰이 수사했다면, 그 결과 여하
민간검찰이 수사했다면, 그 결과 여하

빈도

비율(%)

내게 유리한 쪽으로 달라졌을 것이다

55

49.5

별 차이 없었을 것이다

54

48.6

내게 불리한 쪽으로 달라졌을 것이다

2

1.8

합계

111

99.9

3) 일반법원이 재판했다면, 그 결과 여하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면, 재판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
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내게 유리한 쪽으로 달라졌을 것이다 55.8%, 별 차이 없었
을 것이다 42.5%, 내게 불리한 쪽으로 달라졌을 것이다 1.8%의 결과가 나왔다. 군교
도소 수용자들은 군사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하여 군사법경찰과 군검찰보다 더
큰 의심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또한 위 설문과 마찬가지로 차이가 있는 경우 오히려 일반법원의 재판이 유리
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55.8%였다는 점은 군사법원이 오히려 군인들을 불합리하게
처우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별 차이 없다는 42.5%의 응답결과는 군사법원이 아닌 일
반법원이 재판을 해도 무방하다는 분석을 할 수 있다. 역시 위와 마찬가지로 전자의
분석으로부터 군인의 인권보장론, 후자의 분석으로부터 군검찰의 특수성론은 모두 설
득력
을 잃고 있는 것이다.
<표 4-69> 일반법원이 재판했다면, 그 결과 여하
일반법원이 재판했다면, 그 결과 여하

빈도

비율(%)

내게 유리한 쪽으로 달라졌을 것이다

63

55.8

별 차이 없었을 것이다

48

42.5

내게 불리한 쪽으로 달라졌을 것이다

2

1.8

합계

1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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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의견
군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기타 의견이 있으면 적어 달라는 요청에 대하여는
55.3%인 63명이 응하였다.
<표 4-70> 기타 의견
기타 의견

빈도

비 율(%)

의견제시

63

55.3

무응답

51

44.7

합계

114

100.0

그 중 인권 침해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으로는 수사관들의 협박과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개선, 철저한 수사 요청, 수사관과 사선변호인의 알선 문제 지적, 국선변호인에
대한 불만 등이 서술되었다.
군 사법제도와 관련해서는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법원에서의 재판 요구 의견, 심판
관과 관할관 제도의 폐지 의견 등이 있었다. 재판에 대한 것으로는 계급별 차별 없는
재판으로의 개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요청, 군무이탈의 경우 지휘관의 영향력 배
제 의견, 항소 포기 유도에 대한 불만 등이 제기되었다.
교도소와 관련해서는 군사보안을 이유로 한 장교의 민간 교도소 이감 불가에 대한
개선 요구, 교도소 내 처우 개선, 군영창에서의 불합리한 처우 개선 등이 개진되었다.
특기할 만한 기타 의견은 부록으로 처리하였다.138)
6) 기타 사항 관련 평가
개별설문항목에 대한 평가는 이미 이미 행한 바 있다. 여기서 특기할 것은 군교도
소 수용자들의 군사법경찰과 군검찰 그리고 군사법원에 대한 불신이 상당한 정도였
다는 것이다. 민간경찰과 민간검찰 그리고 일반법원에 의한 수사와 재판이 자신에게
더 유리했을 것이라는 응답비율이 각각 42.3%, 49.5%, 55.8%였다. 특이한 것은 재판
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보았던 수사단계보다 재판단계에서 일반법원에 대한 선호도
138) 부록-3 군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한 군교도소 설문응답자들의 기타 의견(초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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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군교도소 수용자들의 인식과 평가에 의존한다면,
다른 영역보다도 일반법원에서의 재판이 군 사법제도 개선의 중요한 축이 될 수 있
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3. 소 결
이상의 설문조사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요점을 간추려 볼 수 있다.
첫째, 군사법경찰과 군검찰로 이어지는 조사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한 인권침해적 요
소가 여전히 잔존해 있다는 사실이다. 체포나 구속을 할 경우에 영장을 제시하거나
피의자의 권리를 고지해 주는 등 형사소송상의 기본적인 적법절차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상당수 있으며, 구속영장의 실질심사나 체포・구속의 적부심과 같은 법원의
통제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나아가 많지는 않지만 조사과정에서 알몸수색
이나 족쇄・쇠사슬을 채우는 등의 비인간적인 방법이 이용되기도 하고, 폭행이나 협
박과 같은 불법수사도 여전히 행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특히 군사법경찰의 권력남
용이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후술하는 군사법경찰 종사자들에 대한 설문조사결과와 대조적
인 것이며, 군 수사기관의 개선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고 생각된다. 특히 군사법경찰은 그 동안 군대 내의 각종 의문 사건들을 비밀리에 불
공정하게 처리해오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지휘관들의 불법적인 영향력 행사가
이들을 매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받아 왔다. 그리하여 이들에 대하여 군검찰
이 수사지휘권을 확보해야 한다거나, 나아가 군사법경찰의 규모와 권한을 대폭 축소
해야 한다는 주장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점과 관련해서는 후술하는 법무관
과의 면담이나 기타의 관련연구를 종합하여 결론에서 그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다.
둘째, 군사법원의 재판과 관련해서는 그 공정성이 군 내부에서 광범위하게 의심받
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많은 숫자가 자신의 재판결과에 승복하고 있지 않다
고 답하였으며, 계급에 따른 차별이 있다거나 변호인의 변호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응
답비율도 높았다. 또 심판관이나 지휘관의 영향이 재판결과에 불리하게 작용하였으며,
결국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편이 더 나았으리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
것은 군사법원이 그 한 당사자인 피고인들로부터 신뢰받고 있지 못하며, 전체적으로
그 공정성과 독립성에 문제가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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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에 대한 제도 개선책도 시급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방향에는
몇 가지가 존재하며, 이에 대한 선택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예컨대 군사법원
전체를 폐지하고 모든 사건을 민간법원에서 관할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군사법원이
관할하는 사건범위의 일부에 대해 관할권을 그대로 인정할 것인지, 이 경우 그 범위
의 설정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혹은 군사법원을 현재와 같이 존치하되 그 절
차를 보다 민주적으로 개선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개선의 대상은 무엇이고 그 각각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와 같은 문제들이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결국 여러 관점을 종합, 검토하여 결론에서 그 방향을 제시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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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군 사법제도 종사자들과의 면담결과
1. 군법무관들과의 면담
가. 면담의 취지 및 경과
군 사법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법무관들의 견해를 알아보기 위하여 현역 장기군법
무관 1명, 예비역 장기군법무관(현 변호사) 3명, 예비역 단기군법무관(현 변호사) 2명
등을 각각 2003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개별적으로 연구원들이 만나서 질문지를 배
포하고 그들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군 교도소의 수용자들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과 달리 법무관들에 대해서 면
담조사를 시도한 것은, 이들에 대해 집단적인 설문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정
이외에도 설문조사로는 기대하기 어려운 보다 깊이 있는 진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피조사자의 공
정한 분포를 위해 노력하였다. 예컨대 면담대상 군법무관을 장기와 단기로 나눈 것은
장기 군법무관과 단기 군법무관 사이에서 군 사법제도를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다
는 점을 고려한 것이었다. 또한 가능한 한 전역 후 기간이 오래되지 않은 예비역 법
무관과의 면담을 시도하여 현재의 군 사법제도에 근접하는 진술을 들으려 했다.
면담은 조사자들의 사전지식이나 질문에 구애받지 않은 자유로운 대화형식으로 이
루어졌다. 하지만, 논의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 일단의 질문을 준비하였다.
준비하였던 질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군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법무관 개인의 문제의식을 점검하는 포괄적인 내용
의 질문을 한 다음, 군 검찰과 법원, 법무관 제도, 피고인의 권리 순으로 쟁점별 질문
을 추출,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진단을 종합하여 군사법제도
의 개혁방향이나 절차에 관한 질문을 마지막으로 추가하여 결론을 유도하였다. 구체
적인 질문의 내용은 아래에 제시되어 있거니와 이와 같은 질문의 선정에서 연구자들
의 주관적인 시각이 반영되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최대한 객관적인 입
장에서 그 동안 군사법제도와 관련되어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점검해보려는 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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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지하였고, 마찬가지로 면담과정에서도 법무관들의 의견에 가능한 개입하지 않으면
서 오직 그들의 답변을 수용, 해석하려 하였다.

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개관
우선 군 사법제도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그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점들이 지적되었다.
1) 군 사법제도에 대한 인권적 시각의 결여
군 사법제도는 군 내부의 문제만은 아니며, 전체적인 국민 인권과 연결되어 있
다고 보아야 한다. ① 일반사병에 대한 부당한 대우, ② 의문사와 같은 군 전체에
대한 불신, ③ 군의 비리구조(예컨대 병무비리), 또 이러한 문제에 대한 견제가 현
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등을 개선하기 위해 군 사법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군 사법제도에 즉심이 창설된 것은, 바로 현재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군 내부의)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일반의 경우에 즉심이 폐지되는 단계임을 고려할 때,
군 사법제도는 전근대적, 권위적인 체계로 회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2) 법무참모에 의한 군사법제도의 왜곡
법무참모란 지휘관의 참모부서 중 하나일 뿐 법적인 의미에서 사법기관은 아니
다. 다만, 지휘관을 법적으로 보좌하는 역할만을 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통 검
찰부와 법원은 법무참모부에 부치(附置)되어 있어서, 사실상 검찰과 법원을 통제
하고 있다. 더욱이 사단의 경우, 법무참모가 검찰부장을 겸임하는 것이 보통이다.
현재 군 판사는 육군본부에서 파견되고, 검사는 해당부대 소속이다. 그러나 양자
모두 상관의 근무평정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법무참모는 군사법원법에 규정이 없는데도 지휘관을 대리하여 검찰부
와 보통군사법원을 거느리며 지휘관에게 보고하고, 확인조치의 결재를 신청하며, 구
속지휘 등을 한다. 1994년 법 개정 전에는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는 자
리였다. 구속영장발부도 지휘관이 했으니 사실상 법무참모가 다했다고 보면 된다.
군검찰과 군판사, 변호사는 인접부대끼리 교환한다. 만약 다른 부대에 있는 A라는
사람이 자기 부대 법무참모의 의견과 다른 재판결론을 주장하면 다시는 그 자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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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지 않는다. 그들 사이에는 일종의 ‘묵인의 동맹’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3) 국군조직법과 법무병과의 조직 문제
국군조직법은 대강(大綱)입법의 전형으로서 자세한 것은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 법무참모의 법적 근거도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다.
인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모두 같다. 따라서 국군조직법과 군사법원법이
충돌하는 경우에, 군사법원법이 국군조직법에 대한 특별법이라고 한다면 군사법원법
이 우선 적용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군사법원법은 국군조직법 및 국방부와
그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 밑에 있다. 이것은 잘못이다. 정부조직법이 사법부조직법(즉
법원조직법)을 포괄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군인들에게는 직제령이 제일 중요하며, 직제 내에 편제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사
다. 올해 육군 내 군 사법 관련 대령보직이 하나다 하면, 그 보직에 오르기 위해 내
부경쟁이 일어난다. 군에서는 이런 식으로 자원을 관리, 통제한다.
검찰부와 군사법원이 참모부로 편제되지 않는다면 국방부로 통합될 수 있을 것이
다. 3군으로 조직을 분리할 필요가 없다. 그리하여 참모조직으로부터 탈피할 필요가
있다. 반면 참모로 편제되어 있는 한 군검찰과 법원을 분리하든 아니든, 그들은 본질
상 지휘관의 참모로 남는다. 따라서 앞으로 개혁은 검찰과 군 법원을 참모조직에서
분리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국군조직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미국처럼 독립된
조직이 되면 상황이 많이 달라질 것이다. 법무참모는 정말 참모의 역할만 하면 된다.
이를 위해 단기법무관을 법무부관으로 두어 징계에 대한 해석, 법령에 대한 해석을
보좌하게 하면 된다. 즉 법무병과는 결국 해체하고 지휘관의 보좌기능은 법무부관이
하면 된다.
4) 군 법원 및 군 검찰의 조직 및 운영의 비효율성
사단 보통군사법원, 군단 보통군사법원,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법제상으로는 모두
동일한 보통군사법원이며, 위상은 같다. 그런데 이들 참모라인들조차도 위계제를 이
루고 있다. 즉 사단-군단-국방부로의 보고라인이 있다. 이것은 헌병, 기무도 마찬가지
이다. 그리고 그런 것이 헌병, 기무의 힘을 키워왔다.
고등군사법원이 1개인데, 고등검찰부는 국방부, 각 군 해서 모두 4개이다. 이것도
잘못이다. 군사법원 사건 중 90%는 일반사건이다. 만 건 중 천 건만이 순정 군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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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며, 그것도 영내이탈, 영내구타가 거의 전부이다. 이런 사건은 어느 군의 법무
관이 판단해도 결론은 같다. 즉 각 군 본부의 특수성이 고려될 여지가 전혀 없으며,
지휘권과도 관련 없다. 그런데 군별로 따로 만들어놓은 것은 인력과 예산의 낭비이다.
나아가 군 조직 자체가 비효율적이다. 국방부 합동조사단은 인원이 80명이 넘는다.
소장이 단장이고, 엄청난 인력과 예산을 갖고 있으나 사건처리실적은 극히 미미하다.
연간 10건 정도이고, 이첩 사건이 7건, 인지사건이 3건 정도이다. 따라서 군 검찰 조
직을 구조조정해야 한다. 또 현재 군판사 수는, 육군은 20명 정도, 해, 공군은 약 10
명 정도이다. 군의 규모를 생각하면 너무 낭비적이다. 그 밖에 군법무관들은 장기든
단기든, 그 직을 자신의 전문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의무복무로 생각한다. 10년을 다
채우면 변호사 한다는 식인 것이다. 군 사법제도의 역량을 보여주는 척도로서 내부비
리에 대한 인지사건이 몇 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것은 그들의 능력을
판가름하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또 군 법무관들은 보직을 이것저것 맡다보니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는다. 군 사법제
도의 특징은 ① 검찰, 법원, 변호인 간 서로 잘 알고 있다는 점, ② 열의와 능력이 현
저히 부족하다는 점이다. 전문화 능력이 전혀 없다고 보면 된다. 단기 법무관은 아예
일을 안하고 장기법무관은 역량이 없다. 수사관을 활용하려고 해도, 무능력자들 데리
고 수사하기란 어렵다.
예컨대 의문사와 관련해서 외부의 비판이 많으나, 은폐보다는 수사능력부족이 더
큰 문제이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능력이 없어서, 초동수사도 엉터리로 한다. 수사능력
이 없으면 능력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외부의 수혈이라도 받아야 하는 데 그런 태
도는 안 되어 있다. 군내 감식수준은 형편없다.
한해 전체 군 사건이 10,000건이라고 할 때 9,000건은 경찰로부터 이첩 받은 사건
이다. 인지사건이 거의 없다. 공군의 경우에는 약식, 정식사건 합쳐 일년에 약 100건
한다. 거기에 군판사만 10명이 붙어 있다. 1년에 사건 3-4건 한다고 보면 된다.
5) 고위 법무장교들의 전횡
법무감은 예산이 없지만, 군사법원에서는 국선변호 비용 등의 예산이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무감이 이 예산을 사용한다. 또 법무관리관은 준장인데, 고등군사법원
장은 대령이며, 관리관이 고등군사법원장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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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체적인 쟁점들에 대한 면담요지
1) 개괄
1. 먼저 군사법원제도 전반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시지요. 현행 군사법원제도
는 무엇이 가장 큰 문제입니까?
A) 무엇보다 형해화된 사법조직이 이에 대한 불신 및 인권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의 군 사법조직은 형해화되었다. 즉 사법조직의 독자성이 없고, 인사,
예산, 법제 모든 면에서 지휘권에 종속되어 있다. 법무관들은 지휘관에 대해서 충성
경쟁을 한다.
A) 또 군사법원법은 절차법과 조직법이 혼재되어 있는 기형적인 형태를 띠고 있으
므로 절차와 조직의 분리, 사법조직의 독립 등을 반영하는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컨대, 검찰과 법원의 관할은 헌병의 관할범위에 따라 결정된다. 선후가 바뀐 것이
다. 이것이 군 사법에 대한 불신을 낳고, 또 인권침해로 이어진다.
B) 군법무관에 대한 인력관리가 가장 큰 문제이다. 법무관의 선발, 관리(보직, 진
급), 제대 등 효과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C) 군 사법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권력의 집중이라고 할 수 있다. 지휘관 1인이 사
법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헌병대는 통제받지 않고 있다. 또 민간에서 먼저
수사한 사건의 경우 헌병대로 이첩될 때 사라지는 사건이 많다. 이 밖에 검찰과 법원
의 미분리 등으로 공정한 사법제도의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
D) 법무관들의 의식이 문제이다. 장기법무관, 특히 그중 고위법무관들은 법률가라
기보다는 군인에 가깝다. 군인들은 승진과 진급에 연연하려고 하기 마련이므로 사건
을 은폐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에 단기법무관은 군인이라는 의식도 없고 사
명감도 없다. 결국 군사법제도는 지휘관, 그리고 고위법무관, 실무법무관 이 세 집단
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의를 추구하는 사명감을 찾아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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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군사법원을 포함한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군대 내부의 전반적인 평가는 어
떻습니까?
A) 군 사법제도에 대한 내부인식은 천박한 수준이다. 예컨대 재판장은 중령 이상의
장교가 담당하는데, 아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비중 있는 직책으로 여기지 않는
다. 현실적으로 사법부의 독립이나 검찰의 수사지휘권(독립권)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
고 있다.
A) 그러나 고위 장교들이 군 사법제도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그 이유는 ①
사병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해주며, ② 장교에 대한 보호장치(관할관의 확인권을 통해
가벼운 처벌이 가능하므로)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밖에 법무관을 부하로 두
려는 개인적 욕심도 있다.
B) 고위장교들은 싫어하지만, 일반 군인들의 평가는 좋다.
C) 일반 장교들은 현 제도에 만족할 것이다. 왜냐하면 결국 현 제도는 지휘관의 권
한을 보장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법원을 군단이나 군으로 상향조정하여 설
치한다면 사단장과 같은 지휘관의 영향이 줄어들 것이다.
D) 지휘관들은 군 사법제도를 군에 대한 지휘권의 일종으로 생각하는데 반하여, 군
법무관들은 이것을 사법제도로 본다는 데에서 기본적인 시각의 차이가 있다.
1-2. 지금까지 여러 개혁주장이 있어왔고 현실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다
고 알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군사법원법 개정
사)
A) 군사법원법이 개정된 것은 법무관리관139)이 현실적인 세력이 없을 때였다. 이전
개정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즉,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법무관리관
이 약하므로 법률 개정이 가능할 것이다.
A) 법무관들은 지휘관의 인사권에 의해 통제된다. 처음에도 의욕을 보이다가도, 대
139) 법무관리관은 국방부장관의 법무참모로서, 군 사법조직을 총괄한다. 소장으로 제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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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경우 스스로 좌절하고 만다. 이것은 사회진출이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A) 2000년의 경우 군사법원법의 소폭개정이 있었다. 이것은 국방부 인사국이 주도
한 것이었는데, 이 때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결론
은 기무부대의 인사, 예산을 독립시키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재미있는 것은 이 회
의에 현역 법무관은 아무도 참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 헌병 수사관의 경우,
60% 이상은 법무관(즉, 검찰부) 지휘로 오고 싶어한다. 그러나 헌병 장교들은 당연히
반대할 것이다.
B) 1994년의 개정은 큰 폭으로 이루어졌다. 2000년 개정때 군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것은 1) 법무관(지도부)들 사이의 내부적 문제, 2) 헌병
측의 반발로 인해 무산되었다.
E) 현행 군사법원법의 모체는 일본국 군법회의법이다. 2차대전 당시 일본군은 ①
점령지에 주둔하는 군대를 위하여 군 사법제도를 설치하였고, ② 함선 등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 국내영역에서의 군사재판을 위해서도 군 사법제도를 설치하였다.
E) 처음에 군 법무관의 지위는 일반 판사의 그것과 맞추기 위해 ‘군무원인 부이사
관’으로 정했다. 당시에도 영장발부는 관할관이 하도록 되어 있었다. 시험제도도 사법
시험과 별도로 군법무관시험이 있었다.
E) 1994년 군사법원법 개정은 1993년 들어선 문민정부의 군 개혁의 차원에서 문제
가 제기되고 논의되었다. 시발점은 군사법원법 그 자체에 담겨져 있는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는 논의였다. 법관이 아니라 관할관이 체포, 구금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상황
에서 이것이 문제제기가 되면, 군사법원 전체가 타격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당시 군 사법업무 담당 수뇌부가 국방부장관등에게 이 점을 주지시켜 군사법원법 개
혁의 논의를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군사법제도 자체의 낭비적 요소와 비효
율성을 거론하면서 군사법원의 축소를 시도하였던 것이다.
E) 1994년 군사법원법 개정 당시에도 군내부에는 반발이 엄청났었다. 예컨대 법무
감이 보고서를 만들어 일일이 사단장을 설득하러 다녀야 했을 정도였다. 군사법원법
개정을 추진한 측에 대해 군 내부에서는 ‘당신들도 군인이냐’는 식의 비난을 받았다
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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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군 자체의 연구는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군사법논문집과 같은 잡지에 실린 연구논문들은 일정한 편집의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개인적 관심사에서 주로 비롯된 것입니까?
A) 군 내부의 공식적 연구는 없다. 못하도록 통제한다. 따라서 논문들은 법무관의
개인적 의견일 뿐이다. 연구나 발언 자체가 금기시되는 분위기이다. 따라서 군 사법
제도에 대한 문제제기 자체가 법무관들에게는 부담스러운 것이다.
B)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 군사법 담당 연구관이 있다. 이 직책은 군사법(개정)에
관한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것이다. 여기에 자료 많을 것이다.
C) 군 내부의 연구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D) 동국대 경찰행정학과의 논문들과 같은 학술논문들이 있다. 이들은 헌병들에 의
해 씌여진 경우가 많다.
E) 육군본부 법무감실에는 연구과제 수행한 자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예컨대
1994년 자료. 그러나 단편적인 자료뿐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자료들은 없는
것으로 안다. 국방부 법무과에서는 실태파악자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부서는
대국회담당부서이니, 통계가 많다.
E) 내부고발자들이 관련 자료를 국회의원들한테 전해주면 국회의원들이 질의하는
식인데, 의원들은 장기적 관점이 없고, 전문성도 없고, 관심도 없다.
2) 군 검찰에 대한 질문들
2. 조금 구체적으로 분야별로 나누어 묻겠습니다. 현재 군 검찰은 너무 지위
와 권한이 약하고 따라서, 특히 지휘관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해서 그 조직과
위상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야전 지휘관들의 경우, 군 검찰이 기무나 헌병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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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실제 이들은 검찰이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고 인식한다. 그러나 이런 바람에도
불구하고, 기무와 헌병이 두려워 말을 못하고 있다.
A) 검찰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1) 고위장교들에 대해서는, 이들을 부당한
감시, 통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고, 2) 일반사병의 인권을 보호하며, 3) 군 내부의 비
리척결을 위해 필요하다.
B) 검찰권은 지휘권에 사실상 종속되어 있다. 즉 지휘권은 검찰권까지 포함하는 것
이고, 다만 그 행사를 법무관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지휘관으로부터의
‘독립’은 판단하기 어렵다. 지휘관과 완전히 단절되면 여러 어려운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사단의 법률참모들은 대개 대위인데, 소장인 지휘관과 독대할 수
있다. 이를 배경으로 하여 강한 검찰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군검찰을
독립된 조직으로, 예를들면 군검찰의 사령부를 만들 수는 있을 것이다.
C) 군검찰은 구속, 기소시에 지휘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관사를 횡령
한 육사출신 장교에 대해 지휘관이 구속불가 명령을 하여, 구속하지 못한 사례도 있
다. 또 비육사 출신이라 하더라도 장교에 대한 수사는 대단히 어렵다. 지휘관-법무참
모-법무관으로 이어지는 압력의 고리, 기타 법무 고위장교들의 압력이 있다. 지휘관은
자신의 예하 장교에 대해 인간적인 배려와, 진급, 문책 등의 이유로 문제를 확대하지
않으려는 의도 때문에 수사자체를 어렵게 한다. 따라서 이것은 구조적 문제이다.
D)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군검찰의 지위와 권한의 문제라기보다는 군검찰
수뇌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지휘관으로부터의 독립에
대하여도 다소 의문이 있다. 특히 전시/파병의 경우에는 지휘관의 역할이 중요하므
로, 그러한 경우에는 검찰권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다만, 현재와
같은 평시/국내의 경우에는 군검찰 독립성의 강화가 시급한 과제라는 점에 동의한다.
2-1. 헌병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검찰이 갖지 못하므로, 실질적으로는 헌병부
대장과 지휘관이 사건의 처리를 결정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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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헌병은 사건에 대한 속보보고를 한다. 이것은 법무참모를 통해 지휘관에게 전달
된다. 이 과정에서 헌병이 대부분 사건처리 방향을 결정하는데, 법무관에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 사실상 법무관이 이 결정을 번복하기는 어렵다. 필요하다면 지휘관과의
협의도 이루어진다.
B) 수사지휘권을 갖더라도 실제 사건처리는 헌병이 결정할 것이다. 수사지휘권의
확보는 다만 법무관의 근무여건이 개선되는 효과를 갖는 것이다. 또 수사과정에서 법
규를 준수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C) 검찰의 지휘권 확보는 당연하다. 헌병은 법의식이 상대적으로 약한 군인이고,
따라서 지휘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
D) 군사법원법에 의하면, 수사상 헌병에 대한 군검찰의 수사지휘권이 명문으로 규
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군검찰이 수사 및 공판진행과정에서 사건지휘나
이송지휘 등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검찰권과 헌병수사권의 대립구도가 아니
고 지휘관의 예단이 법무참모 등을 통하여 군 사법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있다.
D) 군검찰은 보통 사단급 부대에 검찰관 1명, 검찰수사관 1명밖에 없어서 자체 인
지수사를 하지 못한다. 헌병은 형식적으로 검찰이 지휘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통
제하지 못한다. 또 헌병대장이 가지고 있는 즉결심판청구권의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을 받는 재판이라는 점에서 남용의 가능성이 있다. 즉, 헌병이 군검찰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이다.
2-2. 수사과정에서 경찰(혹은 민간단체)과 헌병 내지 군 검찰과의 협력관계를
제도화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군대내 사건 수사에 대해 민간의 감
시 내지 간여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이구요, 다른 한편 예컨대 중범죄에 대
해서는 민간의 수사권을 인정함으로써 군 검찰이나 헌병의 권한을 제한하자
는 것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A)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군이 거부할 것이다. 왜냐하면, 민간이 사건을 수사할
경우 지휘관이 문책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 실제 수사상 협조에는 어려움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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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도 있을 것이다.
B) 군 수사기관과 민간기관과의 협력관계는 당연히 필요하다. 이것도 이전 군사법
원법 개정시 추진하다가 중단된 것이다. 예컨대 병무비리에 대해서 군, 경 합동수사
본부가 수사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것의 제도화를 추진한 것이다. 협력관계
가 필요한 이유 중에는 수사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점도 있다. 국방부 직할 산하단체
가 그것인데, 이들은 민간인 신분이어서 군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아니고, 또 민간
기관도 국방부 소속기관에 대해서 수사하기를 꺼린다. 결국 견제 받지 않고 많은 예
산이 낭비될 수 있다.
B) 하지만 중범죄의 기준은 부적절하다. 중범죄라 하더라도 군대관련 사건은 군 검
찰이 담당하여야 할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C) 군사범, 즉 군형법상 범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의 수사권을 인정해
야 한다. 특히 외부사회와 처벌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예컨대
군 비리의 경우 가볍게 처벌되는 경우가 많다.
D) 민간경찰의 수사권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군 검찰이 갖는 고유한 특성이
있다. 다만 군검찰의 부당한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는 재정신청제도로 대응하면 될 것
이다.140) 단, 군대 내의 사망사고에 대하여는 군검찰과 별도의 조직이 조사하도록 하
여야 한다. 별도의 조직이란 민간인과 군인이 공동으로 구성하는 위원회 같은 것을
의미한다.

2-3. 이와 관련하여 헌병부대의 수와 권한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
니까? 예컨대 헌병이 군 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되거나 민간경찰과 공동수사
를 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140) 현행 군사법원법 제301조 제1항은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가 검찰관의 공소를 제기하
지 아니하는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고등군사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裁定)을 신
청할 수 있다”고 하여 군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제도를 모든 범죄에 대해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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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헌병 스스로도 축소를 원한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 부대소속인 헌병대를 지역단
위로 재편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것은 지휘관의 통제를 벗어나게 되는 것
이고, 지금보다 더 문제될 것이다. 실제로 외부 통제만 이뤄진다면, 숫자는 큰 문제가
아니다. 법적으로 헌병의 권한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외부의 검찰-경찰 수준만 되면
된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군사법원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보고, 다만 군검찰은 군
기밀 유지 등의 필요가 있으므로 있어야 한다고 본다. 단, 군사범만 군 검찰이 수사
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이 때 수사인력은 있어야 하므로, 헌병 또는 검찰 수사관도
존재해야 할 것이다.
B) 헌병의 권한이 강한 것이 아니라 법무병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이다. 헌병은
사실 점점 약해지고 있다. 특히 병무비리 사건 수사 이후, 합동조사단의 간부가 전원
교체되는 등 헌병의 권한은 그렇게 강하지 않다. 따라서 오히려 헌병에 대한 대우와
교육을 강화하는 등 제대로 된 수사관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또 단순히 숫자가 많다
는 것도 문제는 아니다. 일반 헌병들은 법무관의 지시를 잘 따른다. 문제는 검찰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이것도 단순히 수의 문제는 아니지만, 인력 충원에 다소
의 문제는 있다고 생각한다.
C) 군사범으로 관할을 축소하면 많은 수의 헌병이 필요없을 것이다.
E) 군에서 헌병수사과장, 대장은 실제 수사를 담당하지 않는다. 수사는 헌병수사관,
즉 중사, 상사인 수사관들이 한다. 연대 단위에서 이들은 군림자이며, 누구도 감독 못
한다. 헌병보직은 80%가 작전이다. 즉 계호업무이다. 이들은 순환보직이고 수사능력
이 전혀 없다. 헌병수사관들이 중요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장교가 수사관들을 통제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나 전혀 그렇지 않다. 무릇 어떤 조직이든 견제가 되려면 내
부, 외부견제가 필요한데, 헌병 내에는 내부견제가 전혀 없다. 위에서 업무통제를 하
지 못하는 것이다.
E) 헌병이 지휘관에게 곧바로 보고해서 먼저 결론내리는 관행을 바꾸어야 한다. 적
어도 군검찰에서 공식적 결론을 내리기 전에 지휘관에게 보고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헌병보고를 받고 일정한 결론을 내린 지휘관이 이후 검찰보고를 받고 이를 바꿀 가
능성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군대에서는 결론 바꾸면 이상한 사람이다. 초동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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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나면 국방부장관까지 보고하는데, 나중에 바꿀 수는 없다. 군은 진실이 아니라도
먼저 보고하면 우선이다. 즉 첩보위주의 운영이다. 사고발생-구속명령후-검찰송치 한
들, 이미 결론이 내려져 있는데, 군검찰이 바꿀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
E) 헌병의 경우 수사와 작전을 분리해야 한다. 전문화하면 그래도 나아질 것이다.
지휘관들은 성급하게 헌병으로부터 보고부터 받는 관행을 버려야 한다. 군검찰 수사
후 보고를 받도록 해야 한다.
E) 군에서는 강력사건에 대한 무죄율이 매우 높고, 진범을 제대로 잡지 못한다. 무
능력해서 그렇다. 전문성도 없고 기획수사도 없다. 구조적 비리에 대한 수사도 할 수
없다. 전문인력을 투입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2-4. 군 검찰과 법원을 인적, 조직적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어
떻게 생각하십니까?
A) 원칙적으로 맞는 말이다. 그러나 현재 검찰/법원의 위상이 불투명하다. 그러므
로 분리하면, 현실적으로는 법무관의 세력이 약화될 것이다. 후에 군 사법조직이 정
비되면 그 때 분리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는 오히려 기무부대가 법원과 검찰의 분리
를 요구한다(비리 사건 수사 등에서 법원을 통제하려는 의도로)
A) (기무부대에 대해서 - 기무는 군에 관한 전반적 정보수집을 담당하는데, 이 가
운데 중요한 것은 ① 무기도입에 대한 보안감사(예산과 관련되어 있음), ② 고위 장교
에 대한 동향파악(진급과 연결됨)이다. 사실 군 정보부대는 군 내부의 쿠데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다. 이전 정권 모두 군의 통제를 위해 기무부대를 활용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후진적 방식의 통제이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사법기관을 통해
정당한 통제를 하여야 한다. 아직까지도 예컨대 기무사가 보호하는 장군에 대해서는
수사조차도 어렵다. 기무의 폐해는 심각하므로 수사권을 제한해야 한다.)
B) 가능하다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인력 조직상, 숫자의 부족 때문
에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C) 검찰과 법원의 분리에 찬성한다. 현재 군판사는 육군본부 소속이지만, 현실적으
로 부대에서 근무한다. 따라서 사실상 법무참모의 통제를 받으며, 참모의 부탁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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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할 수 없다. 법무참모는 휴가제한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군판사를 통제할 수 있다.
C) 그런데 군 검찰이 법원보다 더 문제이다. 여기에서 지휘관의 압력 등으로 사건
이 왜곡되는 경우가 많다. 군 검찰은 민간검찰과 달리 사건수사에 대한 의지가 없다.
개인적인 동기부여가 안되기 때문이다. 군 검찰에서 많은 업적을 남겨봐야 개인적으
로 이익될 게 없다. 따라서 인지수사 등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군사기밀 보호
등의 이유로 군 수사기관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외부의 통제를 받는 혹은 외부(즉, 일
반 검찰)와 연계된 조직이 되어야 한다. 예컨대 인사권을 포함하여 검찰청의 통제를
받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D) 당연히 분리되어야 하고, 군사법원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 육군본부 직제령에 보면 법무감이 있고, 그 밑에 검찰부와 보통군사법원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즉 직제령에 의해 사법조직이 이미 법적으로 짜여져 있는 상황에서
검찰부와 보통군사법원의 분리는 의미가 없다. 국군조직법 체계를 고치지 않는 한,
외부에서 얘기하는 군 검찰과 군사법원의 분리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다.

3) 군 법원
3. 한편 군 법원도 역시 최대의 문제는 지휘권으로부터의 독립이라고 생각합
니다. 특히 재판부의 독립을 중심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이를 극복해
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 현재 군단급에는 군판사가 1인, 사단급에는 그저 간판만 존재한다. 즉, 군 법원
의 실체가 없다고도 할 수 있다.
B) 문제는 법무관의 자질, 그리고 법무병과 수뇌부의 의식이지, 제도 자체는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다고 본다.
C) 법원은 독립되어 있지 않다. 재판장은 대부분 사건의 경우 일반 장교가 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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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41), 이들은 지휘관의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D) 군판사의 인사권이 법무감과 참모총장에게 있으므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재판도중에 군판사의 전출을 명령한 사례가 있다.
3-1. 관할관 확인 조치권 - 폐지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A) 확인권은 이전에는 형집행정지까지 가능했다. 무제한 감경이 가능했고, 살인범
에 대한 형을 면제한 경우도 있었다. 나아가 집행유예나 선고유예에 대해서도 감경을
가능하게 하려는 시도가 있다. 현재 재판이전에 법무참모는 예상되는 형량을 지휘관
에 상신한다. 이 때 이미 감경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사실상은 수차례 감경되는 것
이다. 또 이런 구조 때문에 법무관 출신 변호사들의 비리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요즘
은 이러한 비리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확인권은 그 정도를 제한하고,
감경시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며, 그것도 전시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실제
살인 사건에서 3년형이 선고되었으나 지휘관에 의해 10월로 감경된 사례가 있다.
B) 확인조치권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예컨대 군무이탈은 2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
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너무 무겁기 때문이다. 이것은 결국 군형법의 문제이다. 개인
적 경험으로는 확인조치권이 남용된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위
헌성의 문제는 있을 것이다. 또 장교, 특히 육사출신 장교에 대해 감경이 많이 이루
어 질 텐데, 이것은 단지 확인조치권의 문제만은 아니다. 전반적인 불평등 대우인 것
이다. 오히려 (일벌백계의 예로) 간혹 지나친 형벌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C) 폐지에 동의한다.
D) 필요한 경우가 있다. 군사재판이 일반적으로 일반형사재판에 비하여 형이 무거
운 편이다. 그러므로 관할관이 이를 감경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장교와
141) 군사법원의 재판장은 선임장교가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군사법원법 제22조 제3항),
군판사는 대개 최고 계급이 소령인 반면 심판관은 대부분 중령이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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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병간의 불평등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3-2. 심판관 제도 - 역시 폐지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입
니까?
A)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 군인들도 심판관을 원하지 않는다. 다만 지휘관만 원
할 뿐이다. 심판관들은 실제 역할이 없고, 허수아비처럼 재판에 참가할 뿐이다. 군 재
판의 신뢰만 떨어뜨린다.
B) 심판관은 사실 큰 권한이 없다. 역시 위헌의 소지는 있겠지만, 잘만 운영된다면
의미 있는 것이라고 본다. 보통의 경우에는 군판사의 의도대로 재판이 이루어지며,
간혹 민감한 사건에서 심판관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
C) 역시 폐지에 동의한다. 군의 특수성으로 인해 심판관이 필요하다는 논리에 대해
서는 전시나 계엄과 같은 상황에서는 모르되, 평시에는 형평을 고려할 때 외부와 같
은 정도로 처벌해야 한다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피고인이 장교인
경우 처벌은 진급에 큰 영향이 있으므로, 재판에 부당한 압력이 행사되는 경우가 많
다. 또 법무관이 일반 장교들과 같이 근무하는 실정에서 여러 형태의 영향력을 배제
할 수 없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D) 심판관제도는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로 하는 일도 거의 없다. 양형에
관여하는 경우도 적다. 또한 군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은 군법무관만으로 충분히 가
능하다.
3-3. 군사법원의 관할권을, 적어도 평시에는 순정군사범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관할권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면 좋겠습니까?
A) 최대한 관할권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아가서 군사법원의 필요 자체가 없
다고 생각한다. 현재 군사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의 대부분은 교통사고, 폭력,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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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며, 따라서 민간법원이 담당할 수 있는 것이고, 군사범이라 하더라도 민간관할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폐지주장에 대해서 많은 법무관들이 공감하고 있으
며, 일부만 반대하고 있을 뿐이다.
B) 순정군사범은 현재 그리 많지 않다. 또 일반범이라 하더라도, 군 내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군 내부에서 판단해야 할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이 대안은 실무적으
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C) 순정군사범으로 축소한다는 점에는 찬성한다. 그러나 군사법원의 전면적 폐지가
보다 바람직하다.
D)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3-4. 민간법관 내지 민간인의 간여는 어느 정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
십니까? 예를 들면 항소심은 군사법원이 아니라 일반 고등법원에서 담당하도
록 해야한다는 주장은 어떻습니까?
B) 민간의 간여를 인정하는 것보다, 아예 폐지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군사법원은
예외적인 것이며, 주둔군이 없는 우리로서는 그 필요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당장 군
사법원을 폐지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물론 법무관과 군 수뇌부의 반발은 있을 것
이다. 항소심을 분리하여 민간법원의 관할을 인정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려울 것이
다. 전문성과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이다.
D) 군사법원의 완전한 폐지에 대한 전단계로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 현재 고등
군사법원은 국방부에 1개만이 설치되어 있을 뿐이다. 국방부의 고등군사법원에는 비
리가 대단히 많다. 특히 항소심인 고등군사법원에서 공소장변경이 대단히 많이 이루
어진다. 예컨대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군형법상의 군용물절도를 벌금형이 규
정된 형법상의 절도로 공소장을 변경하여 벌금형으로 해결하는 편법이 많이 사용되
고 이 과정에서 관련자들, 특히 군법무관 출신의 변호사들에게는 상당한 이권이 발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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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군사법원의 조직을 사단에서 군단급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거나, 군사법
원의 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A) 예를 들어 ×군단의 경우 3달에 2번 꼴로 재판이 열리며, 1회에 6-7건을 재판한
다. 사건이 별로 없는 것이다. 법원 수가 많아진 것은 사법권을 가지려는 사단장들의
개인적인 욕심 때문이다. 굳이 군사법원을 유지하려면, 지역 상설 군사법원으로 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지휘권으로부터의 자유를 확대해 줄 것이다.
B) 군사법원의 수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을 사단급에 설치하자는 주장
은, 작전을 담당하는 일반군인에게서 많이 나온다. 사단은 기본 전투단위로서 완전한
하나의 단위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연대는 스스로 자생력이 없는 단위이고,
군단은 다만 몇 사단을 하나로 묶어놓은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사단에 법원을 설치
하는 것은 인력의 낭비를 초래한다. 군단에 설치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고, 이것은 사
단장의 간섭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는 사실 오래된 논의이며, 법무관들은
대개 군단급에 설치하는 것을 선호한다.
C) 군단이나 군 정도로 상향조정되어야 한다.
D) 군사법원이 지나치게 많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이 문제가 군사법원의 독립성
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4) 법무관 제도
4. 군 법무관을 군인이 아닌 군무원으로 임명하여 보다 독립성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A) 군무원은 군인을 보좌하는 일을 한다. 즉, 하위신분으로 인식된다. 그러므로 법
무관을 군무원으로 임용하면, 세력이 약화될 것이다. 따라서 ‘특정직 공무원’으로 해
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법무관임용법에도 맞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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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군무원 임명은 괜찮은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군무원들이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권한이 주어지는 경우에는 사정이 다를 것이다. 예컨대 기무
부대의 군무원들은 일반 군무원과는 모든 면에서 다르다.
C) 군무원에 대한 낮은 인식, 그리고 군무원에 대해서도 지휘관의 영향력이 행사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D) 법률상 군무원의 지위가 군법무관 보다 더 안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군무원의
인사 및 보직권도 각군 총장이 행사하기 때문에 군법무관에 대해서와 같은 영향력이
행사될 수도 있다.
E) 장기법무관들은 이러한 변화를 당연히 싫어할 것이다. 어떤 직책은 아웃 소싱으
로 가는 방법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한다.
4-1. 특히 근래 많아진 사법연수원 수료자 가운데 일부를 법무관으로 채용하
여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현행 법무관임용법이 정비되어, 법무관에 대한 대우가 좋아지면 가능할 것이다.
현재의 연수원 수료자들은 공익 법무관을 선호한다. 이들은 예비역 이등병이다.
B) 사법시험의 인원 수가 많아진 것은 법무관 사회에 대한 큰 도전이 되었다. 사실
법무관 시험은 사법시험의 선발 수가 매우 적을 때 시작된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은
실제 필요가 없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시 인원만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법무관 시험이 유지되는 이유는, 이것을 폐지하면 장기 근무자를 확
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금 법무관 시험을 없앤다면, 법무관에 대한 처우
를 크게 향상시켜야 하고, 이것은 많은 비용을 요구할 것이다.
C) 군 법무관 시험은 폐지해도 될 듯하다. 법무관 시험 출신들은 법조인의 자세,
예컨대 정의감 등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생각한다.

- 135 -

D) 군법무관 임용시험대상자를 늘리면 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5) 피고인의 권리
5. 현재 군사법원 제도 하에서 피고인의 권리는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그렇
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A) 잘 지켜지는 편이다. 그 이유는 사건 수가 적고, 재판 담당자들의 피고인 권리
에 대한 인식이 좋기 때문이다. 다만, 피의자에 대해서는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가
지켜지는지에 대해 감시가 이뤄지지 않는다. 검찰이 헌병을 감시하지 못하기 때문이
다. 예컨대 지휘관에 의한 영내대기(이것은 사실상 구속기간의 연장을 의미), 자백을
받기 위한 헌병의 고문, 혐의자를 찾아내기 위한 집단설문조사 등이 있다. 그러므로
이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B) 피고인의 권리는 잘 보장되고 있다. 이것은 법무관의 의식 문제이다. 다만 헌병
의 경우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본다.
C) 피고인의 권리는 별 문제없다. 법무관, 특히 초임 법무관들은 절차적 권리를 지
키려 한다.
D) 현행 군사법원법은 형사소송법 보다 더 많은 피고인의 권리보장 규정들을 가지
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고인의 권리가 군판사에 의하여 침해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피고인의 행위를 예단하여 법을 적용하려는 군판사에 때문에 재판부의 신문
이 위압적이거나 강압적인 경우가 있고 또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그 외에도 일반적인 군대의 분위기도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에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5-1. 재판과정 전체가 전반적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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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대체로 공정한 편이다.
B) 일선 재판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한다.
C) 특별한 경우, 예컨대 지휘관이 특별히 관심있는 장교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공정하다고 생각한다. 사건 수가 많지 않으므로 절차는 잘 지켜진다.
5-2. 국방부가 국선변호인단을 설치,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
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A) 제도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제한하는 것은 없다. 다만 실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없어서,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일반 사병에 대한 군
법교육은 실제 별 효과가 없다. 검찰/법원/변호인 간에 조직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
다는 점은 현실에서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이들 간에 어떤 협력이나 공모가 있
지는 않다.
B) 국선변호인단은 책임회피용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국선변호인의 경우에
도 외부사회보다는 낫다고 생각한다. 국선변호의 일반적인 문제(즉, 형식적인 변호)가
있을 뿐이다. 또 피고인은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수도 있다.
C) 국선변호인도 대개 초임법무관이 담당하므로 피고인을 잘 도와준다. 외부 국선
보다 낫다고 생각한다.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비싸고, 성실성이
나 변론 내용 등에서 국선과 큰 차이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사선은 전임 법무관이고,
군에 쉽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이유
로 사선을 선임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D) 국선변호인은 주로 단기법무관이 담당한다. 그런데 단기법무관의 불성실성이 문
제된다. 국선변호인과 군판사는 해당부대 소속이 아닌 다른 부대에서 출장온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들은 통상 1박 2일의 출장증을 끊어서 오기 마련이다. 전날 밤에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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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부대에 도착하여 자고 아침에 피고인에 대한 접견을 하는데, 통상은 그날 오후
에 형의 선고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일반 형사재판과 비교하여 심리가 불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6) 군사법원제도의 대안
6. 결국 군사법원 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군사법원
을 완전히 폐지하고 민간법원이 이를 담당하거나, 2) 현재 군대 내에서 징계
로 처리되고 있는 경미사건만을 군사법원이 담당하고 중요사건은 민간법원
이 담당하도록 하는 등 일정 부분에 대해 민간의 간여를 인정하거나, 3) 현재
와 같은 관할권을 유지하되, 그 절차를 더욱 민주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등
의 주장이 가능합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A) 군사법원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B) 징계사건만을 담당하는 법원이란 실무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해결책은 군사
법원을 아예 폐지하거나, 존치하되 개선하는 것인데, 양자 가운데 어느 편이 나은지
는 판단하기 어렵다. 더 많은 조사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C) 완전 폐지에 동의한다. 순정군사범으로 관할권을 축소하자는 주장은 현실을 감
안한 타협책이었다. 전시나 계엄을 제외하고는 완전폐지에 동의한다.
D) 폐지하는 편이 장기적 대안으로서 타당하다.
6-1. 사병의 인권 v. 지휘권 - 남북 대치를 포함하여 한국은 특수한 상황에 있
고, 따라서 군에 대한 특별한 지위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합니다.
이 같은 지휘권 확보 논리를 어떻게 비판할 수 있습니까?
A) 지휘권도 법 밑에 있어야 한다. 나아가 인권은 보편적이고 법초월적인 것이다.
지금까지 군대는 인권을 무시해 왔다. 이제는 변화해야 한다. 나아가서, 지휘권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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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도 바뀌어야 한다. 즉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지휘권이 확립되어야 하는 것이다. 예
컨대 6・25때 존재했던 즉결처분권은 지금은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는 군 수뇌부가
여전히 육사출신으로 장악되어 있고, 이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점
이다. 이것은 전반적인 교육・사회의 문제이다.
B) 평시에는 군인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것이 법무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
다. 지휘권도 법적인 개념이며 그 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다. 비논리적, 비
합법적인 지휘권의 행사는 실제 효과도 없을 것이다.
C)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현재 장교의 특권은 너무 많다.
E) 오히려 지휘권의 확립을 위해서 군 사법권이 필요하다. 지휘권의 핵심은 군령권
이다. 반면 군사법원에 관한 권한은 군정권에 속한다. 각군 본부는 군정권만 갖고 있
고, 합참의장은 군령권만 갖는다. 단위부대는 사단부터 대대까지 군정권과 군령권을
모두 갖는다. 군사법원의 목적이 전시 대비에 있다고 한다면 평시 군정권이 없는 부
서에 군사법원이 설치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다.
D) 전시/파병의 경우에는 현지에서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재판의 불가능해진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군사법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평시/국내의 경우에는 권
력분립의 원칙에 역행해가면서까지 유지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6-2. 군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외부감시체계, 이를테면 옴부즈만이나 군사법
위원회를 국회 또는 기타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설치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A) 현 단계에서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군 사법제도에 대해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
는다면 더욱 필요할 것이다.
B) 취지는 좋지만, 외부감시체계를 만드는 과정, 그 역할, 성과 등이 어떠할 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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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옴부즈만과 같은 외부감시체계 있으면 좋을 것이다. 단기 법무관 출신들은 짧은
군 경험을 잊어버리려 하고, 장기 출신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변호사로서 군 관련
사건을 맡아야 하므로) 때문에 문제를 언급하려 하지 않는다. 결국 외부감시가 사실
상 없어왔던 것이다.
D) 외부감시체계보다는 민간법원에서 군검찰을 견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
각한다.
6-3. 현재 국방부는 군 사법제도를 개혁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 국방부 안은 현재의 제도를 개악하는 것이다. 아직까지 개혁에 대한 실질적인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안다. 예를 들어 순회군판사단은 국방부 소속으로써 중령이상
장교로 군판사단을 만든다는 것인데, 그 실질적 목적은 1) 보병장교의 직위를 확보하
고, 2) 국방부 소속으로 판사단을 두어 통제를 용이하게 하고, 3) 10년 이상 근무하는
중령을 요건으로 하여 이들의 진급에 대한 이해관계를 이용하고, 4) 순회재판을 함으
로써 사실상 군 법원을 형해화 시킨다는 것이다. 또 지휘관 확인조치권 행사에 대해
이유를 명시하도록 한다는데, 실제로는 법무참모가 이것을 할 것이다. 별 실효가 없
을 것이다.
B) 국방부 자체의 개혁 계획은 존재하지 않는다.
C) 국방부의 개혁은 신뢰할 수 없다. 군인들은 기본적으로 군 내에서 법치주의가
실현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결국 강제로 개혁되어야 할 것이다.
D) 지휘관보다 군사법제도의 수뇌부들(법무감/법무관리관)에 의한 독립성 훼손의
문제가 더 클 수 있다.
7) 향후 전망

- 140 -

7. 군 사법제도의 개혁은 현재 청와대와 법무부가 추진하는 ‘사법개혁’의 일
부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 또 법무관님의 개인
적인 견해는 어떻습니까? 어떤 절차를 거쳐 군 사법제도의 개혁이 진행되어
야 한다고 보십니까?
A) ‘사법개혁’에 대해 국방부는 아직 모르고 있다. 현재 청와대는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으로 법무병과의 장군 1인을 포함시키고, 분과위원회에 법무관을 참여시키겠다고
약속했고, 대법원은 사법정책 심의관이 군 사법제도에 대해 문제제기가 되면 이것을
안건에 포함시키겠다고 한 정도이다.
B) 대법원이나 청와대는 군사법원이나 군사법제도에 대해 큰 관심이 없었다. 군 정
화의 핵심수단이 군사법제도임을 설득시켜야 한다.
D) 사법개혁안에는 전반적 군 체계를 고려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7-1. 외부의 연구결과(국가인권위원회)가 실질적인 개혁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것은 ‘인권’의 시각에서 군에 접근하는 최초의 시도라고
생각한다. 사병의 인권의식이나 사병에 대한 인권의식, 또 군에도 합법적인 통제 시
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포함되면 좋겠다.
D) 군 고위장교들이 신경쓰는 3가지 기관은 언론, 국회의원, 다른 국가기관 등이다.
그런 차원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보고서가 위의 기관에서 인용되면 국방부도 의식하
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7-2. 그 밖에 저희 연구팀에 바라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특히 현역
법무관을 더 면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렇다면 다른 분을 소개해
주실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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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다른 법무관도 비슷한 얘기일 것이다. 현역 군인에게 설문조사는 불가능하다.
단기 법무관 출신 변호사들은 크게 별 생각 없을 것이고, 장기는 여러 경험은 있을
테지만, 경제적 이해관계가 복잡할 것이다. 특히 최근 법무관들의 태도는 더 순종적
으로 바뀌고 있다. 이들은 외부에서 검찰을 희망했다가 군에서 현실적 압력을 경험하
고 나서, 진로를 법원으로 바꾸기도 한다. 군 사법제도는 법무관들을 통해 외부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법무관과 외부의 검찰, 법원을 인적・조
직적으로 연계하는 제도개선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E) 적당하게 타협하는 안이 나오고 그것이 관철되면 제도의 공고화만 초래할 것이
다. 일반적인 학계의 연구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 피상적이다. 선뜻 개혁에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막상 닥치면 주저하게 된다. 개혁모임을 하려고 해도 다양
한 구성원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많다. 전문적으로 연구하려고 해도 시
간, 재정 면에서 어려움이 있다. 전문연구팀을 구성하거나 법무관을 아웃-소싱 하는
방법도 좋을 것이다. 즉 국방부의 법무관리관을 현직 변호사 중에서 임명한다면, 기
존세력 눈치 보지 않고 개혁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다. 즉 재야 변호사들을
국방부에 보내는 것이다. 또 연구와 관련해서는 고등군사법원 내에서 자체 연구보고
서를 만들게 하되, 외부에서도 그 팀에 참여하게 한다면 법조일원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7-3. 끝으로 군 사법제도 전반에 관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들려주시지
요.
A) 군 사법제도를 전체적으로 파악・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군 수뇌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장병과 나아가서 국민 전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따
라서 이것을 병과 국민을 위한 제도로 돌려 주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예상되는 군의
반발은 당연한 것이다. 이를 지나치게 의식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군을 통제하
고 변화시켜야 한다. 군 사법제도는 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 전체의 문제라는 점
을 분명히 인식해 주었으면 한다. 왜 많은 국민들이 입대를 두려워 하는가. 이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군은 외부의 사회와 격리되어 있다는 특성이 있다. 이로 인해
인권침해가 일상화되어 있고, 인권・권리행사에 대해 두려움을 갖는다. 그러므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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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법과 인권이 개입할 수 있도록 외부의 관심을 공론화해야 한다. 군 수뇌부의 인
권에 대한 의식 수준은 높지 않기 때문에 외부의 충격이 필요하다. 예컨대 의문사 문
제에 대해서 지휘관, 헌병, 법무관 사이에 책임 전가만 이루어지고 책임있는 답변은
없다. 그러므로 수사지휘권을 규정하여 책임을 분명히 하고, 법무관을 ‘특정직 공무원’
으로 임명하는 등의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 현재의 군사법원법은 폐지되어야 하고,
절차/조직 법으로 분리하여 (군 검찰조직법, 군사법원조직법, 군 형사소송법 등) 외부
사법제도와 같은 수준의 내용과 절차를 보장하여야 한다.
D) 군 전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은 기무사령부에 대한 이해를 필
수적으로 요구한다. 기무사령부는 군대의 모든 정보를 파악하고 있고 장교들의 진급
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중요한 사건의 경우, 처리의 방향이나 처벌의 수위 등에 대
하여 기무사령부는 자신의 내부적인 결론을 이미 가지고 있으며 지휘관 등을 통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라. 기타의 답변 요지
군대는 권력의 분점을 알지 못한다. 군 사법제도도 이러한 점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군법무관에 대한 군 내부의 불신도 크다. 이런 점들로 인해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군 내부의 신뢰가 적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군 사법 담당자들이 자초한 측
면도 크다. 예컨대, 구속사건의 경우 일반형사사건에서는 통상 약 1,000만원 정도의
수임료가 드는 반면, 군에서는 약 2,000만원 정도가 든다고 한다. 결국 이것은 군법무
관들과 관련된 비리와 연결된다.
(군 행형과 관련하여) 군에서는 헌병이 행형을 담당하고, 헌병감이 교도소장을 지휘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외부 경찰조직 내에 교도소가 없는 것과 비교해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다. 또 외부에서는 구속되면 구치소로 보내야 하는 반면, 군대에서
는 영창에 그대로 있다. 영창에서는 미결수, 입창징계를 받은 자를 구분 않고 동일시
설에 수용한다. 영창제도는 영장주의에 반한다. 더구나 헌병이 미결수의 신병을 계속
구금, 확보하기 때문에, 즉 신병(身柄)이 동일 기관 내에 있으므로 범죄를 부인하기
어렵다. 낮에 군검찰에 가서 무슨 얘기했는지, 반성문등에 다 써야 한다. 그러니 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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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부인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현행 군교도소 운영도 문제이다. 국방부장관 직속이면 군교도소이지, 육군교도소라
고 명칭을 붙인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명적과장은 비리의 온상이며, 교도소 위치도
헌법소송감이다. 국방부 검찰단 내에 미결수용시설 하나 안 만드는 이유를 알 수 없
다. 교도소는 결국 장교를 위한 시설이다. 일반교도소 수감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며 비리가 많다.

마. 소 결
이상에서 군법무관들의 답변요지를 정리, 소개하였다. 구체적인 답변은 물론 법무
관 개인에 따라 다르며, 어떤 부분에서는 상당히 큰 시각의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도
있었다. 그러나 대체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인식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첫째, 현행 군사법제도는 어떤 방식으로든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군
사법원 제도의 비효율성과 불공정성에 관한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제기되었다. 즉, 현
실적으로 발생하는 사건 수에 비해 과도한 인력과 예산이 배정되어 있으며, 이들에게
서 군 내에서 효과적으로 인권을 보장하고 정의를 실현하려는 사명감을 찾아보기 어
렵다는 것이다. 나아가 지금까지 군사법제도는 지휘권의 일환으로 여겨져 왔으며, 이
것은 법무참모라는 군사법원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편법적 지위를 통하여 행사되
어 왔고, 이에 따라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어 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둘째, 군검찰에 관해서는 대체로 그 독립성과 역할의 강화에 법무관들이 동의하고
있는 듯 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2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지휘관과 법무참모
기타 고위법무관의 영향력으로부터 군검찰이 독립해야 한다는 요청이고 다른 하나는
헌병이나 기무부대와 같은 군사법경찰로부터 수사의 주도권을 가져와야 한다는 필요
이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개혁이 추구하는 바는 고위장교들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벗어나 일반 장교와 병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사법처리를 해야 한다는 군검찰
본래의 역할을 회복하는 데에 있을 것이다.
셋째, 군법원에 대해서는 이 기관이 대체로 공정하게 자신의 직무를 잘 행사하고
있다는 견해도 있었지만, 독립성과 공정성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다수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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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관할관의 확인조치권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입장과 그렇지
않다는 입장이 있었지만, 이것이 불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모두 같은
인식을 하고 있었다. 그밖에 심판관제도에 대해서도 이것이 현실적인 역할이 크지 않
으며 다만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통로가 된다는 점에 면담 법무관의 다수가 동의하
였고, 나아가서 군사법원의 관할권 범위를 축소하거나 군사법원의 수 자체를 줄일 필
요가 있다는 데에 대해서도 대부분 공감하고 있었다. 결국 군사법원은 그 효율성과
공정성 면에서 법무관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재판절차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정한 편이며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권리도 나
름대로 보장되고 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었다. 군사법원법은 형사소송법과 흡사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형사소송법보다 더 충실한 피고인의 권리규정을 두고 있는
데, 현실 재판절차에서 이러한 피고인의 권리는 크게 침해되지 않고 지켜지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권위적인 재판 분위기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충분히 자신의 변론을 다하
지 못하게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군사법원에만 해당하는 문제는
아닐 것이다. 또 변호인의 조력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모든 법무
관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문제였다.
다섯째, 종합적으로 면담 법무관들은 군사법원의 폐지에 대체로 동의하는 편이었다.
현재와 같은 군사법원은 그 효율성면에서 낭비요소가 많으며, 처리하는 사건의 성격
을 고려할 때 이것이 꼭 있어야 하는 이유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일반
병들의 인권이 군사법원을 통하여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할 수도 없으며, 오히려
전근대적인 지휘권의 행사통로로 이용되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이 사법권을 포함한 강력한 지휘권의 근거가 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대
해서는, 이제는 지휘권이 개념도 변화해야 하며 정당한 지휘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라
도 합법적이고 공정한 사법절차가 필요하다는 반론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이상과 같은 법무관들의 답변은 군사법제도에 현실적으로 종사한 경험을 가진 사
람들의 문제의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귀중한 참고자료가 된다. 특히 다수가
군사법원의 폐지를 주장한 점은 연구자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여하튼 우리
는 이러한 면담결과와 함께 기존의 연구를 포함한 여러 관점을 종합하여 제도적인
개선대안을 도출해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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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병과의 면담
가. 면담의 취지 및 경과
원래 헌병과의 심층면담은 수사헌병실무에 종사하고 전역한 지 원칙적으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려고 하였다. 군 법무관 전역자와의 면담은 원래
의도했던 데로 최근 전역자를 중심으로 비교적 쉽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예상 외로
헌병전역자와의 면담은 쉽지 않았다. 최근 전역한 수사헌병경력자를 찾아내는 것 자
체가 쉽지 않았고, 그런 인물을 찾아낸 경우에도 대부분 면담을 고사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연구팀은 전역 헌병들의 친목단체인 헌병전우회 중앙회를 통하여 면담대
상자를 수소문 하였으나 이것도 여의치 않았다. 그 과정에서 헌병전우회와 국가인권
위원회의 도움으로 국방부 합동조사단으로부터 우리 연구팀이 만든 심층면담지에 대
한 서면 답변을 받게 되었다. 아쉽지만 우리 연구팀은 이 서면답변을 헌병면담으로
대신하게 되었음을 밝혀둔다. 그밖에 현역 헌병관계자와 비공식적으로 면담하여 기록
해 둔 것도 있으나, 유의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여기에 싣지는
않았음도 아울러 밝혀둔다.

나. 수사과정에 대한 질문
1) 헌병의 임무
헌병의 임무중 요인경호, 시설경비와 같은 경비헌병의 직무와 수사헌병의 직
무를 분리하여 수사헌병의 직무를 군검찰과 통합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
는데, 이에 관하여 아시는 점이 있는지, 아신다면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육군 헌병감실과 국방부 합동조사간에서도 예전부터 전투헌병과 수사헌병의 직무
영역을 구분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전투헌병은 사단, 군단, 군사령부 등 지휘계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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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되게 편성하는 반면, 수사헌병은 국방부 합동조사단과 육군 중앙수사단을 중심
으로 중앙집중적으로 편성한 뒤 각 지역별로 파견대를 설치해 운영한다는 방안을 예
전부터 정책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헌병의 역할을 작전(요인경호, 시설보호, 군대내 도로교통질서)에 한정하고
수사에 대해서는 현장보존만 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전투헌병에 대해서는 수사기능을 제한하는 것이 옳지만, 그래도 전장순환통제, 포
로관리, 후방지역작전, 군기군법 및 질서유지 등 야전에서 전투지원부대의 임무는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가벼운 사건, 즉 군무이탈, 교통사고, 폭행 등에 대해서는 사
건처리권한을 주어야 한다.
헌병을 독립하여 헌병사령부를 두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그리고 독립된 헌병사령부를 두는 것이 군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요?
수사헌병을 국방부 합동조사단, 육군 중앙수사단 등을 중심으로 중앙에 통합하여
운영할 경우 광역화, 지능화하는 범죄에 대응하여 헌병의 수사능력을 과학화, 전문
화시킬 수 있다. 즉, 수사헌병을 전문수사부대로 양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사
단․군단 헌병대의 수사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또한 수사헌병은 지휘계선에 소속
되지 않도록 편성하면 주요범죄 처리에서 외부의 영향력을 차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미국 헌병의 경우, CID(일종의 중앙수사대, 중죄사건 담당)같은 조직이 있어
서 헌병대와는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식 제도를 도입하여 헌병대를
국방부 장관 혹은 참모총장 직할의 부대로 조직하는 방법도 최근 주장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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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군 헌병을 통합하여 국방부 합동조사단을 모체로 헌병사령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발전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 미국헌병의 수사체계인 범죄수사사령부(CID)와 같은
독립된 기관을 설치하는 방안도 있다.
2) 민간경찰과의 관계
헌병과 민간경찰과의 관계는 현재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요? 전체 사건 중
경찰이첩 사건의 비율은 얼마나 되며, 그러한 사건들의 처리가 헌병의 단독
수사에 의한 결과에 비하여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요?
군인 및 군무원의 범죄행위는 군사법원법상 헌병이 수사하여야 하나, 영외 출타
장병의 범죄행위에 대해 경찰이 현행범 체포 등의 형태로 먼저 수사하는 경우가 발
생한다. 경찰은 초동수사 후 사건을 헌병대로 이첩한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
다. 군인 신분의 범죄인을 헌병이 수사하다가도, 군 검찰 송치 전 신분변동이 있을
시에는 경찰로 사건을 이첩한다. 민․군 공동관련범죄(총기은행강도, 교통사고)에 대
해서는 공동수사를 하거나 합동수사본부체제 하에서 수사공조를 한다. 대체로 양자
는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2003년에 헌병이 처리한 총 6,548건의 사건 중 경찰로부터 이첩 받은 사건은 2,551
건으로 39%를 차지하였다. 경찰로부터 이첩 받은 사건과 헌병이 인지하여 처리한
사건사이에는 그 처리결과에서 차이가 없다.
민간경찰과 헌병의 합동수사를 명문화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귀하
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합동수사를 명문화하면 군인신분인 자에 대한 민간검찰과 민간법원의 수사권과
재판권을 인정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군기강 확립과 지휘권 보장을 위해
존재하는 군 사법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군인에 대하여 민간경찰이 수사를 하게 되면, 군인신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증가하리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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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군인이 민간경찰에 의하여 수사를 받게 되어 불이익을 받은 사례를 혹
시 알고 계신다면 설명해주십시오.
민․군 공동관련 범죄수사 시 경찰의 편중된 수사로 군인의 권익침해가 우려된다.
공동수사를 하여야 할 사건임에도 경찰이 단독 수사하여 ‘군인이 가해자, 민간인이
피해자’로 판명된 사건을 경찰로부터 이첩 받아 재수사 해보니 오히려 민간인이 가
해자로 판명된 사례도 있었다.
* 참고로 비공식적으로 현역 헌병수사관과의 면담에서도 위의 진술과 동일한 내용을
들었는데, 그 때 예로 든 사례도 동일하였다.
앞의 질문과 관련하여 군인에 대하여 헌병이 수사하는 것이 군인의 권익을
보장하기에 유리하다는 주장이 실제로는 장교와 부사관에게는 유리하지만
사병에게는 별로 유리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
한 귀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헌병의 수사는 인권보장의 측면에서 간부와 병사 간에 차이가 없다. 수사의 대상
이 병사라고 할지라도 이들에 대한 헌병수사는 군생활의 특수성을 이해한 가운데 이
루어지므로 경찰의 수사보다 인권보장에 도움이 된다.
3) 군검찰과의 관계
장병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헌병의 수사권이 확립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
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그리고 헌병
의 수사권이 확립되어 장병의 권익이 보장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
면 말씀해주십시오.
(답변 없음)
군검찰관의 헌병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명문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
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만일 군검찰권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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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휘권이 명문화된다면 어떠한 장점 또는 단점이 생길까요?
군사법원법은 형사소송법과 달리 군사법경찰에 대한 군검찰의 일방적 수사지휘권
이 아니라 특정사항에 대한 개별적 수사지휘권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군사법원
법 제119조 제1항, 제156조, 제239조, 제264조, 제232조의3 등을 참조).
나아가 군검찰에게 수사지휘권을 인정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수사와 공소유지는 분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어느 한 기구로 하여금 양자를
통합처리하게 하느냐 아니면 별개의 기구가 각각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느냐 하는 문
제에 대한 판단에서는 어느 편이 군의 특성에 맞고 지휘권을 보장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판단기준이 되어야 한다. 군의 계급질서를 고려한다면 일방적 수사지휘보다는
협조요구 형식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공소제기와 유지업무는 군검찰의
독점적 직무이므로, 보강수사와 관련한 검찰관의 협조요구에 군사법경찰관이 정당
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도록 하여 원활한 공소유지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
다.
둘째, 군의 계급 및 조직질서와 관련하여 군검찰이 군사법경찰을 지휘한다는 것은
법무병과가 헌병병과를 지휘하는 것이 되어 현 군조직 체계상 불가능한 것이다. 또
민간과는 달리 헌병과 군검찰은 동일한 계급질서 내에 있으므로 계급을 무시하고 직
무만을 고려하여 위관급인 검찰관에게 영관급인 헌병지휘관에 대한 지휘권한을 인
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아가 현재 군검찰은 군판사와 동일한 조직 내에서 상호
인사교류하고 있으므로 수사지휘권을 인정한다면 과도한 권한의 집중으로 군사법운
영의 전횡을 야기할 수도 있다.
셋째, 수사의 효율성과 관련하여 군검찰은 대부분이 단기장교로서 수사경력이 부
족하므로 경험이 축적된 헌병에 비해 수사능력이 높다고 평가할 수 없으며, 또한 군
판사나 법무참모 등으로 직책이 변경됨으로 인해 수사에 대한 전문성의 축적이나 군
의 특수성에 맞는 수사능력의 발휘가 제한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현 제도에 의하
더라도 헌병은 초동수사 후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러한 사건에 대해 군검
찰이 보강수사 및 재수사를 할 수 있으며, 처음부터 군검찰의 수사가 필요할 경우에
는 군검찰은 직접 초동수사부터 할 수도 있으므로 별도의 수사지휘는 불필요하다.
더욱이 구속영장의 집행이나 구속 장소의 감찰과 같이 수사권의 남용이나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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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군검찰의 지휘를 받고 있다.
넷째, 군사법경찰의 미온적 사건처리 방지와 관련해서는 1996년 이래 모든 사건에
대한 송치원칙을 철저히 준수한 결과 현재 사건에 대한 미송치나 미온적 처리 사례
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오히려 현재 군사법경찰은 즉결처분을 시행하고 있으며, 미
송치 사건에 대해서도 헌병이 자체종결하는 경우는 없다.
다섯째, 기관간 견제와 균형의 측면에서 보아도 군 검찰의 수사권 지휘는 바람직
하지 않다. 군검찰과 군사법경찰은 동일한 지휘관을 보좌하는 대등한 참모기관이므
로 하나의 참모기관이 다른 참모기관을 지휘, 감독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의 주체인 군사법경찰과 군검찰의 상
호협력 의무를 명시하여 군의 특성에 맞는 수사지휘체계를 확립하는 방향이 타당하
다고 본다. 즉, 현행 제도와 같이 구속영장의 청구와 집행, 구속 장소의 감찰 등 인신
구속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는 군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하고, 다만 군검찰의 공소
유지 업무와 관련하여 군사법경찰에 협조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충분할 뿐 수사지
휘권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
4) 지휘관과의 관계
조직체계상으로 지휘관과 헌병대와의 관계는 어떠하며 지휘관의 영향력이
헌병의 수사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있습니까?
헌병대장은 부대편성상 단위부대의 지휘관으로서 관할관 지휘계선상의 하급제대
장이고, 관할관(지휘관)의 헌병업무에 대한 특별참모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사건,
사고 발생시 헌병대장은 발생보고(서면) 및 사건처리 결과보고(통상 구두)를 하는데,
이것은 자신의 업무에 대하여 지휘관에게 보고하는 당연한 직무로서, 행정규칙상 지
휘보고 대상사고인 경우는 지휘관도 차상급 또는 2차 상급지휘관에게 보고하고 필
요시 참고자료를 제공하기도 한다.
지휘관의 법무참모와 헌병대장의 관계는 어떠하며, 실제로 업무처리과정에서
필요한 협조나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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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참모는 지휘관의 개인참모이고, 헌병대장은 특별참모로서 상호협조관계에서
임무수행을 하고 있으며, 실무에서는 주요사건 처리에 있어서 사건송치 전이라도 헌
병대장(수사관)이 법무참모(군검찰관)에게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고 있다. 영장청구,
사체처리 등에 있어서는 법률에 의해 군사법경찰관이 군검찰의 지휘를 받고 있으나,
실무에서 법무와 헌병은 유기적이고 원만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법무참모를 둘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 법무참모는 지휘관이 수사와 재판에
개입하게 되는 통로가 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법무참모가 존재함으로써 생
길 수 있는 장, 단점을 말씀해주시고 만일 단점이 있다면 이를 개선하는 방
안에 대하여 말씀해주십시오.
법무조직이 군내에 있는 한 법무참모는 존재해야 하는데, 만약 법무참모가 없다면
군검찰관이 직접 지휘관을 보좌하므로 검찰업무 이외 송무 등의 업무처리에 제한이
예상된다.
헌병이 수사단계에서 지휘관에게 보고하여 결론을 내린 후 군검찰부로 송치
하기 때문에 사실상 헌병단계의 수사결과가 유무죄 여부 및 형량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헌병대장은 지휘관에게 피의자가 유죄인지 여부, 당해 사건이 구속 사안인지 여부
만을 보고할 뿐이다. 기소여부와 형량은 군검찰관과 군판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
이다. 따라서 헌병의 보고가 수사결과와 형량에까지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비약적인 추측이다. 만일 헌병의 수사가 공정하고 정확했다면 수사결과에 대하여 헌
병의 보고내용이 지휘관의 지휘결심에 기여한 것이므로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
이다.
즉, 위법행위 없이 공정하고 정확하게 수사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헌병대장이 지휘
관에게 보고하여 문제될 것이 없다. 다만 헌병이 수사를 잘못하거나 지휘관에게 잘
못된 보고를 하였다면 헌병보다 법률적 소양이 높은 법무참모(군검찰관)가 지휘관에
게 수정보고를 하여 헌병에게 필요한 제재조치를 하면 될 것이다.
헌병대장이 사건, 사고 발생경위 보고시 지휘관은 강조 및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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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지휘권 확립의 차원에서 강하게 처벌할 것을, 최선의 노력
을 다했음에도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가능한 경하게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것은 수사진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허
용 가능한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본다.
그 외에 지휘관이 사건처리에 있어서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영향
력을 미친다하여도 헌병대장의 지휘조언이나 법무참모, 관련참모들의 조언을 통하
여 충분히 배제할 수 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처벌결과까지 지휘관이 절대적인 영향
력을 행사하는 경우란 없다고 판단된다.
실제로 지휘관들 중에는 자신의 재임기간 중에 사건이 발생하면 일단 신속하
게 종결하기 위하여 혐의 있는 자를 충분하게 조사하지 않고 피의자로 몰아
가고 자신의 보직을 떠난 후에 사건이 처리되도록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결재
를 미루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경우가 있었는지? 만일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없음)
5) 헌병장교와 헌병수사관의 관계
헌병장교가 헌병수사관인 부사관들을 전혀 통제하고 있지 못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사의 실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헌병수사관에 비
하여 헌병장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휘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
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헌병수사관에 비해 헌병장교들은 보직변경(작전, 지원, 수사 분야)으로 인해 업무
계선이 상이하여 전문성과 경험축적이 미흡한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헌병장교 임관대상자를 법학․(경찰)행정학 전공자 중에서 우선 선발하는 체제
를 구축 중이다. 또한 헌병수사관에 대한 수사지휘를 할 수 있는 최하계급을 소령 5
년차 이상(군생활 15년 이상)으로 하여, 이들을 수사과장, 지휘관직에 보직시키는 체
제를 구축 중이다. 나아가 수사헌병과 전투헌병으로 임무, 기능을 조정시 장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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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수사전문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6) 헌병수사에 대한 인식부분
헌병의 수사와 관련하여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가 민간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군의문사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측의 가족들이 헌병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상의 인권침
해 가능성이 있다면 어떠한 영역에서 가능한지요? 그리고 그러한 주장에 대
한 귀하의 의견은 어떠한지요?
유가족들은 과거 일부 부대에서 있었던 강압적인 수사와 수사실패 등을 떠올리며
헌병수사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이 많다. 그들은 헌병대장이나 수사관을 만나기 전부
터 “헌병수사는 믿을 수 없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다. “헌병을 무조건 믿지 말라”,
“자살이 명백해도 국립묘지 안장을 해 달라고 떼를 써라”고 선동하는 일부 시민단체
들의 잘못으로 인해 헌병수사에 대한 불신이 생긴다. 그러나 헌병의 수사과정에는
유가족, 피해자들이 추천하는 법의학이나 수사관련 전문가들도 참여한다. 헌병수사
가 과학적인 증거위주의 수사로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는 유가족, 시민들은 “헌병
이 너무 친절하고 과학적으로 수사한다”고 칭찬한다.
헌병의 수사과정에서 장교나 부사관들이 사병에 비하여 보다 관대한 수사를
받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그리고 그
러한 관대한 수사가 만일 존재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앞에 유사 답변 있음)
수사과정에서 어려움이나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한 귀하의 의견이 있
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일부 시민단체가 헌병의 수사활동에 불필요하게 개입하여 어려움이 있다. 또한 일
부 언론의 인기위주의 과장, 추측성 보도로 인해 수사과정에 어려움을 겪는다.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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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언론보도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사고, 이로 인해 수사관들의 사
기가 떨어진다. 한편 유가족들은 유언비어나 자신들의 추측에 근거해 잘못된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으므로 이로 인해 수사가 더욱 어려워진다.
7) 수사에 관한 교육정도
수사헌병에 대한 직무교육과정이나 교육내용에 대하여 설명해주십시오.
최초 수사관 선발: 중사 이상의 장기복무자원자 중에서 수사관선발시험에 합격한
자를 헌병수사관으로 임용한다. 이들은 부사관 임용 후 초급반(12주 과정), 중급반
(16주 과정)에서 수사관련 기초교육을 받는다.
양성 수사관 선발: 실무에서 근무 중 양성수사관으로 선발되면 약 1년간 수사업무
를 경험한 뒤 수사관으로 선발되며, 이후 부사관은 수사중급반(20주 과정), 장교는
장교 범죄수사반(16주 과정)의 교육을 받는다.
경찰 등 수사전문기관에서의 위탁교육: 사이버 범죄수사 등 매년 25개 과정, 74명
이 군 외부기관에서 전문교육을 받고 있다.
전문특기세미나: 분기별로 1회씩 컴퓨터, 마약 등 7개 분야에서 전문특기세미나를
각 군별로 실시한다.
수사관등급 상향평가와 수준유지평가: 수사관의 수준유지와 기량향상을 위해 수
사관등급 상향평가(3급--2급, 2급--1급)와 1급 수사관 수준유지평가 등을 매년 실시한
다.
수사관 경연대회: 2년에 1번씩 수사관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강력사건 사건처리 능
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현재 군대 내에서 변사사건이 발생하면 이를 독자적으로 과학수사할 능력이
없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군 영내에서 발생한 사망사건 전건을 헌병이 단독으로 수사하고 있다. 과학수사
분야는 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의 지원을 받는다. 유가족, 피해자들이 국방부 예하기
관을 믿지 못하여 국립 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 및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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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과학수사연구소는 총기감식 분야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보다 권위 있는
감식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국방부과학수사연구소는 현장감식팀을 운영, 초동수사
에서부터 입체적인 과학수사가 시행되고 있다.
8) 수사상 인신구속 등의 강제처분절차
통상의 수사에서 인신구속을 하는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요? 민간 경찰이나
검찰의 경우에는 긴급체포가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데, 헌병의 수사단계에
서는 어떠한지요?
2003년도에 헌병이 처리한 사건은 총 6,548건인데, 이 중 30%인 1,988건을 구속수
사하였다. 군사법원법상 수사는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므로 그 원칙을 지키려고 한
다. 강제수사의 경우 긴급체포는 군무이탈(탈영) 등 주요범죄가 발생한 때에만 활용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사전영장을 청구하여 영장에 의한 수사를 하고 있다.
체포 구속을 위한 영장청구시에는 어떠한 절차를 실무상 밟고 있나요? 기타
압수 등과 같은 강제처분을 위하여 영장을 청구하는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요?
헌병수사에서는 증거물 압수시에도 통상 임의제출에 의한 수사가 대부분을 차지
한다. 사건발생 장소가 대부분은 지휘관이 관리하는 영내이므로 지휘관이 증거물을
임의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개인관리 장소(독신자 숙소, 아파트 등)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처분은 영장에 의하여 수사를 진행한다.
9) 수사실무
구체적으로 헌병조직과 관련하여 사건을 인지하고 이에 대하여 수사를 하는
과정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컨대, 수사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
하는 직책은 어떠한 직책이며, 그러한 경우에 어떠한 직책을 가진 분이 실제
조사에 참여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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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없음)

다. 재판단계에서 관한 질문
군검찰을 폐지하고 민간검찰에 의하여 공소를 담당하게 하자는 주장이 있습
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민간검찰이 공소를 담당한다면 지휘권 보장이 약화될 것이며, 군의 정서나 특성이
관련된 사건(항명죄, 상관면전모욕 등)의 처리가 곤란해질 것이다. 그러나, 헌병에
의한 1차 수사 및 단독수사가 보장된다면, 이를 통해 헌병이 전문적으로 군수사를
담당하도록 하고 민간검찰은 보강수사와 공소유지를 통하여 수사결과에 대한 공정
성과 정확성 여부를 판단하게 함으로써 상호 견제효과도 갖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군사법제도의 개혁논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행 군사법원제도의 존
치문제가 중요한 이슈인 듯한데,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만
일 군사법원제도가 폐지된다면 어떠한 결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지요?
군은 다른 조직과 다른 특수성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와 같이 분단상황에서는 이
러한 요인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군 조직 내에서는 민간과는 다른
특수한 사법제도가 운영될 필요가 있다. 즉, 사건처리를 신속하게 하고 경미한 범죄
자에 대해 관용을 베푸는 등 최대한 전투력을 보존케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므로
군사법원은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평시에는 일반사회와 형평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하므로 일부 군사법조직의 민간이양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
에 대해서는 우선 고등군사법원을 민간법관으로 운용하는 방안이 있으며, 그 효과가
좋으면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군사법원법상으로는 지휘관의 확인조치권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폐지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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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조치권은 군사법원의 높은 형량을 견제하고 병의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제
도이나, 지휘관의 개인적 성향에 따라 부정적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지휘관이 감경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공개하도록 하고, 감경기준도 선고형의 1/2
로 제한하며, 나아가 지휘관의 재판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도록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 집행단계에 관한 질문
영창관리 부분 중 경찰서 유치장 같은 역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몰라도,
미결구금의 역할까지 담당하여 즉 구치소 역할까지 담당하는 영창제도를 헌
병이 운영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특히
이는 민간의 구치소제도와 비교하여 형사절차에서 헌병의 관여정도가 지나
치게 크다는 주장인데,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병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용시설을 헌병이 아닌 법무병과에서 관리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지금까지 헌병이 수용시설을 운영하면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영창운용을 비롯한 수용자의 관리, 교도, 교화와 같은 교
도행정 분야에서 경험과 지식이 축적되어 있으므로, 수용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은 헌병에서 담당하고, 다만 인권침해의 방지를 위한 구속 장소의 감찰은 현재와 같
이 관할관 지휘 하에 군검찰이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사법과 교도행정이 분리되어 있는 민간과는 달리,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
지, 재판 등의 권한을 갖고 있는 법무관리관에게 군교도소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까
지 줄 수는 없다. 나아가 만약 헌병 이외의 타병과나 부대에 영창을 설치한다면 새
로운 행정, 경비, 교육 등이 필요하므로 군조직의 확대를 초래할 것이다. 이것은 군
규모의 감소 추세와는 역행하는 것이다.
현재 군교도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민간교도소에 이감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군교도소의 관리를 헌병이 맡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
한 경우에 이감되거나 군교도소에 계속적으로 수감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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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없음)
군교도소의 경우에는 장교나 부사관이 사병에 비하여 편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떠
하신지요?
(답변 없음)
영창 관리에서 직무수행상 어려움과 개선방안이 있다면 어떠한 것들이 있을
까요? 귀하의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현재 헌병이 소규모의 조직인 탓으로 영창을 전담할 간부가 부족하므로, 형무전담
요원을 민간교도기관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주특기를 부여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 또 현재 징계입창제도는 징계처분자를 미결수용자와 동일하게 처우하고
있으므로 이것을 재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마. 현행 헌병제도에 대한 개선점
현행 헌병제도가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고 만일 개선할 점이 있다면
어떤 방안이 가능할까요?
(답변 없음)

바. 소결
1) 원래 이 면담은 헌병수사관으로 근무후 전역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획된 것이었다. 그러나 앞에서 이미 밝힌 것처럼 그러한 계획은 성사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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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했다. 그 대신 정리한 것이 국방부 합동조사단이 우리 연구팀의 질문에 대해 답변
해 온 문건이다. 사정이 이러하므로 이들의 의견은 대체로 현재의 국방부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많은 부분에서 앞의 군 법무관 출신자
들의 진술과 관점과 사실의 이해에서 차이 나는 부분이 많다. 예컨대 군 법무관 출신
자들은 헌병의 수사능력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데 반해, 헌병측의 의견을 대변
하는 국방부 합동조사단의 서면진술에서는 군 검찰의 수사능력에 대해 회의하는 태
도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군 법무관 출신자들이 헌병대장이 가지고 있는 즉결심판청
구권에 대해서도 그 남용의 가능성을 경계하는 데 비해, 헌병은 즉결심판의 운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헌병 측은 수사기관의 공정성과 국방부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감식능력을 높게
평가한 뒤, 유가족이나 관련 시민단체의 ‘몰이해’, ‘억지’에 대해 비판하고 있으나, 2002
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보고서 군대 내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
구 에 나타나 있는 군 의문사 유가족들의 의식은 이와 정반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는 사실도 지적해야 하겠다.142) 아무튼 이 부분과 관련하여, 어느 쪽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 지는 객관적인 제3의 판정기관에 의해 앞으로 검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2) 서면답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헌병 측의 기본적인 입장은 현행제도, 특히 헌
병의 1차적 수사권을 유지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헌병
제도를 전투헌병과 수사헌병으로 나누는 개선안을 고려하고 있지만 헌병제도 개혁에
서 핵심적인 쟁점이 될 ‘헌병의 제1차적 수사권’은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또한 군 사법제도의 핵심을 지휘관에 의한 지휘권 확립에 있다고 보고 있
다. 군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논의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군 사법제도를 확립하기 위
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지휘관의 영향력으로 인한 군 사법제도의 왜곡에 대한 일
반의 우려는 매우 높은데 국방부 합동조사단이 제출한 서면답변내용은 이러한 일반
적인 우려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지휘권의 확립의 관점에서도 헌병이 군 관련사건에 대한
제1차적 수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하나, 동의하기 어렵다.
142) 국가인권위원회,
136-143면 참조.

군대 내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 200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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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수사권을 군 검찰에 귀속시키는 문제에 대하여는 군 조직의 특수성을 내세워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군 검찰에 대한 이해에서도 철저하게 계급․명령체계를 앞세
운다. 즉, 헌병과 군검찰은 상호 협조관계로서 병렬적으로 지휘관의 지휘권에 복속하
는 참모조직으로만 이해한다. 이러한 이해는 곧 현행 헌병제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입장과 연결되고 있다.
헌병조직과 법무조직을 대립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법무참모를 군법무
관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군사법원(군판사)과 군검찰을 동일한 조직으
로 파악하여 군검찰이 수사권을 가지는 것을 “재판하는 자가 수사까지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또한 검찰관의 공소유지 업무와 관련하여 군사법경찰관에게 협조 의무를 부여하자
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점은 이미 군사법원법의 입법연혁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래 전부터 입법적으로 인정되어오고 있는 것이다.143)
결국 헌병측의 입장은 현재의 군 사법제도 개혁논의에서의 중요한 쟁점인 군조직
에 의한 수사권 행사 여부 및 방식 - 현행 헌병중심의 수사권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
면 군검찰에 의한 수사지휘체계를 수립할 것인가 혹은 민간경찰의 관여를 인정할 것
인가 등의 문제제기 - 과 관련하여 매우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
다. 헌병측의 이러한 기본적 태도는 부록에 첨부한 전역헌병의 설문조사결과와도 대
체로 일치하는 것이지만, 군법무관들이나 군 외부의 시각과는 매우 상반된다.
한편 헌병에 대한 외부에서의 비판은 일부 문제 있는 시민단체나 언론의 탓으로 돌
리고 자신들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건을 처리한다고 주장하는 점은 이미 지적했다.
“민․군 공동관련범죄(총기은행강도,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공동수사를 하거나 합동
수사본부체제 하에서 수사공조를 한다. 대체로 양자는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현재 경찰과의 공동조사, 합동조사는 문제없이 잘 하고 있다
고 하면서도, 경찰과의 합동조사를 명문화할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는 “합동수사를 명
문화하면 군인신분인 자에 대한 민간검찰과 민간법원의 수사권과 재판권을 인정한다
는 얘기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군기강 확립과 지휘권 보장을 위해 존재하는 군 사법
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여 서로 모순되는 진
술을 하고 있다.
143) 앞의 Ⅱ. 3. 다. 참조.

- 161 -

Ⅵ. 비교법적 검토: 유럽 각국의 군 사법제도를 중심으로
1. 일반론
각국에서의 군 사법제도 개혁논의를 우리의 시각에서 비교 검토하는 것은 넓은 의
미의 비교법적 연구에 해당한다. 비교법적 연구는 군 사법제도 개혁을 국제적인 무대
위에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한다. 비교법적 연구를 통하여 우리는 현행 제도
를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고, 그 문제점도 발견해 낼 수 있다. 나아가 우리 현실
에 적합한 실제적인 해결책(practicable solutions)을 찾아낼 수도 있다. 그러나 비교법
적 연구는 충분한 데이터와 관련국가의 정치・사회적 상황에 대한 이해 없이는 수행
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중남미 지역에서는 우리나라의 70~80년대 상황과 유사하게 군대에 의한
인권침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군 사법제도 개혁이 논의되고 있다. 이들 국가의 현
행 군 사법제도가 인권침해행위를 다루기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
기되고 있기 때문이다.144) 동유럽에서는 사회주의 군대체제를 혁신하는 가운데 군 사
법제도 개혁이 논의되었다. 따라서 각국에서의 논의는 개혁의 대상으로 삼는 부분,
관심대상에서 조금씩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에
공통되는 부분들도 또한 존재한다.145) 비교법적 검토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모두 고려
해야 한다.
법 제도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상황을 이해하는데 오히려 장애로 작용할 수도 있
다. 자칫 현행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른 나라의 제도와 자기나라의 제도를
단순 비교한다면 과도한 일반화의 오류를 낳을 수도 있다. 군 사법제도에 대한 비교
법적 연구에서도 이러한 일이 종종 발생하는데, 각국의 군 사법제도를 군사법원 모형
별로 비교하는 시도에서 그러한 예를 발견할 수 있다. 다른 나라의 군 사법제도를 자
국의 시각에서 정확하게 비교 검토할 만큼은 자료도, 다른 나라의 국방・군사제도 및
군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비교법적 검토는 자칫 잘
못된 결론을 정당화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일반화․유형화를 시도하기에
144) 국가인권위원회, 앞의 책, 364면 참조.
145) 이와 관련해서는 앞의 Ⅰ. 2.에서 언급한 군사법제도에 대한 ‘쟁점목록’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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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충분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정확하게 비교․검토하는 작업이 있어야 한다.
국방문제, 군사법제도에 대한 정보부족은 한편으로는 군의 비밀주의적 속성(군이
설정하는 비밀개념은 매우 포괄적이다)에서 유래하나, 다른 한편 군대에 대한 입헌주
의적 통제에 무관심했던 시민사회와 학계의 탓도 크다. 이탈리아 군 검찰총장은 국제
공청회 자리에서 “군 사법제도의 특수성, 독자성에 매달린 자신들도 잘못이지만, 군
사법제도 개혁 문제를 오랫동안 방치한 이들도 잘못을 저지른 셈”이라고 비판했
다.146)
다만,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최근에는 ‘국제군사사법공동체(International
Military Justice Society)’를 구축하자는 제안이 있는가 하면,147) 유럽 각국의 군사법을
종합・비교하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148)
이하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서 우선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른바
‘군사법원 모형’에 대해 살펴보고, 그 모형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한다.

2. 이른바 ‘군사법원 모형’에 대한 비판
가. 이른바 군사법원 3분법 모형에 대한 비판
군 사법제도 개혁 논의에서 어려운 점은 이른바 개혁을 위한 대안모델의 모색과정
에서 반드시 필요한 외국법제에 대한 정보가 턱 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고려해야
할 정보의 부족은 비교법적 연구를 한층 어렵게 만들어 군 사법제도에 대한 과도한
일반화를 낳기 십상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른바 ‘군사법원 모형’을 통한 군 사법제
도의 비교이다. 이러한 모형시도는 최근(1998년) 이탈리아 군 사법당국에 의해 행해진
바 있다. 이탈리아 군 사법당국은 자국의 군 사법제도에 대한 시민사회와 정치계의
개혁요구에 대응하는 방편의 하나로 ‘군 사법제도의 개혁을 위한 국제 워크숍’을 개
최한바 있고 그 결과물의 하나로 각국의 군 사법제도를 유형화하였다. 여기서 시도된

146) Vindicio Bonagura발제문(http://www.giustiziamilitare.difesa.it) 중에서
147) Eugene R. Fidell, 앞의 글, 215면.
148) Georg Nolte (Ed), 앞의 책 참고. 유럽에서는 유럽통합의 진척으로 군사 분야에서의 통
합이 장기적 과제가 되고 있다.

- 163 -

유형화는 우리나라에도 소개되어 군 사법제도를 이해하는 한 방편으로 이용되고 있
다. 예를 들면, 최근 한 토론회에서 한 토론자는 아래 도표와 같은 유형화를 시도하
였다. 그것은 앞의 이탈리아 군 사법당국이 시도한 이른바 군 사법제도 3분법을 그대
로 따르고 있다.
이른바 군 사법제도 3분법은 세계 각국의 군사법제도를 3분하여 군사법원을 운영
하지 않는 국가군, 군사법원을 운영하는 국가군 및 군사법원과 민간법원을 혼합형으
로 운영하는 국가군으로 나눈다. 이러한 유형화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
6-1>과 같다.
<표 6-1> 우리나라에서 시도된 유형화의 예149)
구분
(조사대상 총 39개국)

국

군사법원을
운영하지 않는
국가(7)

가

오스트리아, 체코,
리투아니아, 포르투갈,
스웨덴, 슬로베니아, 일본

군사법원과 민간법원을 헝가리, 라트비아, 핀란드,
혼합형으로
불가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운영하는 국가(8)
노르웨이, 독일

군사법원을
운영하는
국가(24)

비

고

・일본은 1945년이후 자위대
군사법원을 운영하지 않다가,
최근에 다시 설치 준비중임
・일반법원에 특별부를 두거나,
재판관의 일부를 군인으로
구성
・독일은 군무법원(1심),
병무재판소(항소심) 운영

캐나다, 덴마크, 영국, 폴란드,
루마니아, 스페인, 스위스,
한국, 이스라엘, 터키, 미국,
이태리, 이집트, 남아공,
맥시코, 브라질, 호주, 페루,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얀마, 칠레, 파키스탄

그런데 위의 도표와 그 도표를 설명하는 관련내용을 검토해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실재에 부합하지 않거나 구분 자체가 부정확한 부분도 여럿 눈에 띈다. 예를 들면,
149) 박주범, 앞의 글,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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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는 이미 1919년에 군사법원 자체를 폐지한 나라이나 군사법원을 운영하는 국
가로 분류되어 있다. 포르투갈은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한 나라이므로, 제도의 실제운
영에서는 프랑스와 다르지 않다. 그런데 포르투갈은 군사법원을 운영하지 않는 국가
로, 반면 프랑스는 혼합형 국가로 분류되어 있다.
몇몇 분류상의 오류, 설명상의 부정확성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과연 이런 식의 유
형화 자체가 갖고 있는 유의미성과 관련되어 있다. 이 점과 관련하여 제기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의문점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국민개병제・징병제를 유지하는 국가와 모병제 국가간의 차이를 전혀 무시하고
단순히 군사법원을 운영하는가 하는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어 유형화를 할 수 있는가?
군 사법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한국은 특수하다. 분단국가에 징병제국가인 한국과
그렇지 않은 다른 나라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는 식의 반론이 자주 제기된다. 예
컨대 지광준 교수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독일・일본・프랑스 등에서는 군내 사고라도 일반 검찰・경찰이 수사를 맡는데,
이것은 그 나라들의 군 체계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군의 존재는
전쟁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군 내부의 사건・사고까지 일반 검・경찰이 수사한다
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150)
여기서 말하는 군 체계란 무엇을 지칭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적어도 징병제, 모
병제간의 차이 같은 것이 군 체계상의 차이에는 포함될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위에
서 살펴 본 이른바 ‘삼분법’ 모형은 그와 같은 ‘군 체계’ 상의 차이를 고려하고 있는
가?
2) 최근의 군 사법개혁 논의에서는 군사법원에 의한 군사재판을 전시와 평시, 국내
와 해외로 나누어 평시, 국내에 한해서는 군사법원을 폐지하자는 논의가 각국에서 제
기되고 있다. 위의 삼분법은 그러한 논의를 충분히 고려한 모델인가?

150) 지광준, ｢불신 받는 군의문사 수사 해결책 없나｣, 한겨레신문, 2002. 9. 26일자 ‘왜냐면’에
기고한 글 중에서.

- 165 -

3) 군사법원을 운용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형식적 기준만으로 각국의 군 사법
제도의 실제에 부합하는 유형화가 가능하겠는가? 예를 들어 한국과 미국은 둘 다 군
사법원을 운용하는 국가이지만 양자는 군사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 군 사법 종사자
의 독립성 면에서 그 차이가 매우 크다.
흔히 국방부는 한국의 현행 군사법원법은 미국의 군사법통일법전을 모델로 하고 있
으며 한국의 군 사법제도는 미국의 그것에 가깝다고 평가하고 있다.151) 그러나 과연
그러한 평가가 올바른지는 의문이다.
현행 군사법원법이 미국의 군사법통일법전(UCMJ: Uniform Code of Military
Justice)을 참조하면서 제정되었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미국의 군사법통
일법전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현행 군사법원법(군법회의법)을 제정 및 개정한 것은
아니었다. 현행 군사법원법은 오히려 일본의 제도와 미국의 군사법통일법전을 혼합
계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우리의 입법자가 군사법원법의 계속적인 개정을
통해 그 법 내용을 일반형사절차를 규율하고 있는 독일식 형사소송법과 동일하게 규
정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던 점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리고 현행법은 미국의 그
것과는 달리 실체법에 관한 규정은 별도의 군형법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징계절차에
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우선 첫째로, 군사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 재판에 대한 지휘관의 영향력 행사 면
에서 미국의 군 사법제도는 우리의 그것과 차이가 있다.
미 군사법상 지휘관의 영향력행사는 불법이고 범죄이지만 현실에서는 비밀리에 영
향력 행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지휘관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유는 특
정한 범죄에 대하여 더 엄하게 처벌하려고 하기 때문이다.152) 지휘관이 사건을 감추
려고 할 수도 있다. 다만 그러한 경우 외부의 조사기관(Inspector General)에서 그 정
보를 탐지하게 되면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지휘관의
신상에 위험한 일이 된다고 한다. 어쨌건 ‘재판에 대한 지휘관의 영향력 행사
(Commander Influence)’는 미 군사법통일법전에 범죄로 규정되어 있다. 즉, “군사법
151) 앞의 Ⅲ. 5.국방부의 군 사법제도 개선안의 검토 참조.
152) 특히 장교를 더 엄하게 벌하려고 하는 지휘관도 있다고 한다. 이 점은 우리의 경우와 크
게 대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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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소집관(convening authority)이나 기타 지휘관은 군판사나 변호인 기타 법원의
구성원에 판결 혹은 기타 재판절차상 역할과 관련하여 간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제37조).
지휘관이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이 증명되면 재판 전체가 취소된다. 따
라서 그러한 일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는 않는다고 한다. 미 육군 범죄수사 사령부
(CID) 수사관에 대한 지휘관의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는 규정도 있다.
지휘관의 사건절차 결정과 확인조치권은 지휘관의 재량사항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군의 특성상 사법권에 대해서도 지휘권이 일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제도적으로 인정해 준 것이지만, 반대로 부당한 개입은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그
결과 실제로 대부분의 미군 현역 군 법무관들은 군사법원의 독립성・공정성을 특별
히 의심하지 않으며 지휘관의 개입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한다.
둘째로, 군 사법 종사자의 독립성 면에서도 양자의 차이는 크다.
미국 군사법제도상 법무관들은 군판사(Military Judge), 변호인(Defense Counsel) 그
리고 군검찰(Prosecutor: Staff Judge Advocate - SJA)로 구성되는데, 무엇보다 이들 3
자가 조직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점이 한국의 경우와는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즉, 이들은 서로 다른 조직체계에 속해 있으며, 따라서 일반지휘계통과는 물론 서
로간에도 영향을 주고받을 수 없다. 같은 지역에서는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다른 업무를 담당할 수 없으며, 다른 지역으로 전출 가는 경우에야 비로소 다른 업무
를 담당할 수 있게 된다.
사건이 군사법원에 회부되면 지휘관으로부터 법무관실로 사건이 송부되고, 법무관
가운데에서 검사 역할을 담당할 장교가 결정된다.
변호인도 법무관이지만 이들은 다른 법무관들과 다른 조직을 이루어 별도로 관리
된다. 법무관의 변호는 무료이며, 민간변호사의 선임도 물론 가능하다. 하지만 일반적
으로 법무관들이 군 사건에 대해 경험도 많고, 검사인 법무관과도 잘 통하기 때문에
사선변호인의 경우보다 못할 것이 없다고 한다. 변호인은 사건 직후부터 활동을 개시
한다.
법률가들이 군 법무관에 지원하는 이유는, 일반 소송절차와 군 소송절차가 크게 다
르지 않으므로 경험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밖에 후에 법률가 경력으로 인
정되고, 공무원 선발 등에서 가산점수가 있는 경우도 있다. 사회에서 군 경력을 인정
받는 것도 장점이라고 한다. 또 법무관들 사이에 인적인 연결망도 형성될 수 있다.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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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 군 사법제도에 대한 간단한 비교를 통해서도 확인되듯이, 각 제도상의
실질적인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형식적인 유형화는 유익하지도 않을뿐더러, 위험하기
까지 하다.
따라서 오히려 민간법원에 의한 군사법원통제 혹은 관여가 가능한가, 군 지휘관의
영향력을 차단․견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가, 군사재판절차에서의 검사의 지위는
어떠한가, 군 법무부대가 지휘계통으로부터 독립해 있는가, 법무참모가 군판사, 군검
찰 등을 사실상 지휘・감독함으로써 군사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침해될 수 있는
가 그렇지 않은가 등 보다 실질적인 기준에 따라 군 사법제도의 유형을 분류하는 것
이 보다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다. 결국 각국 군 사법제도에 대한 범주적 이해에서는
군사법원을 두느냐 두지 않느냐 하는 형식적 기준이 아니라 군사법원이 제대로 기능
하는가 하는 보다 실질적 기준에 따른 파악이 중요하다.
4) 모델 자체의 유용성, 적실성을 놓고 볼 때 가장 문제가 많은 유형은 바로 혼합
형이다. 위의 구분에 따르면 헝가리, 라트비아, 핀란드, 불가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독일이 군사법원과 민간법원을 혼합형으로 운영하는 국가군에 속한다. 그
러나 과연 이러한 분류가 정확한 것인지는 매우 의문이다.
우선, 독일을 군사법원과 민간법원을 혼합적으로 운영하는 나라로 볼 수 있는가 하
는 점을 지적해야겠다. 물론 독일 헌법은 방위상의 긴급사태시, 또한 외국에 파병하
거나 군함에 승선하고 있는 군복무자에 대해서만 군사법원이 형사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독일 기본법 제96조 제2항). 그러나 그 경우에도 군사법원 설치는 의
무가 아니다. 군 형사법원이 설치되더라도 그 관할은 국방부가 아닌 법무부에 속하게
된다. 그리고 실제로 독일정부는 아직까지 한번도 군사법원을 설치하지 않았다. 군
형사법원법, 즉 기본법 제96조 제2항이 말하는 연방법률인 “군대에 관한 군 형사법원
설치 및 기본법 제96조 제2항에 기초한 방위사태에서 군 형사재판권의 행사에 대한
법률”이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아직 제정되지 않은 것이다. 기본법에 의하면 연방은
법률에 따라 1개 내지 복수의 군 형사법원을 설치할 수 있지만, 군사법원(군 형사법
원)을 설치하는 수권규범은 아직까지 제정되지 않았다. 실체법 규정인 군형법은 이미
존재하지만, 군고유의 형사법원조직, 절차에 대해 규정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 것
153) 미국 군사법제도의 정확한 소개를 위해 우리 연구팀은 국내외 문헌연구와 미 육군 법무
관 등과의 면담 등을 이용하였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 정리한 내용은 부록-6에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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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따라서 독일은 사실상 군사법원을 운용하지 않는 나라로 분류할 수 있다. 결국
독일에는 군사징계법원만 있을 뿐 한국식의 군 형사법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독일의 경우 일반적으로 알려진 군사법원은 군사징계법원이며, 형벌을 부과하는 법
원은 아니다. 군사징계법원은 중징계 대상이 되는 군인에 대한 징계를 담당하기 위해
설치된 법원을 말하고 독일의 북부지구와 남부지구에 각각 설치되어 있다. 군사징계
법원에는 각 지구 군사징계법원의 관할구역 별로 부(部, Kammer)가 설치되어 있
다.154) 군사징계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연방행정법원내의 군사부
(Wehrdienstsenate)가 심판한다.155)
또한 네덜란드, 프랑스가 과연 실질적으로 군사법원을 운용하는 나라인가 하는 점
도 의문이다. 네덜란드는 1991년부터 군사법원을 사실상 폐지한 나라이다. 다만 전시
의 경우 군사법원을 설치할 수 있는데, 그 경우도 민간법조인이 임시적으로 일종의
순회재판단을 운용하도록 하고 있다. 즉 군 법무와 관련된 병역을 마쳤거나, 장교로
복무한 자이며 평시에 판사나 검사로 근무한 예비역 장교(reserve officers)가 법원과
검찰을 구성하는 이동군사법원(Mobilie Military Court)이 전시에는 설치될 수 있다.
국왕은 동 법원이 설치되기 전에 이를 승인하는 법령을 공포해야 한다.156) 이렇게 본
다면 네덜란드는 사실상 1991년을 기점으로 군사법원을 완전히 폐지한 나라로 보아
도 무방하다. 단지 전시에 이동군사법원이 설치될 수 있다고 하여 네덜란드를 혼합형
으로 분류하는 것은 잘못이다.
프랑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프랑스는 1967년 통합 군형법을 제정한 이래 16년
동안의 논의를 거쳐 군 사법제도를 크게 개혁하였다. ‘군사범죄 및 국가안보에 관한
범죄의 기소 및 재판에 관한 법률’이 군사법원을 폐지하기 전에는 프랑스에서도 군사
법원이 있었다. 위 법률은 1982년 7월 22일이 공포된 뒤 1983년 1월1일 효력을 발휘
하였다. 이 법률에 의해 1965년 제정된 ‘형사절차 및 군 형사사법법률’은 개정되었고
상설 군사법원제도는 폐지되었다. 그에 따라 프랑스의 모든 군인은 전시 혹은 해외파
병시가 아니면 민간법원에 의해 재판을 받게 되었다. 특별법원은 설립되지 않으며,

154) 독일 전역에는 현재 22개의 부가 설치되어 있다.http://www.bund.de/Verwaltung-inDeutschland/Bund/Der-Bund-von-A-Z-4606.94335/Truppen. 앞의 박주범의 글에서는 17개
로 소개하고 있다.
155) 독일 군사징계법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부록-7를 참고하라.
156) 국가인권위원회, 앞의 책, 325면, 3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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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법원 내에 군사범죄에 대해 다룰 특별부를 설치한다. 검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이다. 군 검찰은 인정되지 않는다. 프랑스는 미국처럼 군대를 해외에 다수 파병하는
국가도 아니므로 프랑스는 독일 등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군사법원제도를 폐지한 나
라로 볼 수 있다.157)

나. 법계에 따른 구분의 문제점
2000년 10월, 군사법원 제도 개선방안 이라는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은 또 다른 방
식의 유형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각국의 군사법원은 대륙법계, 영미법계,
그리고 절충형으로 3분해 볼 수 있다고 한다. 또 다른 형태의 3분설이다.158) 이 3분설
에 대해서도 앞에서 지적한 비판들이 그대로 타당하다. 다만 그 분류 자체는 위의 분
류보다 허술하며, 분류를 정당화하는 논리적 근거가 제대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한편 한국 국방부도 이른바 법계(法系)에 따른 구분을 시도하고 있는데, 과도한 일
반화, 유형화의 오류 혹은 위험성은 국방부의 주장에서 더욱 명백해진다. 한국 국방
부에 따르면 현행 형사소송법은 대륙법계를 따르나 군사법원법은 영미법계를 따르므
로 대륙법계의 일반 형사소송법의 논리를 군사법원법에 적용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
다. 또한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군사법원을 설치하지 않으나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군
사법원을 설치한다고 하면서 후자의 예로 미국, 영국, 이스라엘, 대만을 들고 있다.159)
한국 국방부의 주장은 그러나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에서 지적한 것
처럼 우리나라 군사법원법은 영미법계를 따른 것이 아니라 일본식과 미국식을 혼합
해서 계수(繼受)한 것으로 보아야하기 때문이다.160) 또한 현행의 군사법원법의 골간은
일본식 군사재판제도라는 사실도 이미 앞의 연혁부분에서 살펴본 대로이다.
그러므로 영미법계 국가들은 군사법원을 설치한다는 식의 주장이 도대체 무슨 근
거로 제기되고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다. 유럽 군사법제도 연구의 유용성
157)
158)
159)
160)

국가인권위원회, 앞의 책, 217-219면.
송영길, 앞의 책, 1면 이하.
국방연구위원회, 앞의 글, 4면.
이수경, 앞의 글, 45면과 앞의 Ⅱ.3. 나. 군사법원법의 연혁부분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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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법제도를 유형별로 분류하는 것이 각국 군 사법제도의 이해에 도움이 되려면,
그리고 그것이 한국의 군 사법제도 개혁에 도움이 되려면 보다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기준에 따라 각 제도를 비교 검토해야 할 것이다. 앞서도 지적했듯이 “한국과 미국은
동일하게 군사법원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나라이며, 군 사법제도에 관한 한 같은 영
미법계 국가군에 속한다”는 식의 피상적인 고찰이 아니라 양국의 군 사법제도의 차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각국 제도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비교 평가해야 할 것이다.
바로 그러한 작업을 위해 이하에서는 본격적인 비교법 연구를 진행한다. 이미 앞에
서 섣부른 유형화의 위험성을 지적했으므로 각국의 군사법원을 유형별로 분류하는
시도는 하지 않겠다. 그 대신 기존의 입수 가능한 자료를 충실하게 소개하여 군사법
제도의 다양한 형성가능성, 개선가능성을 타진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분석의 대상
으로 끌어들인 나라가 유럽 8개국이다. 유럽 8개국은 유럽 군사법을 연구하는 독일
연구자 놀테 교수가 편집책임자가 되어 8개국 전문연구자들의 보고를 수합하여 제출
한 유럽의 군사법제 (European Military Law Systems)라는 책161)에 수록된 8개 국
가, 즉 벨기에, 덴마크, 독일, 프랑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폴란드, 스페인, 영국을
말한다. 이 보고서는 이들 8개국의 군사법제를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으며, 이 중에
군 사법제도, 군 형법, 군 징계절차 부분도 포함되어 있어 이 번 연구에 인용하였다.
유럽의 군사법제도를 소개하는 문헌으로 이만한 것이 없다고 판단하여, 서술에서도
동 보고서의 내용을 많이 참고하였음을 밝혀둔다.
특별히 유럽의 군사법제도를 소개하는 이유에 대해서만 부연해두기로 한다.
우선 유럽의 군 사법제도는 우리에게 충분히 소개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그 부
분을 정확하게 소개하는 것만으로도 군 사법제도 논의를 위한 정보제공이라는 점에
서 유용할 수 있다.
나아가 유럽의 군 사법제도에 대한 소개는 군 사법제도의 여러 다양한 형태, 군 사
법제도 형성방식에서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비교법적 작업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
다고 본다. 미국은 냉전체제 이후 유일군사강대국으로서 해외파병 및 해외에서의 작
전이 주된 군사적 관심사인 나라여서, 앞으로도 자기 식의 군 사법제도를 유지․발전
161) Georg Nolte(Ed.) European Military Law Systems, De Gruyter Recht, Berlin, 2003,
156-170면; Georg Nolte/Heike Krieger, Europäische Wehrrechtssysteme: Eine Vergleich der
Rechtsordnungen Belgiens, Dänemarks, Deutschlands, Frankreichs, Luxemburgs, der Niederlande,
Polens, Spaniens und des Vereinigten Königreichs, Baden-Baden: Nomos Verlagsgesellschaft,
2002, 137-1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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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 나갈 것으로 본다. 문제에 대한 부분적인 수정은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현재의
제도를 유지해나갈 것을 본다. 즉, 전시나 평시, 해외, 국내를 불문하고 독립된 군 사
법제도를 운영한다는 기본방침을 유지한다는 얘기이다. 반면 냉전체제의 종식이후 탈
군사화 경향이 강하고, 통합유럽방위체계에 대한 구상이 무르익고 있는 유럽에서는
각국의 군사(법)제도에 대한 조화(Harmonization)가 중요한 관심사이다.162) 그러한 관
심사가 군 사법제도 영역에서는 군사법원의 폐지(네델란드 등), 유럽인권규약에 부합
하는 군 사법제도의 형성으로 모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많
다. 따라서 변화와 개혁에 직면한 유럽의 제도의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
군 사법제도의 개혁에서도 특별히 주목해야 할 부분을 가려낼 있을 것으로 본다.

3. 유럽 각국의 군 사법제도
유럽 각국의 군 사법제도에 대한 검토는 군형법, 군형법의 민간인 적용가능성, 일
반형법과의 관계, 군사법원의 구성, 군사법원과 민간법원의 관계, 군사법절차와 관련
한 특별규정, 군 검찰 등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였다.

가. 군형법
연구 대상이 된 8개국 모두는 특별 형법의 형태로든 일반 형법에 부분적으로 포함
된 형태로든, 군대를 규율할 특별 형법 규정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이들 국가들 중
몇몇은 군대에 적용되는 특별 형사 절차법도 제정하고 있다.
벨기에는 특별 군 형법(Loi du 27 mai 1970 contenant le Code pénal militaire)과 군
형사 소송법(Loi du 15 juin 1899 comprenant le titre Ier du Code de procedure pénale
militaire)이 있다. 덴마크에서는 형사 실체법으로 군 형법(militœr straffelov, MSL)이 제
정되어 있는 반면, 소송법 규정들은 군사 사법 행정법(militœr retsplejelov, MRPL)에
포함되어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개개의 실체법 규정들과 소송법 규정들을 포함하고
162) 유럽연합은 공동체내의 통일적인 안보정책의 창설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공통의
유럽군대를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전망으로 제시되고 있다. 아마도 그러한 전망을 실천하
자면 유럽연합 회원국들에서 시행되고 있는 개별 국가의 군사법제에 대한 보다나은 이해
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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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두 개의 특별 군 형법전이 존재하고 있다. 평시 군 형법(Codice Penale Militare di
Pace, C.P.M.P)과 전시 군 형법(Codice Penale Militare di Guerra, C.P.M.G)이 그것이다.
이러한 특별 형법전의 적용은 특별 군사 법원이 담당한다.
룩셈부르크에서는 군 형법과 군 형사 소송법(Loi du 31 Decembre 1982, concernant
la refonte du code pénal militaire, and du 31 Decembre 1982, concernant la refonte du
code procédure militaire)이 존재하고 있다. 네덜란드에는 군 형법(Wetboek van militair
strafrecht, WMSr)과 기소와 재판에 관한 특칙들을 포함하고 있는 군 형사 소송법(Wet
militaire strafrechtspraak, WMS)이 존재하고 있다. 프랑스(Code de la justice militaire),
독일(Wehrstrafgesetz WStG)과 스페인(Código Penal Militar)에도 특별 군 형법이 존재한
다. 프랑스 군 형법과 스페인 군 형법은 실체법과 소송법 규정들을 함께 포함하고 있
으나, 독일 군 형법은 오직 실체법적 측면만을 규율하고 있을 따름이다. 폴란드에서
는 실체법적 측면과 소송법적 측면을 다루는 특별 규정들이 일반 형법(Kodeks karny)
과 일반 형사 소송법(Kodeks postêpowania karnego)에 포함되어 있다. 영국에서는 육군
법(the Army Act 1955) 제70조(section 70)가 영국과 웨일즈의 형법 전부를 편입하고
있다.

나. 군형법의 민간인에 대한 적용가능성
오직 네덜란드만 개별 군 형법 규정의 민간인에 대한 적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다른 국가들의 군법 시스템은, 특별한 사정 하에서는 군 형법을 민간인에게까지 확
대· 적용토록 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벨기에의 군 형법과 군 형사 소송법은, 개별 규정에 의해 군대에 고용된 민간인에
게도 적용될 수 있다. 이 개별 규정이 담고 있는 사항은 민간인의 군대 고용 계약 내
용 속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민간인에 대한 적용 명령은 왕명(Royal
Decree)에 의한다.
덴마크에서는 민간인이 군 형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범죄 행위에 가담한 경우로써,
군 형법의 관련 규정이 4년 이상의 구금형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민간인에 대해
서도 군법이 적용될 수 있다. 덴마크에서 4년 이상의 구금형이 선고 가능한 경우는
가장 중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들뿐이다. 이처럼 덴마크에서는 민간인들이 가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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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가 군 형법을 위반한 경우라 해도 보통 민간인들은 군 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다.
프랑스에서 군 형법은 군대에 고용된 민간인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 또한 프랑스
군 형법은 군대의 선박이나 항공기에 승선(탑승)하고 있는 이들이나 전쟁 포로들에게
도 적용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군 형법은 군에 대한 범죄를 범하거나 그와 같은 범
죄 행위에 가담한 피의자들을 재판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독일에서는 군 형법(Wehrstrafgesetz, 1957)이 독일 군에서 현역 복무 중인 군인들
과 군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부 관리들에게만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민간인들
이 군사 범죄에 가담한 경우에는. 민간인들도 재판에서 군 형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탈리아의 평시 군형법은, 군 복무 중이거나, 군에 징집된 모든 군인들뿐만 아니
라, 특별한 범주의 퇴역 군인들이나 군대에 고용된 민간인들에게도 적용된다. 또한
평시 군형법은 민간인이 특정 범죄를 범하거나, 군인이 저지른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
에는 민간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전시 군 형법의 적용을 받는 이들은 평시 군 형
법의 경우와 같다. 그러나 전시 군 형법의 인적, 영토적, 시적 적용 범위는 확대될 수
있다.
네덜란드의 군 형법에는 현역 복무 중인 군인들에게 적용된다는 일반규정이 있다.
네덜란드 군 형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군인들에는, 특정 조건 하에서의 직업 군인,
예비군(reservist), 징집병(conscripts) 등이 포함된다. 네덜란드 군 형법(WMSr) 제65조
는 군 형법을 전쟁 포로의 범죄에까지 확대하여 적용한다. 군 형법 제60조 a는 왕명
으로 특별히 지정한 군 형법의 특정 규정들은 네덜란드 군인들에게처럼 외국 군인들
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아직까지 발효된 바 없다.
폴란드 형법 제317(2)는 특정 규정들의 경우에는 군에 고용된 민간인들에게도 적용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군에 고용된 민간인들에게도 적용되는 범죄로는
복무 규칙 위반 범죄와 군 재산 침해 범죄를 들 수 있다. 군 형법의 다른 규정들도,
확대 적용에 대한 명문 규정이 있다면, 경찰관이나 소방관, 국경 수비대 등 여타 직
군에까지 적용될 수 있다.
스페인에서는 군 형법(Código Penal Militar) 규정에 따라, 민간인들이 다음과 같은
범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민간인들에게도 군 형법이 적용될 수 있다. 군기지 침해 행
위(스페인 형법 제61조), 초병에 대한 범죄(제85조), 허가 없는 복무지 또는 주거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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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 행위의 교사, 정당화, 또는 은폐 행위(제129조), 군사 사법 행정에 대한 죄(제180,
182-188조), 절취 군 재산의 양수나 소유(제197조) 등이 그것이다.
영국에서는 영국 국경 밖의 민간인들이 육군법(1955) 부속 별표 제5항에 해당되면,
군 형법의 적용을 받고 군 형사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된다. 이 경우 민간인들은 영국
국외에서 정규군 부대를 지휘하는 장교의 지휘 하에 있어야한다. 육군법 부속 별표
제5항은 영국정부에 고용된 이들이나, 군대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그리고 군 관련
작전 수행 중인 특정 조직에 속한 사람들, 등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고용 형태뿐만
아니라, 고용, 직업, 또는 사업상의 이유로 군대와 함께 있을 권한 있는 이들을 열거
하고 있다. 육군법 부속 별표 제5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이들에는 언론인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속 별표 제5항은 군인과 동거 중이거나, 장래 동거하려거나, 또
는 동거 후 헤어진, 군인의 특정 가족 성원도 포함하고 있다.

다. 일반형법과의 관계
영국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국가들에서, 일반 형법과 군 형법은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로 생각된다. 영국에서는 일반 형법이 육군법(1955년)에 편입되어 있다.

라. 군 형사법원
1) 개관
8개국 모두에서 군사 법원의 사법 절차는 민간 법원의 사법 절차만큼 엄격하게 법
률로 규율되어 있다. 또한 모든 국가들에서, 프랑스의 예심판사(juge d'instruction)나
대륙법계 국가들의 검사의 활동에 비견될 만한 예비 수사 형태가 존재하고 있다. 영
국에서는 피고 군인의 지휘관이, 수사를 지휘하고, 증거를 채택하고, 피고를 군사 법
정에 세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다른 나라에서는, 국민을 대표하여 시민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에 상응하는 지위를 갖는, 군 검찰관이 예비 수사권을 행사한다. 재판
심리 과정에서는 모든 국가에서 피고인의 무죄가 추정된다. 피고인은 자신의 변호 준
비를 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재판 전 체포절차에서 부당하게 처우 받지 않도록 피고
인을 보호할 안전장치들이 규정되어 있다. 유럽인권규약의 제5조와 제6조가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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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바와 같이, 피고 군인의 체포는 판사나 혹은 법에 의해 사법 권한이 부여된 관
리만이 명할 수 있다. 군사 법원은 일반적으로 3인에서 8인까지의 판사들로 구성된다.
군사 법원 판사들은 대개 군 장교들이지만, 종종 장교 아닌 군인들이나 민간 판사들
이 포함되기도 한다. 군사 법원은 적어도 한 명의 전문법조인(lawyer)을 두어야하는
데, 그는 법적 자격을 갖춘 복무 중인 장교거나, 민간인일 수도 있다. 검토한 모든 국
가들의 군사 법원 재판에서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거나 조력을 요청
할 수 있다. 모든 국가들에서 피고인은 자격 있는 민간인 변호사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군사 법원의 결정에 대해 상급 군사 법원에 상소할 수 있는 권리도 모든 국가
들에서 보장되어 있다. 검토한 모든 국가들이 민간 법원에 즉각적으로 상소하거나,
최종적으로 상소할 권리 중 하나를 보장하고 있다. 대륙법계 국가의 법원 체제에서는
이 같은 상소권은 상고심법원(a court of review)에 의해 보장될 것이고, 영국에서는
항소 법원 형사부 판사들로 구성된 군 항소 법원(a court-martial appeal court)에 의
해 보장될 것이다. 또한 모든 국가들이 이중 처벌의 위험(동일한 하나의 행위에 대해
민간 관할과 군 형사 관할에 의해 두 번 처벌받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규정들을 보유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민간 관할이 행사될 수 있는 때에는, 민간 관할이 군 형사 관
할에 우선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평시에는 군인들에 대해서도 배타적 민
간 관할권을 인정하는 몇몇 국가들까지도, 전시 또는 긴급 시에는 군사 법원의 관할
권을 인정하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다.
2) 개별 국가들의 현황
덴마크, 독일 그리고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네덜란드 등 3개국만이 현재 특별 군사
법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덴마크에서는 군사 법원은 이미 1919년 폐지되었다. 독
일에서는 독일 기본법 제96조 제2항이 특별 군사법원이 연방 의회에 의해 설립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한번도 연방 의회가 이 권한을 행사한 적은 없었
다. 독일 기본법상의 특별 군사 법원은 오직 전시와 해외에 주둔중이거나 전함에 승
선중인 군인들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가진다. 따라서 평시에 독일 영토 내에서 군인이
범한 범죄들에 대해서까지 관할권을 행사하는 특별 군 형사 법원의 설립은 군인법
제56조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 덴마크와 독일처럼, 네덜란드에서도 일반 형사 법원이
군 형법 위반 사건의 관할권을 가진다. 그런데 일반 법원의 군 형법 전담부 판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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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은 군 소속으로 되어 있다.
벨기에, 프랑스, 룩셈부르크, 폴란드, 스페인, 영국 등에는 특별 군사 법원이 존재한
다. 이들 국가의 특별 군사 법원들은 상설 법원과 임시 법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프
랑스와 폴란드에서는 군사 법원이 상설 법원인데 반해, 영국의 군사 법원은 임시 법
원이다. 벨기에와 룩셈부르크는 상설 법원과 임시 법원 두 유형 모두를 규정하고 있
다.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영국의 특별 군사 법원들은 군 형법과 일반 형법
을 모두 적용할 수 있는데 반해, 프랑스와 스페인의 특별 군사 법원에서는 군 형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는 범죄들만을 판단할 수 있을 뿐이다.
벨기에에는 두 가지 유형의 특별 군사 법원이 있다. 제1심은 군사회의(Conseil de
Guerre)가 그리고 그에 대한 불복은 항소심법원인 군사 법원(Cour Militaire)이 재판
한다. 제1심은 군사회의는 상설법원이지만 비상설 법원으로 보통 군사 회의(en
campagne)가 설치될 수 있다. 현재에는 오직 하나의 상설 군사회의와 항소심 법원만
이 브뤼셀에 각각 설치되어 있을 뿐이다. 이들 군사 법원은 군 형법이 규율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심지어는 그 행위가 군법이 아닌 다른 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재판권을
갖는다. 그러나 군인이 벨기에 국내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군인에
대해서도 민간 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조세법 위반 등 회계 부정, 수렵 및
어로행위와 관련한 범죄, 도로교통범죄(군대의 명령에 의하지 않은 경우만), 그리고,
민간인과 함께 저지른 범죄의 경우 등이 그것이다.
프랑스에는 단 하나의 특별 군사 법원(Tribunal aux armées de paris)만이 파리에
있다. 프랑스 특별 군사 법원은 군인들이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만 관할권이
있다. 다른 여타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37개의 특별부(specialized chambers)가 군 형
법에 규정된 범죄들을 저지른 군인들을 평시에 재판할 목적으로 민간 법원 내에 설
치되어 있다. 전시에는 특별 군사 법원이 임시로 소집될 수 있다. 과거 알제리 전쟁
에서 발생한 범죄들을 재판하기 위해, 두개의 임시 군사 법원이 설립된 바 있다.
이탈리아에서 군 형사 법원은 평시와 전시 모두 존재한다. 평시에는 민간 법원인
대법원(파기법원, Corte

di Cassazione)이 최종심이다. 군 항소 법원은 로마에 있으

며, 두 곳의 지원이 베로나와 나폴리에 있다. 1심 법원들은 지방 군사 법원(Territorial
Military Courts)이라고 불리며, 두 명의 판사와, 피고와 동일한 계급의 군인들 중에서
추첨으로 뽑힌 한 명의 군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시에는 상설 법원과 임시 법원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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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존재한다. 전시에는 몇 몇 다양한 일반 군 재판소와 특별 군 재판소가 있다(예컨
대, Tribunali Militari di Guerra d'Armata, Tribunali Militari di Corpo d'Armata,
Tribunali Militari di Piazza Forte, Tribunali Militari Territoriali di Guerra 등). 이
같은 군 재판소들은 최고 사령관이나 부대 지휘관에 의해 소집된다. 대법원(Corte di
Cassazione)의 판결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한편, 이탈리아 학계에서는 전시 군
사 법원의 존재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의 위헌 여부가 다퉈지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
에, 다국적 군사 작전이었던 ‘Enduring Freedom’ 작전에서 발생한 범죄들에 대해 평
시의 군사 법원들이 관할권을 행사해왔다.
룩셈부르크에서는 군 형사 소송법이 두 가지 유형의 군 형사 법원을 규정하고 있
는데, 1심법원인 군사회의(Conseil de Guerre)와 비상설 법원인 보통군사회의(Conseil
de Guerre en Campagne)가 그것이다. 이외 항소 법원으로 군 항소법원(Cour
d'Appel Militaire)이 있고, 제네바협약 위반 행위 등과 같은 특정 범죄들만을 재판하
는 고등군사법원(Haute Cour Militaire)이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일반 법원이 군 형법상의 범죄와 일반 형법상 범죄 모두에 대해
관할권을 갖는다. 이러한 네덜란드 법제는 1991년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군인에 대
한 범죄 사건을 재판할 때에는 군에서 재판관을 참여시킨다. 다만 이처럼 재판관 구
성이 특별하고, 군 형법을 적용한다는 점 때문에, 이 같은 유형의 법원을 “군사 법원”
이라고 부른다. 모든 군 형사 사건은 1심이건 2심이건 아른헴(Arnhem)에 있는 법원
들에서 재판한다. 1심은 두 군데의 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진다. 1심 법원인 아른헨
칸톤법원(Arnhem kantongerecht)은 군인에 대한 범죄들 중 주로 경미한 범죄들을 다
루는 반면, 그 외의 사건들은 아른헴 지방 법원 (arrondissementsrechtbank)에서 재판
이 이루어진다. 1심 법원의 단독판사의 결정에 대한 불복 신청은 아른헴 지방 법원
군사부에 한다. 아른헴 지방 법원 합의부 판결에 대한 불복 신청은 아른헴 고등법원
(Arnhem Gerechtshof)의 군사부에 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는 대법원(Hoge Raad, 군
대에서 재판관을 파견할 수 없다)이 모든 군 형사 사건에 대한 재심 관할권을 갖는
다.
아른헴 군사 법원의 영토적 관할권에 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합의부 및 단독판사 모두 네덜란드 국경 밖에서도 개정할 수 있다. 예컨대 독
일에 주둔중인 네덜란드 군 부대의 경우가 그러하다. 긴급 상황이 선포된 지역에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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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단순히 재판을 위해, 이동 법원들이 소집될 수도 있다.
폴란드는 군 형사 법원이 상설 법원으로 설치되어 있다. 폴란드 헌법 제175조 제1
항 및 제2항은 사법부는 헌법재판소, 일반 법원, 행정 법원과 군사 법원으로 구성된
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로지 전시에만 예외법원들이 설치되거나 약식재판절
차(summary proceedings)가 도입될 수 있다. 현행 폴란드의 군사 법원 체제는 군사
법원 체제에 관한 법률(1997년 8월 21일)에 의해 기초되었다. 이 법 제1조 제1항 및
제2항은 군사 법원은 군인뿐만 아니라, 다른 법에서 명문으로 민간인에 대한 관할권
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민간인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폴란드 대법원 군사부는 집행 유예(reprieve) 신청에 대해 심사하고, 군사
법원 사이의 관할권 관련 다툼을 해소한다. 대법원 군사부는 법리상 상충하는 해석을
낳을 우려가 있는 법문을 명확하게 해석할 권한도 갖는다. 현역 복무 중인 장교만이
1심 법원에서건 항소 법원에서건 군 판사로 복무할 수 있다. 하급심 판결에 대한 불
복은 대법원 군사부에 한다.
스페인의 군사 법원 체제는 법원의 관할권을 규율하고 있는 몇 몇 법에서 규정하
고 있다. 상고심은 항상 대법원 군사부(Sala di lo Militaire del Tribunal Supreme)이
다. 스페인 대법원 군법 회의는 중장(lieutenant general) 계급 이상의 군인에 대한 군
형사사건에서 제1심이 된다. 또한 스페인 대법원 군사부는 다른 군사 법원들에 대한
항소 법원이기도 하다. 1985년 6월 제정된 법에 따르면 대법원 군법 회의는 의장과 7
인의 판사들로 구성된다. 군법 회의 구성원 8인 중 4인은 민간인 법률가들이고, 나머
지 4인의 판사들은 군법무국(軍法務局) 소속 군인이다. 대법원 군법 회의는 군법상의
모든 형사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갖는다. 마드리드에 있는 중앙 군사 법원(Tribunal
Militar Central)은 소령(major)급 이상의 군인들과 최고 무공훈장을 받은 군인들과 관
련된 사건을 맡는 제1심 법원이다. 또한 중앙 군사 법원은 제1심 군사 법원인 지방
군사 법원(Tribunal Militar Territorial)의 항소 법원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지방 군
사 법원(Tribunal Militar Territorial)이 있다. 지방 군사 법원은 1심 법원으로서, 위에
서 언급한 군인들을 제외한 군인들을 재판한다. 스페인 내 5곳의 군사 관할 지역 내
에 5개의 1심 법원이 존재한다. 이 다섯 곳의 군사 관할 내에는 18개의 예심법원
(Juzgados Togados Militares Territorial)이 있다. 중앙 군사 법원에도 수사 활동을 담
당하는 2개의 예심법원이 있다. 이들 중앙 군사 법원의 예심법원들은 스페인 전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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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한다(Juzgados Togados Militares Centrales).
영국에는 일반 군사 법원과 지방 군사 법원이 있다. 사건의 중대성과 피고인의 계
급에 따라, 검찰은 일반 군사 법원에 기소할지 지방 군사 법원에 기소할지를 선택한
다. 지방 군사법원은 단지 최장 2년의 구금형만을 선고할 수 있으며, 장교를 재판할
수는 없다. 지방 군사 법원은 의장(군 장교)과 2인의 군 장교들(이들 중 1인은 영장
장교(warrant officer)이다), 그리고 배석 판사(judge advocate)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
군사 법원에는 두 명의 장교들이 추가되므로 4인의 장교들(4인의 장교 중 2인이 영장
장교여야 한다)이 일반 군사 법원의 재판석에 배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군사 법
원의 인적 구성은, 민간인인 경우 1인의 판사와 무작위로 선택된 12인의 배심원단에
의해 재판을 받게 되는 순회형사법원(England Crown Court)의 인적 구성과는 매우
상이한 것이다. 민간인과 달리, 절도 혐의 있는 군인은 의장, 배석판사, 2인의 군 장
교로 구성된 지방 군사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의 인적 구성
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범죄 행위에 대한 선고 권한은 민간 법원이나 군사 법원이나
동일하다. 대체로 군사 법원의 권한은 순회형사법원(Crown Court)의 권한과 일치한
다고 말할 수 있다.
군인은 군사 법원의 결정에 대해 군 항소 법원에 항소할 수 있는데, 군 항소 법원
은 완전한

민간 법원이다. 또한 민간인과 동일한 항소 이유에 근거하여, 상원(the

House of Lords)에 상소할 수도 있다.

마. 군사법원과 민간법원의 관계
특별 군사 법원이 존재하는 국가들에는 민간 법원과 군사 법원의 관계를 규율하는
상세한 조문들이 있다.
벨기에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민간 법원의 관할권이 군사 법원의 관할권에
우선한다. 군사 관할권이 미치는 사람과 민간 관할권이 미치는 사람에 대한 범죄가
서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민간 형사 법원은 군인까지 포함해서 모든
피고인들을 재판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라도 군인인 피고인에 대해서는 군
형법에 따라 형을 선고한다.
프랑스에서는 파리에 있는 군사 법원이 오직 평시 해외에서 범한 범죄에 대해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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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권을 갖는다. 따라서 민간 법원은 프랑스 영토 내에서 군인들에 의해 범해진 모
든 범죄에 대해 관할권이 있다. 군사 범죄나 군 복무 중 저지른 범죄들은 민간 법원
내의 특별부에서 다뤄진다.
이탈리아에서는 일반 형법상 범죄가 군 형법상 범죄보다 더 중한 경우에만 민간
법원의 관할권이 우선한다. 관할권 분쟁은 대법원(Corte di Cassazione)에서 다룬다.
룩셈부르크에서는 통상 군 형사 관할이 미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들이 군 형법
에서 규율하지 않은 범죄로 기소된 경우에는 민간 형사 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한다.
만약 군사 관할이 미치는 사람이 군 형법 위반과 일반 형법 위반으로 동시에 소추되
면, 일단은 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게 될 법원에 먼저 제소해야 한다. 그런 연후 보다
경한 형을 선고하게 될 법원에 제소해야 한다. 두 범죄에 대해 똑같은 제재가 부과될
수 있거나, 범죄 중 하나가 탈영(desertion)인 경우에는, 피고는 먼저 군사법원에서 재
판을 받는다. 군 형사 관할이 미치지 않는 사람과 공범을 한 경우에는 모든 피고인은
민간 형사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스페인에서는 (법원)조직법(1987년 4월) 제12조-18조가 군사 관할권의 범위를 제한
하고 있다. 즉, 평시에 군사 법원은 다음과 같은 범죄나 범법 행위에 대해서 관할권
을 갖는다. 1. 군형법에서 규정한 범죄들 2. 계엄 상태 동안 발생한 범죄들 3. 군인이
해외에 주둔한 경우라면 스페인이 일당사자인 국제 조약이나 협약에서 규정한 범죄
들 4. 3번에서 언급한 군인이 해외에 주둔한 경우에 어떤 국제 조약도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군인은 스페인 법에 따라 처우된다. 군인이 스페인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
귀국한 때에는 민간 관할이 군 형사 관할에 우선한다. 대법원에 관할권 다툼을 해결
하기 위한 특별부가 있다(Sala de Conflictos de Jurisdicción).
영국에서는 영국 영토 내에서 범한 범죄는 그 범죄가 반역죄(treason), 모살죄
(murder), 고살죄(manslaughter), 강간, 집단 학살, 국제형사재판소법(2001) 제51조와
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들, 생물학적 무기에 관한 법률(1974)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인 경우에는 반드시 민간 법원에서 재판하여야 한다. 그 외에는 중복(concurrent)
관할권이 인정된다. 보통 범죄가 민간인과 관련되거나 민간인의 재산과 관련된 경우
에는 민간 법원의 관할권이 우선하다. 해외에 주둔 중인 군인은 육군법(1955)에 편입
되어 있는 군법과 영국 일반 형법 및 웨일즈의 일반 형법 규정에 복종해야한다. 만약
군인이 주둔국 뿐만 아니라 영국과 웨일즈 법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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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법원이 동시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둔군 지위 협정에 따라 관할
이 우월 여부나 배타적 관할인지 여부가 결정된다. 이중 처벌 위험 금지와 관련해서
는 군인은 군형법에 따라, 민간법원에서 이미 다룬바 있는 동일한 범죄로 다시 재판
받지 않는다. 일사부재리(ne bis in idem) 원칙은 그 역으로도 작용한다. 군사 법원의
재판과 군 지휘관에 의한 간이 재판은 민간 법원에서의 재판과 똑같은 위상을 갖기
때문이다.

바. 법적 절차 및 제재(制裁) 관련 특별 규정들
덴마크의 군 형법은 일반 형법과 구별되는 특징적인 규정들을 보유하고 있다. 예컨
대, 법원은 형사 제재의 일환으로 군인에 대해 징계(reprimand)를 부과할 수 있다. 이
러한 제재 방법은 일반 형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 다른 차이점으로는 군 형
사 재판에서는 심리의 비공개 가능성이 보다 폭 넓게 인정된다는 점, 모든 범죄에 대
해 군 검찰관이 기소를 한다는 점(반면 일반 형법 위반 행위 중에는 범죄 피해자가
기소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존재한다), 군인(military personnel)도 피고인측 변호
사로 선임될 수 있다는 점, 민간의 형사사건에서의 경찰의 권한과 비교해 볼 때, 군
수사당국의 권한이 더 크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군 형사 절차와 민간 형사 절차 사이에 세 가지 주요한 차이점들이
존재한다. 즉, 현역 복무중인 군인은, 법원 출두와 관련하여 법원의 통제를 받지 않는
다. 재판 당일 군인의 법정 출두를 보장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통제권을 군대가 해당
군인에 대해 행사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재판 심리는 비공개로
이루어질 수 있고, 배심재판소(Cour d'assises)163)에서의 배심재판 요건도 국방 관련
기밀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군 형사절차에서는 몇
몇 특별한 제재 방법들이 이용될 수 있다. 예컨대, 전역조치(discharge)와 직위 해제
등이 그것이다.
독일의 경우에는 특별 군 형사 법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군 형법이 적용되는 경
우에도 일반 형사소송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제재방법과 관련된 몇몇 특별한 규정들
163) 경범죄에 대해서는 항소심재판을 그리고 살인죄 등 중범죄에 대해서는 제1심 재판을 담
당하는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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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군형법 제9조에 따르면, 체포형(penal arrest)은 징집된 군인에게만 부과할
수 있는 제재 방법이다. 체포 기간 동안, 체포된 군인은 복무를 계속할 뿐만 아니라,
교육도 계속 받을 수 있다.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군 형법 제재와 관련된 몇 몇 규정들에 대해 위헌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이탈리아 군 형사 소송법은 군사법원의 영토적 관할, 군 사법 경찰
의 역할, 군 검찰 등에 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군 형법의 제재 체계는 일
반 형법의 제재 체계와 크게 다르다. 예컨대, 영창 수감(military confinement), 강등
(demotion), 제대(dismissal), 군무 정지(suspension from duty), 계급 강등(reduction
in rank), 유죄 판결 공시 등의 특별한 군사적 제재 방법들이 다수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일반 형사소송법의 특별법으로 군 형사소송법이 존재한다. 형사소
송법이 일반법으로서, 오직 네덜란드에서만 적용된다면, 군 형사소송법은 네덜란드
왕국의 다른 영토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이것은 왕국의 여러 지역으로 군인들이 배
치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병(Koninklijke Marechaussee)은 군인이 저지른 범죄의 수
사를 담당한다. 군부대가 해외 파병 중이고, 달리 수사권을 가진 기관이 없다면, 군
부대의 지휘관들이 수사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검사가 사건을 기소하기로 결정한 때
에는, 일단 예비적 조사가 진행된다. 이 조사는 군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군 형사부
(military

chamber)의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심판관(rechter-commissaris;

examining magistrate)이 담당한다. 군인인 이 심판관은 따라서 판사와 같은 정도의
권한을 행사하지는 못한다. 그는 사법부의 일원이 아니므로 일시적인 자유박탈조치를
명할 수 없다. 피고인은 변호사는 물론 장교 중에서도 변호인을 고를 수 있다. 그러
나 상고심인 대법원(Hoge Raad)에서는 변호사만이 변호인이 될 수 있다. 군 형사소
송법은 유일한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유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일
반 원칙에 대해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상관 명령에 대한 위반, 사실상의 불복종,
또는 하극상(mutiny) 등과 관련해서는 상관의 증언만으로도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
초병에 대해서는 특별한 정당화 사유가 존재한다. 군 형사소송법 제31조 제2항은 범
죄 혐의 있는 당직 초병에 대해서는 행위 위법성의 입증 책임을 전환하고 있다. 초병
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이 설득력 있게 입증되지 않는 한, 초병의 행위는 적법한 것
으로 추정된다. 그 외 다른 경우에는 일반 형사 소송법이 적용된다.
영국에서, 민간인에 대한 형사 소송 절차와 군 형사 소송 절차는 법원의 구성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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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또한 군 형사 소송에는 배심 재판이 없으며, 항소권과
관련된 특별 규정들이 있으며, 불명예제대와 같은 특수한 제재가 부과될 수도 있다.

사. 군 검찰
벨기에, 덴마크, 이탈리아, 폴란드, 스페인, 영국에는 특별 군 검사가 존재하는 반면,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에서는 일반 검사가 군인 관련 사건들을 처리한다. 프랑스 등
의 국가에서 일반 검사가 군 관련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이들 국가들에서는 특별 군
형사 관할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군 관할권과 민간 관할권의 관계에 대해 살
펴보면, 벨기에에서는 검찰관이 군의 위계체계에 통합되어 있지 않는 반면에, 덴마크
와 영국에서는 군 검찰당국이 군에 소속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영국 군 검찰당국의 구성원은 군 법무관들이나(소속으로 보면 군인이나), 이들은 군의
명령 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다. 폴란드나 스페인에서 군 검찰관은 중간자적 위치에
있다. 이들 나라의 군 검찰관들은 검사로서, 그 지위 상 법무부에 속하지만, 그러나
특별한 규정들을 통해 국방부가 이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길이 열려있다.
벨기에에서 군 검찰은 군사 회의(war council)나 군사 법원 중 하나에 부속되어 있
다. 군사 회의 급에서 활동하는 군 검찰은 군 검찰관(auditorat militaire)라고 불리고,
군사 법원 급에서 활동하는 군 검찰은 고등 검찰관(auditorat général)이라고 불린다.
군 검찰은 검찰 조직 내 최고 기관이라 할 수 있는 대검찰청(Ministerre Public)에 속
한 독립기관이다. 군 검찰관과 고등 검찰관 양자 모두 고등 검찰관의 수장인 고등검
찰청장(auditeur général)의 지휘를 받는다. 따라서 벨기에에서 군 검찰관들은 군대
내 명령 체계에 속하지 않는다. 군 검찰관들은 국왕이 임명하고 통상의 법관 선정 절
차에 따라 선정된다. 군 검찰은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할권
이 없지만, 징계 권한 있는 해당 기관으로 경미한 범죄를 이송할 수는 있다. 그러나
가까운 장래에 벨기에에서는 이와 같은 군 소송 체계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질 것으
로 생각된다.
덴마크에서는 특별 군 검찰청은 민간 검찰과 똑같은 기능을 수행하며, 다만 군 사
건만을 담당할 뿐이다. 특별 군 검찰청은 국방부 장관 휘하에 있다. 기능상의 유사성
에도 불구하고, 특별 군 검찰과 민간 검찰은 군 검찰관의 경우에는 상급지휘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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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tergangschefen)와의 협의를 거친 후에만 사건을 기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다. 만약 상급지휘관회의가 군 검찰관의 기소 의견에 찬성하지 않으면, 사
건은 상급 기관으로 이송되게 된다. 기소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국방부 장관이 한
다.
이탈리아에서는 대법원(Corte di Cassazione)에 대응하여, 독립 기관으로서, 군 검
찰청장(procuratore generale militare de la Republica)이 존재한다. 제1심 군사 법원
과 군 항소법원의 경우에도 이들 법원에 대응하는 군 검찰관이 있으며, 이들 군 검찰
관들은 군 검찰청장의 지휘를 받는다. 군 검찰관들은 민간 법원의 검사들만큼 독립된
지위를 누린다.
룩셈부르크에서 군 검찰관은 군사 회의(Conseil de guerre)에 부속되어 있고, 벨기
에의 군 검찰관들과 동일하게 군 검찰관(auditeur militaire)이라고 불린다. 군 검찰관
들은 치안판사들 중에서 선정되고, 대공이 임명한다. 이들은 룩셈부르크 내의 검찰
최고 기관인 검찰 총장(procueur général d'Etat)의 지휘를 받는다. 1심에서 군 검찰관
은 예심판사(juge d'instruction)의 임무를 수행한다. 나아가 군 검찰관은 최고 군사 법
원에서 판결하게 될 사건을 수사할 책임도 있다. 검찰총장(procueur général d'Etat)은
최고 군사 법원에 상소할 권한이 있다. 군 검찰은 군내 명령체계에 속하지 않으며,
검찰 조직의 일부이다.
네덜란드에서 군 관련 사건을 맡는 검사는 아른헴의 지방검찰청의 검찰관(officier
van justitie)이다. 그는 민간인이고, 군 범죄 사건을 아른헴의 법원들이 집중 처리하게
할 목적으로 군 관련 사건의 처리를 담당하는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폴란드에서 군 검찰은 군대 조직에 편입되지 않고, 일반 검찰 조직에 속한다. 폴란
드의 군 검찰조직을 규율하고 있는 법은 1985년 6월 20일 제정된 검찰청법이다. 폴란
드에서는 검찰권에 관한 최고 책임자는 법무부 장관이며, 따라서, 모든 검사들은, 일
반 검사이건, 군 검찰관이건, 법무부 장관의 소속으로 되어 있다. 최고위직 군 검찰관
이 검찰청 내의 군사부를 통제하는 데, 검찰청 내에서의 그의 지위는 대검찰청 차장
이다. 특이할 만한 것은 이 최고위직 군 검찰관의 소속이 국방부이기도 하다는 점이
다. 그는 그 업무와 관련하여 검찰총장과 국방부에 동시에 보고해야 한다. 국방부장
관은 검찰총장의 협력 하에 공동으로 범죄의 예방 및 군기 및 군 질서의 유지를 위
한 군 검찰당국의 임무에 대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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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에서, 군 검찰은 중간자적 위치에 있다. 이들은 폴란드에서 유사하게 검찰
총장 소속이지만, 자기 부서(군 법무 부대)의 일원으로서 군인의 신분과 계급을 보유
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임명 및 해임권은 국방부 장관이 갖고 있다. 그들은 검찰총
장 지휘 아래 있지만, 국방부에 배속되어 있고, 군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한다. 따라
서 사실상의 복종의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들은 국방부 소속이라고 보아야 한다. 군
인으로서, 이들은 군 복무 규정에 복종해야한다. 즉 이들은 군 검찰로서 자신들의 권
한을 행사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국방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영국에서는 법률가의 자격이 있는 군 검찰국(the Army Prosecuting Authority) 장
교들이 통상 기소 업무를 담당한다. 비록 군 검찰관들이 영국 군 검찰 조직을 구성하
고 있기는 해도, 군 검찰은 군 내부의 명령 체계로부터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군 내
위계질서나 국방부로부터 군 검찰은 독립성을 보장받게 된다.

4. 소결
군 사법제도와 관련된 비교법적 논의는, 각국의 제도를 유형화하고 이를 형식적으
로 단순 비교한 뒤, 각국의 실상을 자기식의 관점에서 왜곡 인용한다는 잘못에만 빠
지지 않는다면 우리 군사법원법, 즉 군 사법제도를 보다 넓은 시야에서 바라볼 수 있
도록 해주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군 사법제도를 바라보는 기본적 관점들과 범세계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군 사법제도 개혁을 둘러싼 논의들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본문에서는 일반론적 관점의 연장선상에서 이른바 ‘군사법원 모형’에 대한 비판을
시도해보았다. 몇 개 안 되는 개별변수들의 비교만이 아니라, 각국의 전체 법체계에
서의 군 사법제도의 위상, 각국 군 사법제도의 개별 구체적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군사법원 모형을 제대로 만들 수 있을 것이며, 그것
을 우리 제도의 개선논의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비교법적 검토에서 얻어질 수 있는 관점을 바탕으로 우리는 다음 장
에서 헌법 이론과 현실성이라는 두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현행 군사법원제도의 구체
적인 개선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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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군 사법제도의 개선방안
1. 법이론적 검토 - 군사법원제도의 헌법규범영역
군 사법제도 개혁은 군사관련법제(military law system)를 전체 법질서 속으로 편입
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군 사법도 사법(司法)의 한 분과이므로 ‘사법의 통일성 원리’를
훼손하지 않도록 국법질서 내에서의 조율(coordination, harmonization)이 필요하다.
군 사법제도를 설계할 때에는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하지만, 군 사법을 통일적인
사법체계로부터 배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군 사법이 통일적인 사법체계에 편입되
어 있는가 하는 것은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기준에 의거해서 판단해야
한다. 재판형식, 대법원에의 상소인정과 같은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법
원과 법관의 독립이 보장되어 있는가,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장치들이 있는가,
수사, 기소, 재판이 지휘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있는가 하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탈리아 군 사법당국이 개최한 군 사법제도에 관한 국제청문회에서 이탈리아 군
검찰총장은 다음과 같이 통렬한 자기반성을 하고 있다.
“오랫동안 우리는 군 사법제도의 독자성을 숭상해왔다. 그 결과 내부적으로 갈등
과 과도한 반발이 있었으며, 외부로부터도 강력한 비판을 받았다. 이것이 우리들
의 실수였다. 우리는 군 사법제도의 독자성, 특수성만을 쫓았을 뿐, 군 사법제도
를 하나의 통일된 사법 내에서의 특수한 분과로 보는 (다른 나라의) 일반적 경향
은 따르지 않았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자기 혼자 고립되다 보니 정
상적이고 단계적인 발전은 불가능했고, 어느 날 갑자기 긴급한 개혁을 강요당하
는 참담한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다.”164)
헌법은 제110조 제1항에서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
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제도적 내용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3항
에서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고 법률에 위임하
164) Vindicio Bonagura의 발제문(http://www.giustiziamilitare.difesa.it)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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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사법원법’이 존재한다. 위에서 전개한 연구결과를 고려하여 군
사법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과연 군사법원제도의 헌법규범이 어디까
지를 입법재량에 맡기고 있는지, 그리고 현행 군 사법제도의 좌표가 어떤지를 다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가. 군사법원의 헌법적 지위
군사법원법에 따른 현재의 군 사법제도를 헌법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경우 헌법해
석의 핵심은 헌법 제110조 제1항의 특별법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이때 유의할 점은 이 조항을 독립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다른 헌법조항과 조화
를 이룰 수 있도록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군사법원법의 연혁에서 보았듯이(Ⅱ.3.나.) 군사법원의 전신인 군법회의의 위헌시비
를 잠재우기 위해 헌법상 특별법원 조항이 삽입되었다. 이 경우 시간적으로는 법률이
먼저이고 헌법이 나중이었지만, 헌법상의 규정이 기존의 법률에 따른 군 사법제도 자
체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즉 군 사법제도에 대한 헌법규범적 평가는 별개의 문
제이다.
그런데 특별법원의 개념에 대한 기존의 학설은 법률 차원의 군 사법제도 자체를
정당화하기 위해 헌법을 법률에 꿰어 맞추는 식의 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특별법원의 개념
특별법원의 개념(성격)에 대하여는 특수법원설과 예외법원설이 있다.
가) 특수법원설
특수법원설(소수설)은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가 재판을 담당하고 최고법원에의 상
고가 인정되고 있을지라도, “그 권한의 한정, 그 대상의 특수성, 그 인적 구성의 특수
성 및 그 재판기관의 임시성 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 법원”165)을 특별법원으로 본다.
“그러나 이러한 법원(예, 해원(海員)법원, 소년법원, 가사법원, 근로법원 등)도 그 재
판에 대하여 최고법원에 상고할 수 있고 또 그 조직과 법관의 자격・임기・신분보장

165) 한태연, 헌법학 , 서울, 법문사, 1977, 6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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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특히 그 독립성이 그 나라 헌법이 규정하는 일반원칙 그대로일 때에는 역시 최고
법원의 하급법원인 동시에 그 나라의 보통법원에 속하는 것이므로(예, 위에 말한 우
리나라의 가정법원, 현재의 영국의 유언・이혼・해사(海事)재판소) 이것을 특별법원이
라고 하지 않는 것이 통례이다.”166)
요컨대 특수법원설에 따르는 경우 가정법원도 특별법원으로 볼 수 있는데, 가정법
원에 대하여는 헌법적 근거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를 헌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군사
법원과 동일하게 특별법원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나) 예외법원설
예외법원설(다수설)은 “특별법원의 특징은 그 권한의 한정(예, 영국의 군(郡)재판소
는 200파운드까지의 민사사건만 관할), 관할대상의 특수성(예, 가정법원), 법원존립의
임시성(예, 과거의 우리나라의 반민족행위특별처벌법) 등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재판
에 대한 최고법원에의 상고가 인정되지 않거나(예, 옛날의 영국의 성좌(星座)재판소),
또는 헌법이 규정하는 법관의 자격 내지 일반법원의 독립성에 관련되는 제 규정이
인정되지 않는 점(예, 군사법원, 과거 우리나라의 반민족행위처벌특별재판소의 위헌론
이 나온 것도 그 법관자격이 주요원인이 되었다) 등에 있다”는 입장이다.167)
즉 특별법원은 심판이 법관의 자격이 없는 자 또는 재판의 독립에 필요한 신분보
장을 받고 있지 못한 자에 의하여 행해지거나, 그 재판에 대한 최고법원에의 상소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법원으로 보는 것이다.
그에 따라 대법원에의 상고는 인정되지만 법관의 자격이 없는 자가 재판을 담당하
는 법원,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가 재판을 담당하는 경우에도 그 재판에 대한 대법원
에의 상고가 인정되지 않는 법원은 모두가 특별법원(예외법원)인 것으로 해석한다.168)
헌법재판소도 예외법원설을 취하고 있다.169)
2) 군사법원 이외의 특별법원 허용가능성
166) 박일경, 제6공화국 신헌법 , 서울, 법경출판사, 1990, 537면.
167) 박일경, 위의 책, 537면; 김철수, 헌법학개론 , 서울, 박영사, 2001, 1190면; 권영성, 헌법
학원론 , 서울, 법문사, 2003, 1029면; 허영, 한국헌법론 , 서울, 박영사, 2002, 983-4면; 성
낙인, 헌법학 , 서울, 법문사, 2003, 914면.
168) 성낙인, 위의 책, 915면.
169) 헌재결 1996.10.31. 93헌바25, 헌판집 4권, 443[45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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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군사법원 이외의 특별법원의 허용가능성에 대하여 다수설은 부정한다. 즉 특
별법원의 조직 및 그 법원의 법관의 자격을 법률로써 정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101조
제2항 및 제102조 제3항과의 관련상 위헌이 아니라고 보는 긍정설이 있기는 하지만,
헌법규정에 비추어 보아 우리나라 헌법은 특별법원의 설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보
는 부정설이 다수설이다.
부정설은 ① 사법권독립의 원칙에 중대한 예외가 되는 특별법원의 설치에 관하여
헌법이 군사법원 외에는 하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② 헌법 제101조 제2항이
“최고법원인 대법원”이라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고 있는 점,
③ 헌법 제105조 제3항이 일반법관의 임기에 관하여 일률적으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④ 헌법 제106조가 법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신분을 보장하고 있는 점을 그 논
거로 삼는다.170)
3) 기존의 학설에 대한 검토
가) 특별법원의 개념규정에 대하여
특별법원의 개념을 이해함에 있어 전제해야 할 것은 특별법원에 대한 개념정의가
각 나라마다 법제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것은 특별법원의 대응개념
으로서 일반법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특
별법원의 개념을 우리 헌법상의 조항으로부터 출발하여 개별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일반적인 특별법원의 개념을 서술하는 다수설의 태도는 일반법원의 예외법원으로서
특별법원의 개념규정은 헌법의 문언에 충실하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요청에
반한다.
우선 헌법은 군사법원을 유일한 특별법원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다수설). 즉
특별법원과 군사법원의 관계는 ‘특별법원 ⊃ 군사법원’이 아니라 ‘특별법원 ≡ 군사법
원’인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1954년 헌법개정논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54년 헌법개정에서 ‘개정제의이유와 요지설명서’ 중 ‘군법회의의 헌법적 근거
명시’ 항목에서 “현행헌법은 군법회의에 관하여 하등 규정한 바 없기 때문에 군
170) 김철수, 앞의 책, 1191면; 박일경, 앞의 책, 537-8면; 성낙인, 앞의 책, 9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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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회의의 위헌문제까지 논의됨에 비추어 본 개정안은 제83조의 2를 신설하여 그
헌법적 근거를 명시하였다.”171)
“군사재판소를 새로 두게 되었읍니다. 우리나라 현행헌법에 있어서 특별재판소
를 둘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데 사실상에 그 후에 군사재판소가 생겨 가지고 위
헌행위니 아니니 하는 말썽도 많이 난 사실이 있습니다. … 여러 가지 특별재판
소를 두지 않고 다만 군사재판에 관해서만 이 특별재판소를 두자는 것입니다
.”172)
헌법규정상 일반법원과 특별법원인 군사법원은 다음과 같이 비교할 수 있다. 일반법
원은 법관으로 구성되며(헌법 제101조 제1항),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
직된다(헌법 제101조 제2항). 이때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헌법 제101조 제3항).
이에 대하여 군사법원은 특별법원으로서(헌법 제110조 제1항), 대법원을 상고심으로
하고 있으며, 군사법원의 조직과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헌법 제110조 제3항).
특별법원의 개념정의를 위하여 다시 정리하면, 특별법원의 경우 일반법원조직과는 다
른 조직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재판관의 자격을 법률에 위임함으로써 법관 아닌 자의
재판관 참여를 예정하고 있지만, 심급으로서는 대법원을 상고심으로 인정하고 있다.
군사재판을 관할하는 군사법원은 현행헌법이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는 유일한 ‘특별
법원’으로서 이론상 예외법원이다(제110조 제1항).173) 그렇지만 “헌법 자체가 규정하
고 있으므로 위헌문제를 해소시키고 있다”174)는 판단은 섣부르다. 규범조화적 헌법해
석에 따라 군사법원의 특별법원으로서의 성격은 엄격하게 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 조직상의 특별성에 대하여
특별법원인 군사법원도 분명 법원이며, 헌법 편제상으로도 제5장 법원 편에 규정되
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이 허용하고 있는 예외성 이외에는 사법작용의 본질적
내용으로부터 벗어나서는 안된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독립적 지위를 가진 기관

171)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헌법개정회의록[제3대국회] , 대한민국 국회도서관, 1968, 6면.
172) 헌법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자의 발언(위의 책, 20면).
173) 이 조문의 연혁에 대하여는 군사법원법의 연혁(Ⅱ.3.나.) 참조.
174) 성낙인, 앞의 책, 9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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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3자적 입장에서 수행해야 할 작용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권력분립의 원리와
사법권 독립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군사법원은 “헌법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
로”(법원조직법 제1조) 하는 법원조직법[일부개정 2001.1.29 법률 제06408호]의 규율을
받지 않을 뿐이다. 그래서 군사법원은 “1. 대법원 2. 고등법원 3. 특허법원 4. 지방법
원 5. 가정법원 6. 행정법원”으로 이루어진 6종의 법원에 속하지 않는 특별법원이다.
다) 단심제의 특별성에 대하여
최고법원을 상고심으로 하지 않는다는 특별법원의 특징은 제한적 의미에서만 특별
법원의 개념요소이다. “대법원의 하급법원이 아닌 법원이라는 의미에서의 특별법원은
현 법제 하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175) 현행 헌법은 군사법원의 상고심을 대법원에
서 관할하도록 규정하고(제110조 제2항) 있기 때문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비상계엄하
의 군사재판에 대하여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
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그리고 사형
을 선고하지 않은 경우에만 단심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10조 제4항).
계엄이란 전시 또는 사변 및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군사상의 필요가
있거나(군사계엄),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행정계엄), 대통령(국
가원수)이 전국 또는 일정한 지역을 병력으로써 경비하고, 당해 지역의 행정사무와
사법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군의 관할하에 두며, 국민의 기본권까지도 제한할 수
있는 국가긴급권제도이다.
단심제는 신속하게 군사범죄사건을 처리하여 지휘권과 군기를 확립함에 그 존재의
의의가 있다.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대법원의 관할하에 있으므로 이 점에
서 군사법원은 대법원의 하급심이다. 그러나 헌법 제110조 제4항과 군사법원법 제534
조의 예외규정에 따라 군사법원을 특별법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것이다. 동 규정
은 “비상사태하의 급박한 사정과 신속한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가
예상되므로 이것을 제도화한 것이다. 그리고 동항에 열거된 범죄 중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가 단심제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인지는 법률로 정하게 되는 것이지만 여기서 단
심제로 한다는 것은 3심제가 단심제로 되어 있어 심급이 축소된다는 사실 외에 최고

175) 박일경, 앞의 책, 5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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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인 대법원의 심판권도 제한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주의해야 한다.”176)
이렇게 볼 때 헌법 제110조 제4항에서 군사재판을 단심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은
군사법원의 특별성이 필요한 상황요건을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비상계엄과 같이 군대의 군사작용을 전제로 군사법원의 존재이유인 군사재판을 요청
하는 것이다.
라) 재판관자격 법률주의에 대하여
특별법원의 마지막 개념요소로 남은 것은 법관의 자격이 없는 자가 재판에 관여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헌법은 군사법원의 재판관의 자격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헌
법 제110조 제3항). 그런데 법관의 자격 또한 법률로 정한다(헌법 제101조 제3항). 헌
법은 법관의 자격이 없는 자가 재판을 담당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다. 다만 ‘재판관의 자격’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다.
문제는 법률로 정하는 재판관의 자격에 법관의 자격을 결부시키지 않음으로써 법
관의 자격이 없는 자가 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이다. 과거 주로
논란이 되었던 것이 이 문제였고, 그 위헌시비를 해소하기 위해 헌법에 군사법원의
설치근거를 두었던 것이다.
그런데 최근 현행 헌법상 일반법원에 배심제 혹은 참심제를 도입할 수 있는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위헌론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유력한 학설 중의 하나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법관을 직업법관으로 한정해서 해석할 것이 아니라는 견해이다.177) 이러한 견해에 따
르면 법률로써 배심원 혹은 참심원을 법관으로 규정하면 헌법 제27조 제1항의 위헌
시비를 피해갈 수 있다. 물론 다른 헌법규정에 조화를 이루는 범위 안에서 법률에 위
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배심제 혹은 참심제가 국민주권의 실현이면서 시대적
요청이라는 판단이 이러한 해석의 배경을 이룬다.
이렇게 볼 때, 법관 자격 없는 자의 재판참여는 헌법이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의
설치근거를 규정한 특별성의 의미는 더욱 줄어든다. 반면 우리가 주장하는 상황요건
으로서 군사법원의 특별성은 더 설득력을 가진다고 본다. 즉 현역군인의 재판참여는
176) 성낙인, 앞의 책, 916면.
177) 대표적인 견해는 황성기, 「한국에서의 참심제․배심제의 헌법적합성」, 『‘국민의 사법
참여’ 공청회』, 사법개혁위원회/ 한국공법학회, 2004, 49-7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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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판단과 아울러 전시를 포함하여 비상계엄시 군대를 동원하는 작전상황에 적합
한 군사적인 전문적 판단을 내리는데 그 존재의의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경계할 것은 법관 자격의 법률주의에 대한 헌법적 한계이다. 입법재량의 영역
은 헌법상 기본권규범의 테두리 안에 있다. 따라서 아무리 군사법원이라고 하더라도
법관의 자격이 없는 자의 재판참여는 비례의 원칙에 적합하여야 한다. 즉 군사작용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관의 자격이 없는 자를 군사재판의 재판관으로 참여시키는 경우
비례의 원칙 중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할 수 있어도 수단적합성과 피해최소성 그
리고 법익형량의 원칙은 군 사법제도의 헌법합치성을 판단하는 엄격한 잣대가 되어
야 하는 것이다. 이때 위에서 언급한 바 있었던 헌법상 군사법원의 특별성요건으로
볼 수 있는 비상계엄(전시를 포함하는 상황)의 상황요건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마) 소결
기존의 학설은 특별법원의 의미를 대법원에의 상고 제한과 법관 자격 없는 자의
재판참여에서 찾는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특별법원의 특성이 설명되지 않는다. 우
리 연구자들은 전시를 포함한 비상계엄이라는 군 본래의 군사활동이 요청되는 상황
에서만 현행 군 사법제도의 ‘탈헌법적 장치’들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그 논거의 첫 번째는 헌법 제110조 제4항이 명시적으로 비상계엄시에만 대법원 상
고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제110조 제3항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 자
격의 법률주의는 헌법에 규범영역 안에서 군사법원의 특별성을 담아내야 하는데, 현
행 군 사법제도의 특성이 헌법의 규범영역 안에서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전쟁과 같이
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상황에서만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우리 연
구자들은 헌법규범과 군사법원 특별성을 최적으로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서 평
시 군사법원의 폐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나. 헌법재판소 판례178) 평석
현행 군 사법제도에 대하여는 이미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다. 군사법원법에 대한 헌
법적 평가에 앞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평석할 필요가 있다.
178) 군사법원법 제6조 등 위헌소원(전원재판부 1996. 10. 31. 93헌바25), 헌판집 제8권 2집,
443-4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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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청구인은 육군 보병 제○사단 의무대 보급계에 근무하는 육군상등병으로서 1993. 4.
17. 육군보병제○사단보통군사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었다.
청구인은 위 사건 (위 군사법원 93고6호)이 위 군사법원에 계속중 같은 해 5. 25. 위
군사법원에 구 군사법원법(법률 제3993호, 1994. 1. 5. 법률 제47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7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여 위헌여부심
판의 제청을 신청하였으나 위 군사법원은 1993. 6. 14. 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
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6. 18. 그 결정정본을 송달받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구 군사법원법 제6조의 위헌성
첫째, 헌법 제101조 제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사법원 등 특별법원을 포함한 모든 법원은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사법
부에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사법원법 제6조가 군사법원을 행정부인 국방부
본부와 그 예하 군부대(이하 군부대 등이라 한다)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나고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다.
둘째, 헌법 제110조 제1항은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
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
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는 있으나 그밖에 군사법원을 군부대 등에 설치하도록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위임이 없으므로, 군사법원을 군부대 등에 설치하도록 규정한
군사법원법 제6조는 삼권분립의 원칙 및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 등 헌법정
신에 비추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자의적 입법에 해당한다.
셋째, 군사법원법 제6조가 군사법원을 군부대 등에 설치하여 법관이 아닌 군장교가
그 재판관이 되어 군사재판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헌법 제27조 제1항의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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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 군사법원법 제7조,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의 위헌성
첫째, 군검찰관에 대한 임명・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국방부장관, 각 군참모
총장 및 관할관이 군판사 및 심판관의 임명권과 재판관의 지정권을 가지며(군사법원
법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군검찰사무를 통합・관장하는 관할관이 군사법원
의 행정사무도 관장하며(군사법원법 제8조), 검찰권의 주체적 지휘・감독자인 관할관
이 구속영장의 발부권과 판결에 대한 확인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군사법원
법 제238조, 제379조 제1항, 제535조) 권력분립주의와 사법권 독립의 원칙에 위반된
다.
둘째, 재판관은 물적 독립과 인적 독립이 보장되어야 하는 데도 위 심판대상조항들
은 군 지휘관인 관할관으로 하여금 검찰권과 사법권을 겸유하도록 규정하여 재판관
의 독립을 해치는 것이다.
셋째, 위 심판대상조항들은 관할관에게 검찰권과 사법권을 집중시켜 군 사법운영의
공정성이 전적으로 지휘관의 개인적 양식에 맡겨지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적안정성,
예측가능성을 해쳐 죄형법정주의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넷째, 위 심판대상조항들은 이른바 指揮官 司法을 규정한 것으로서 지휘관의 권력
의 집중에 의한 권력의 남용 가능성으로 인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
등권, 신체의 자유,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은 물론 최소한의 정신적 자유마저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3) 법무부장관의 의견
구 군사법원법 제6조는 헌법 제110조 제1항, 제3항에 근거하여 군사법원을 군부대
등에 설치하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합헌이다. 또 같은 법 제7조, 제23조 내지 제25조
는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도록 허용한 위 헌법조항에 근거하여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특별권력관계가 원활히 기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군인 군무원의
재판청구권을 합리적으로 일부 제한하고자 한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역시 합헌이다.
4) 헌법재판소의 판단
가) 헌법상 군사법원의 설치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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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01조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고(제1항) 법원은 최고법원
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되며(제2항)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헌법 제102조 제3항은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
하여 사법권과 일반법원의 조직 및 법관의 자격에 관하여 규정하는 한편 헌법 제110
조는 군사재판을 관할하기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고(제1항) 군사
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하며(제2항)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및 재판관의 자
격은 법률로 정한다(제3항)고 규정하여 헌법에 직접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설치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나) 군사법원의 지위와 헌법적 한계
(1) 그런데 헌법 제110조 제1항에서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는
의미는 군사법원을 일반법원과 조직 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을 달리하여 특별법원으
로 설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므로 법률로 군사법원을 설치할 때에는 군사재판
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조직 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을 일반법원과 달리 정하는 것
은 헌법상 허용되고 있다.
(2) 그러나 아무리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을 일반법원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아무런 한계 없이 입법자의 자의에 맡겨 질 수는 없
는 것이고 사법권의 독립 등 헌법의 근본원리에 위반되거나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
판청구권,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의 본
질적 내용을 침해하여서는 안될 헌법적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여부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위와 같은 헌법적 한계를 일탈한 자의적 입법으로
서 헌법에 위반되는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적에 대항하
는 전투집단으로서 생명을 걸고 위험한 행동을 하는 특성을 가진다.
이와 같이 군대조직에서 군기의 유지와 군 지휘권 확립은 그 조직을 유지, 운용하
는 데에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그런데 군사범죄는 일반적으로 군대조직을 급속도로
오염시켜 군기를 일거에 붕괴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군은 그 임무의 특성상 전시에는 말할 것도 없고 평시에도 적의 동태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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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계획에 따라 자주 이동하고, 급박하게 상황이 변화하므로 이에 대응하여 언제, 어
디서나 신속히 군사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사법원을 군부대 등에 설치
할 필요가 있고, 군 지휘권을 확립하고 군사범죄를 정확히 심리,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사법원에 군 지휘관을 관할관으로 두고 관할관이 군판사 및 재판관의
인사권을 갖게 하고, 군의 사정을 잘 알고 군사문제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일반장교를 재판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으며 또한 군사법원체제가 전시에 제대로 기
능을 할 수 있기 위하여는 그러한 사법체제가 평시에 미리 조직, 운영되고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과 첨예한 군사적 대치상황에 놓여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러
한 사법체제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구 군사법원법 제6조가 군사법원을 군부대 등에 설치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7조가 군사법원에 군 지휘관을 관할관으로 두도록 하고, 같은 법 제23조, 제24조,
제25조가 국방부장관, 각군참모총장 및 관할관이 군판사 및 심판관의 임명권과 재판
관의 지정권을 갖고 심판관은 일반장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위에
서 본 바와 같이 헌법 제110조 제1항,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군사법원을 특별법원으로
설치할 때에는 군대조직 및 군사재판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군사재판을 신속, 적정하
게 하여 군기를 유지하고 군지휘권을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서 필요하고 합리적인 이
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헌법에 직접 군사법원을 일반법원과 조직 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을 달
리하는 특별법원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헌법
제110조 제2항에 의하면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고 규정하여 대법
원을 군사재판의 최종심으로 하고 있고, 군사법원법 제21조 제1항은 "군사법원의 재
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한다"라고 규정하여 재판
관의 재판상의 독립을, 같은 조 제2항은 "군사법원의 재판관은 재판에 관한 직무상의
행위로 인하여 징계 기타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재판
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22조 제3항,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군사법원의 재판관은 반드시 일반법원의 법관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 군판사를 포함
시켜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군사법원법 제6조가
일반법원과 따로 군사법원을 군부대 등에 설치하도록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헌법이 허용한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의 한계를 일탈하여 사
법권의 독립을 침해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거나 헌법 제27조 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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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청구권,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같은 법 제7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가 일반법원의 조직이나 재판부구성 및 법관의
자격과 달리 군사법원에 관할관을 두고 군검찰관에 대한 임명, 지휘, 감독권을 가지
고 있는 관할관이 군판사 및 심판관의 임명권 및 재판관의 지정권을 가지며 심판관
은 일반장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고 하여 바로 위 조항들 자체가 청
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군사법원의 헌법적 한계를 일탈하여 사법권의 독립과 재
판의 독립을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거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
등권, 신체의 자유,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정신적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의자에 대한 관할관의 구속영장발부권을 규정한 구 군사법원법 제238조
(1994. 1. 5. 개정 법률에서는 삭제되었다)나 판결에 대한 관할관의 확인조치권을 규정
한 같은 법 제379조 제1항, 제535조(1994. 1. 5. 개정 법률에서는 상소심판결에 대한
확인조치권은 삭제되었다)가 가령 청구인 주장과 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들까지 당연히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5)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가) 청구인 주장 대비 헌법재판소 판단 검토
청구인이 주장한 논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청구인은 군사법원법상의 심판대상조항이 세 가지 점에서 권력분립주의와 사
법권 독립의 원칙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첫 번째는 사법부에 속하여 할 군사법원
을 행정부에 속하게 한 심판대상조항이고, 두 번째는 군검찰관 임명권자의 군판사 및
심판관 임명권과 재판관의 지정권 보유 그리고 관할관의 군사법원 행정사무 관장과
구속영장 발부권 및 판결 확인권 보유 등을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이며, 세 번째는 군
지휘관인 관할관이 검찰권과 사법권을 겸유하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이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판단과 설명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다만 군대
조직의 특성상 군사재판의 특수성이 필요하고 군사법원의 상고심이 대법원인 점 그
리고 군사법원법이 재판관의 재판상 독립과 재판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음을 근거
로 내세우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위에서 지적하였듯이 헌법의 편제상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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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편에 규정된 군사법원이 왜 행정부 소속의 기관이 되었는지 헌법재판소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
둘째, 청구인은 군부대에 군사법원을 설치하는 것은 헌법상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위임이 없어 심판대상조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주장한다. 헌법재판소는
군 임무의 특성상 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신속히 군사재판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
에 군사법원을 군 부대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과연 평시에 어떠한 사건들이 군사법원에서 다루어지며 신속
하게 재판하여야 할 사안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고 있지 않다. 헌법상의 명시적
위임이 없음은 차치하고라도 군사법원의 군 부대 설치가 헌법상의 기본원리와 저촉
하는 측면이 있는 이상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하여 합헌성을 논증할 의무가 있었음에
도 그것을 게을리하였다.
셋째, 청구인은 법관이 아닌 군장교가 재판관으로 참여하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이
재판청구권과 평등원칙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헌법재판소는 군의 사정을 잘
알고 군사문제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일반장교를 재판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으며 군사법원의 재판관에 법관의 자격이 있는 군판사가 포함되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는 재판청구권의 핵심내용을 제
한하는 법규정이 피해최소성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즉 과연 평시 군사법원의 재
판대상 중 현역 군인이 재판관으로 참여해야 하는 사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에 따
라 심판대상조항이 이 점을 고려하였는지를 판단하지 않았다.
넷째, 청구인은 군 사법제도의 운영이 지나치게 지휘관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주장
한다. 하나는 심판대상조항이 관할관에게 검찰권과 사법권을 집중시켜 군 사법운영의
공정성을 지휘관에게 맡김으로써 죄형법정주의와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심판대상조항이 지휘관의 권력 남용 가능성 때문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의 상고심, 군
사법원법상 재판관의 재판상의 독립과 법관의 신분 보장 규정이 있음을 근거로 헌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본다. 물론 이에 대하여도 충분한 논증이 없이 군대조직의 특성
만이 유일한 논거이다.
나) 헌법재판소의 필요성 논증 비판
헌법재판소는 “아무리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을 일반법원과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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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할 수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아무런 한계 없이 입법자의 자의에 맡겨 질 수는 없
는 것이고 사법권의 독립 등 헌법의 근본원리에 위반되거나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
판청구권,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의 본
질적 내용을 침해하여서는 안 될 헌법적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현행 군사법원법에 대해 보다 엄격한 심사를 하였어야 하지 않을
까? 즉 특별법원이라는 것이 법무부가 주장하듯, 이른바 특별권력관계를 전제로 그
관계 속에 들어온 자들을 특별히 취급하고 다룰 수 있는 법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
는 것 아닌가?
헌법재판소는 현행 군사법원법의 틀에 헌법을 가두고 있다. 헌법상 기본권보장과
권력분립원리 그리고 사법권의 독립 등에 기초하여 특별법원의 의미를 엄격하게 제
한하여 해석하지 않고 군대의 특수성에 투항해 버렸다. 과연 현행과 같은 제도 아래
에서만 군대는 특수성을 유지하고 지휘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 상세한 논증을
게을리 한 것이다. 다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읽어보자.
… 언제, 어디서나 신속히 군사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사법원을 군
부대 등에 설치할 필요가 있고, 군 지휘권을 확립하고 군사범죄를 정확히 심리,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사법원에 군 지휘관을 관할관으로 두고 관할관
이 군판사 및 재판관의 인사권을 갖게 하고, 군의 사정을 잘 알고 군사문제에 관
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일반장교를 재판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으며 … 특히
북한과 첨예한 군사적 대치상황에 놓여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러한 사법체
제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 군대조직 및 군사재판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군사재판을 신속, 적정하
게 하여 군기를 유지하고 군지휘권을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서 필요하고 합리적
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현실적 필요성에 의해서 헌법상의 기본권과 기본원리를 저버렸으며,
그 단순한 필요성을 ‘필요하고 합리적인 이유’로 바꿔치기 했다. 누구라도 알 법한
‘비례의 원칙’은 이 판결에 적용되지 않았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헌법재판소는 군사법원법의 제정과정을 철저히 검토하여 그
과정에서 의회가 입법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했는지를 먼저 검토했어야 했다. 군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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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원칙은 의회가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군인도 국민의
한사람이며 기본권의 향유자이므로(다만 그 기본권의 행사는 일반시민과 비교시 제한
될 수는 있다) 기본권보장책을 마련하는 일(미국식으로 말하면 적법절차를 보장하는
일)도 의회의 몫이며, 법원은 적어도 그러한 과정을 거쳐 입법이 되었는지는 조사해
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판결은 그러한 부분을 모두 빼버리고 있다.179)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특별법원이 헌법상 인권보장과 기본원리보장에
예외를 인정하는 점에서 엄격한 해석을 해야 하는 의무와 위헌의 의심에 대하여 한
가지도 빼놓지 않고 논증했어야 한다는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결함을 안고 있다. 그에
따라 군대의 특성상 요청되는 군 사법제도의 특수성에 대하여 헌법상 인권과 기본원
리를 적절히 형량하지 못하고 전자에 편중된 판단을 하였다.

다. 군사법원법에 대한 헌법적 평가
“헌법상 유일한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이 명문화되어 있으며, 그것은 적어도 헌
법규정 상호간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법상 위헌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형식적으로는 위헌문제가 해소되었다.”는 평가가 있다.180) 이러한 평가는 국가
배상법 제2조 단서와 같이 헌법조문과 동일한 조항을 둔 경우의 문제와 군사법원법
의 문제가 다름을 간과하고 있다.
국가배상법 제2조 단서는 헌법 제29조 제2항(“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
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
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
할 수 없다.”)을 그대로 반복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질적 문제점과
헌법개정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위헌심판을 할 수 없다.
그러나 현행 군사법원법이 헌법상 규준에 따라 군 사법제도를 형상화하였는지 여
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헌법이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무소불위의 입법권력을 인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헌법이 군사법원의 조

179) Sam Nunn,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Supreme Court's Jurisprudence in
Military Cases", Eugene R. Fidell & Dwight H. Sullivan (Ed.), Evolving Military Justice,
Annapolis, Naval Institute Press, 2002, 10면 참조.
180) 성낙인, 앞의 책, 9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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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한 그리고 재판관의 자격에 대하여 법률에 위임한 것은 백지위임이 아니라 헌
법상 인권과 기본원리의 한계 내에서 위임한 것이기 때문이다.
현행 군사법원법상 문제조항과 관련 헌법원리를 도표로 정리하면 <표 7-1>과 같다.
<표 7-1> 현행 군사법원법상 문제조항과 관련 헌법원리
현행 군사법원법상 문제조항

관련 헌법원칙

§6 군사법원의 설치(국방부, 군부대)
§8 관할관의 권한(군사법원 행정사무 관장)

삼권분립

§23 군판사의 임명 및 소속(각군 참모총장, 국방부장관)

사법권독립

§24 심판관의 임명과 자격(법관 자격 없는 현역 군인)

재판청구권

§25 재판관의 지정(관할관)

평등원칙

§38 국방부장관의 군검찰사무지휘․감독
§39 각군참모총장의 검찰사무지휘․감독
§40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의 검찰사무지휘․감독

평등권
인간 존엄‧가치

§41 검찰관의 임명(각군 참모총장, 국방부장관)
§238 구속 ③ 검찰관의 구속영장 청구시 부대장의 승인
§379 판결에 대한 관할관의 확인조치(감경권)
§535 관할관의 조치권 ① 재판 집행시 군사법원관할관의 확인

법적 안정성
죄형법정주의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② 형의 감경 또는 형의 집행 면제

이러한 현행 군사법원법의 조항들은 엄격하게 제한적인 요건이 부가되지 않는 이
상 위헌의 평가를 피할 길이 없다. 이에 대하여 우리 연구자들은 아래와 같은 점들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평시 군사법원 설치의 합헌성 여부이다. 군사법원의 설치가 항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군대가 실전적으로 활동하는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은 앞
에서 지적하였다. 즉 평시 군사법원의 설치가 과연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가는
논의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 연구자들은 엄격하게 헌법을 해석함으로써 현행
군사법원법이 헌법을 최적으로 구체화하는 데는 실패하였다고 평가한다.
헌법 제110조 제4항은 “비상계엄상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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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대법원의 상고심 관할권(제110조 제2항)을 제한하는 경
우는 모든 군인 또는 군무원의 범죄가 아니라 비상계엄 아래에서 저질러진 군인 또
는 군무원의 범죄이다. 입법정책의 문제를 포함하는 대법원에의 상고제한181)은 헌법
이 직접 제한사유를 명시하면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으로부터의 재판청구권에
대해서는 법률에 백지위임한다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은 군대 존재 자체로부터 헌법상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군대가 실질적으로 군사적 활동을 개시하는 시점, 즉 전시를 포함한 비상계엄
시에만 인정되는 것이다. 법관의 자격이 없는 현역 군인의 군사재판 참여는 이러한
상황에서만 그 존재의의가 있다.
둘째, 신분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문제이다. 헌법 제27조 제2항은 “군인 또는 군무
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
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
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일
반국민의 경우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의 한계를 헌법이 직접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군인 또는 군무원은 어떠한 범죄이건 혹은 어느 상황이건 군사법원의 재
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반대해석되는가? 오늘날 민주적인 헌법이라면 불가피
하게 필요한 경우에만 군인 또는 군무원인 신분에 따른 차별을 허용할 것이다. 헌법
은 무제한의 반대해석을 허용하지 않는다. 즉 군인․군무원에 대하여 신분에 의해 기
본권을 제한하는 것도 국방상의 목적에 한정하여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본다
면 특별법원인 군사법원의 관할은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군인・군무원의 신분만으로 군사법원의 관할을 인정하는 것은 중대한 기본
권 침해이다. 1948년 국방경비법은 “제3조 민간재판소와 군법회의와의 재판권의 관
계”에서 군인이라도 일반형사범죄의 경우에는 일반법원에서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
하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현행 군사법원법은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국방경비법보다
후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헌법과 법률이 정한 일반법관에 의한 재판이 아니면서 대법원에도 연결되지
않는 단심제를 채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사실상 원천적
181) 헌재 1992.6.26.[90헌바25], 헌판집 4권, 343[352면] 참조; 권영성, 앞의 책, 5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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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봉쇄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의 규정은 최대한 한정․축소 해석되어야 한다
.”182) 비록 군사법원에서 사형의 경우를 제외한다고는 하지만, 단심제의 적용을 받는
경우를 헌법 및 군사법원법에서 한정적으로 축소하여 국가의 존립과 안전이 직접적
으로 위협받는 경우가 아니면 단심제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사법작용기관으로서 군사법원의 문제이다. 사법이란 구체적인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당사자로부터의 쟁송의 제기를 기다려 독립적 지위를 가진 기관이 제3
자적 입장에서 무엇이 법인가를 판단하고 선언함으로써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작
용이다. 이렇게 볼 때 군사법원의 활동은 사법작용임에 틀림없다.183) 그렇다면 사법작
용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헌법적 규준에 의한 평가가 필요하다.
물론 현대헌법에서 권력분립원리가 다소 완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다시 한계가 있음은 자명하다. 앞서 군 사법체계도에서 보았듯이 현행 군사
법원법상의 제도는 헌법이 군사법원을 사법기관의 장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에 의해 사실상 군 사법권을 지휘권에 복종시키고 있다. 사법작용의 핵심은
공정성이다. 법원이 대립당사자 사이에서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그
재판에 대하여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권력분립원리에 따른 군사법원의 독
립성 확보는 자의적 권력으로부터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다.
마지막으로 군사법원의 운용현실의 문제이다. 헌법위반의 요소를 담고 있는 현행
군사법원제도를 운용하는 것이 군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불가피한 제도인가는 이
미 순정군사범의 비율이 높지 않음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전시를 대비한다는 명분
이 인권침해와 헌법침해의 대가를 치러야 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전
시를 대비한 훈련은 법관 자격이 있는 인적 자원을 부대별로 동원하여 배치하는 정
기적인 훈련과 전시 군사재판에 필요한 일정 군사지식을 습득하는 정기적인 훈련으
로 충분할 것이다.
현행 군사법원법에 구현된 군 사법제도는 헌법을 최적화하여 구체화하고 있지 못
하다. 비록 헌법재판소가 현행 군사법원법의 핵심내용에 대하여 합헌판결을 내리기는
했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논증은 적절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결만으로 헌법을 최적화하여 구체화하여야 할 입법자의 의무가 해소되
는 것은 아니다.
182) 성낙인, 앞의 책, 917면.
183) 앞의 Ⅱ. 3. 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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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헌법상 인권보장 그리고 권력분립원리와 사법권독립원칙을 최대한 보
장하면서 군사 활동에서 불가피한 군사법원의 존재이유를 최적으로 실현하는 방안은
평시 군사법원의 폐지이며, 전시를 포함한 비상계엄시 군사법원의 설치와 운용에 관
한 대체입법을 마련하는 것이다.

2. 결론 - 군 사법제도의 개선방안
가. 기본적 입장
1) 국제적 추세
외국의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군 사법제도는 사회의 변화에 발맞추어
진보(evolution)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지금과 같은 제도를 채택한 것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이다. 프랑스는 1981년 이후 지금과 같은 제도를 채택했다. 시대의 요청에
맞게 군 사법제도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개혁될 수 있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군 사법권 개혁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개혁논의에서는 사법권의
통일적 행사 혹은 사법권의 통일성 확보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2) 헌법 합치성의 요구
우리의 경우에도 사법권의 통일성 확보라는 헌법원리의 구현에 맞추어 군 사법제
도 개혁을 진행시켜야 한다. 사법권은 기본적 인권의 보호와 보장을 목적으로 존재한
다. 군 사법권 또한 사법권의 한 종류이므로 이와 같은 목적에 복무해야 한다. 군 사
법제도 개혁을 논의할 때에는 군사・국방영역의 특수성을 고려하되, 군 사법을 사법
으로부터 사실상 벗어나게 하는 제도설계를 극구 경계해야 한다.
군사법원과 같은 특별법원의 확산은 사법권의 독립성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와 인권을 보호하는 일반적 이익에 복무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와 같은 특수조직의
이해관계를 반영한다.184)

184) Giovanni Giacobbe의 발제문(http://www.giustiziamilitare.difesa.it)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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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의에 기반한 사법체계의 구성
군사법원의

체계를

기본원리에

따라서

구별하면

“규율에

기반한

체계

(discipline-based court system)”와 “정의에 기반한 체계(justice-based court system)”
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비용이 적게 들고 군대내 질서유지에 효과적이며 특히 지휘
관의 권한행사에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일반 병으로부터 동의를 얻어내기
어려워서 자발적인 복종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반해 후자는 시간
과 비용이 많이 들고 때로는 질서유지의 관점에서 비효적일 수 있지만 공정한 갈등
해결절차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보다 효율적으로 구성원간의 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
다.185) 장기적으로는 “정의에 기반한 체계”가 보다 효율적이라는 사실이 경험을 통해
서도 검증되면서 세계 각국의 군 사법제도는 “규율에 기반한 체계”에서 “정의에 기
반한 체계”로 변화하고 있다. 남들이 하기 때문에 따라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
나 그것이 올바른 길이라면 그것에 따르는 편이 옳을 것이다.186)
4) 지휘권과 사법권
군대의 규율을 위한 지휘권의 확보가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지휘권의 확립을
위하여 반드시 지휘관이 관할관으로서 사법작용에 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휘
관이 사법권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관으로서 행정조치인 징계권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행사하는 방식으로도 지휘권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187)
5) 우리 현실에 합치되는 개선방안의 구상
군 사법제도의 개혁논의에서는 사법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이 고려되어야 한다. 사법
제도의 설계에서도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가장 적정하게 실행하는 규모의 경제를 생
각해야 하며, 부분사회의 특수한 요구로 인해 제도의 낭비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현
행 군 사법제도는 일반 법원・검찰과 비교할 때 과도한 낭비적 요소를 안고 있다. 즉
통상 군사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의 수나 그 사회적 역할을 고려할 때, 특히 평시・국
내에서 이를 유지할 실익이 적으며 실제적인 효용도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185) Frederic I. Lederer & Barbara Hundley Zeliff, 앞의 글, 28면 이하.
186) 단지 국제적 추세가 그렇다는 점만으로는 설득력이 약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의 분단현실과 관련하여 보면, 더욱이 그러하다고 생각할 여지가 크다. 그러나 다른 나라
의 제도변화가 가지는 경향성과 그 배경만큼은 무시할 수 없다.
187) 송영길, 앞의 책,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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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군 사법제도 개선의 추진절차
이제까지의 군 사법제도 개혁은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추진절차에서도 문제점
이 많았다. 국회와 언론은 관심이 없었고, 국민들은 알지 못했고, 국방부는 내용형성
에서 사실상 전권을 행사했다. 그런 상황에서 나온 적당한 타협안은 잘못된 제도를
공고화하는데 일조했다. 학계의 연구는 부족했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상적이었다. 이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단체도 많지 않거니와 연구하려고 해도 시간, 재정 면에
서 어려움이 있었다.
군 사법제도 개혁의 성패는 군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전문집단을 어떻게 구성하느
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처럼 ‘사법개혁위원회’에 국방부 측 인사가
하나 혹은 둘 정도가 참여하여 곁가지로 군 사법제도 개혁을 논의하는 수준에서는
제대로 된 개선방안이 나올 수 없다. 물론 사법개혁위원회 차원의 논의는 회의록의
공개 등을 통해 충분한 비판,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군 사법제도를 연구하는 전문연구팀을 국회 소속 혹은 기타 독립적인
기구 소속으로 구성하거나 현직 군 법무관이 담당하는 업무 중 군 사법제도 연구부
분을 아웃 소싱하여 연구팀을 꾸리는 것도 한 방법이다. 국방부의 법무관리관을 현직
변호사 중에서 임명하여, 이 법무관리실이 국방부장관의 영향으로부터 독립된 상태에
서 개혁안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고등군사법원 내에서 군 사법
제도 개혁과 관련한 연구팀을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과반수가 되게 하는 방법도 생각
해 볼 수 있다.

다. 개별적인 문제에 대한 대안들
1) 법원제도 - 평시, 국내 군사법원의 폐지
가) 평시(시간적 제한) 그리고 국내(장소적 제한)에서는 군사법원을 운용하지 않는
다. 군 형사사건에 대한 관할은 민간법원 형사부에서 담당한다. 그 당연한 결과로서
관할관제도도 아울러 폐지한다.
그 논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시 국내 지역에서의 군사법원 설치 운용은 비례원칙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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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군사법원의 설치논거가 지휘권확립, 전투력보존에 있다고 주장되나 현대적 의
미의 지휘권은 지휘관의 자의적인 사법권 행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를 매개로 군대내의 질서를 유지할 때 비로소 확보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군사법원 제도는 군기 유지를 위해 적합한 수단이 아니다(적합성의 원칙 혹은 방법적
정성의 원칙).
나아가 군기유지를 위한 지휘권 확보는 징계권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
다. 가능한 한 경미한 인권침해 수단으로 군대의 규율과 질서가 확보될 수 있다면 그
러한 원리가 군 사법행정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군사법원의 역할은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축소되어야 한다(필요성의 원칙 혹은 피해최소성의 원칙).
끝으로 군사적 필요성, 신속한 재판 등을 내세워 군사법원의 존치필요성을 주장하
나 그러한 군사법원의 설치로 인한 인권침해의 가능성, 인적 자원의 비효율적 운용
등과 비교형량하면 설득력이 약하다(상당성의 원칙, 협의의 비례원칙 혹은 법익균형
성의 원칙). 군사재판으로 다루어야 할 사건 수 자체가 많지 않으므로 군사재판 자체
는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점은 설문작업 등을 통해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문
제는 그러한 신속한 재판이 과연 피고인의 인권보장에도 기여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는 사실이다.
둘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188) 평시・국내 군사법원을 폐지하는 것은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취하거나 취하고자 하는 입장이다.
덴마크는 이미 제1차 세계대전 직후 군사법원을 폐지하였다. 독일과 일본은 제2차
대전의 패전이후 군사법원을 폐지하였다. 프랑스는 1981년에 평시・국내 군사법원을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냉전체제가 해체된 이후에는 보다 많은 나라들에서 군
사법제도 개혁이 논의되거나 실천되어 네덜란드와 포르투갈은 1991년과 1997년에 각
각 평시의 군사법원을 폐지하였다. 이탈리아의 경우에도 1981년의 법 개정을 통해 민
간인이 군사법원의 재판을 주재하도록 했다. 이러한 예들은 평시・국내 군사법원 폐
지의 일반적 경향을 적절히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과거 독일은 우리나라와 마찬가
지로 냉전시대의 분단국이었고, 현재에도 여전히 국민개병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이
다. 우리와 상황이 크게 다를 바 없었지만, 군사법원 없이도 아무 문제없이 군대의
규율과 질서를 유지해오고 있다.

188) 앞의 Ⅵ. 2. 비교법적 연구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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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평시에 군사법원이 처리해야 할 사건 수가 아주 적다는 사실도 지적할 수 있
다. 현재 군사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의 대부분은 교통사고, 폭력, 성범죄 등이다. 이들
범죄는 민간법원도 처리할 수 있는 성격의 사건이라 할 수 있어, 군사적 전문성이 고
려되어야 할 군사범죄는 많지 않다.
넷째, 현행 군사법원제도는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로 인해 군사법원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도 높은 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주 근본적으로 군사법원을 개혁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는데, 많지
않는 사건을 다루는 군사법원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입안・시행
하는 것보다는 평시・국내 군사법원 자체를 폐지하는 쪽이 오히려 효율적인 군 사법
제도 개혁론이 될 것이다.
나) 평시에 군사법원을 설치하는 것 자체를 곧바로 위헌으로 볼 수는 없다. 사법작
용으로서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 관계인(피의자, 피고인 및 피해자)들의 재판을 받
을 권리 등 기본권 보장이 이루어진다면, 평시 군사법원의 설치는 입법재량의 범위
안에 있는 입법정책의 문제일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인권과 민주주의에 복무
하는 최선의 제도를 형성해야 한다는 헌법적 요청이 작동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
다. 그렇다면 헌법정책적 관점에서도 평시 군사법원 폐지가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군사법원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재판부의 독립성 제고를 위하여도 이러
한 결론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현행 군사법원에서의 재판부 구성과 재판절차에서의
독립성에 대한 요청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189) 현재의 제도를 단순 개선하는 프로
그램만으로는 그러한 독립성이 얼마나 확보될 수 있을 지가 의문이기 때문이다. 예컨
대, 국방부의 개선안에는 중령이상의 군법무관들을 재판장으로 삼아 재판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한다고 되어 있으나, 오랫동안 기존 제도에 적응해온 ‘관료화된’ 상층
군 법무관들이 재판을 할 때 재판의 공정성, 납득가능성은 오히려 약화되리라는 우려
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만약 그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다면, 국방부가 추진하
는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더 커질 수 있다.
다) 군사법원의 폐지주장에 대해서는 “일반(문민)”법원에는 군사적 전문지식이 결
189) 앞의 Ⅳ. 2. 및 Ⅴ.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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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되어 있기 때문에, 군인의 범죄 특히 군사범죄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는 문제
제기가 항상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반론은 다른 나라에서도 군 사법당국에 의해 빈
번히 제기된 바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이후 군대를 갖지 못하다가 나토의 중핵으
로서 조기에 “재군비화”와 군사법제・긴급사태법제를 완성한 독일에서도 1950년대
중반 이래 그러한 반론이 제기되었다. 즉, 1955년을 기점으로 재군비화가 진행되면서
연방의회에서는 군 형사법원이 평시에도 활동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다. “일반(문민)”
법원에는 군사적 전문지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군인의 범죄 특히 군사범죄를 정
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는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이다.190) 하지만 그러한 문제제기는
일반형사법원이 군사사건에서도 양호하게 재판처리를 하고 있다는 경험적 사실이 제
시되면서 그 오류가 논증되었다고 한다. 모든 사람이 병역의무를 지고, 법관의 대부
분이 의무복무를 하는 우리의 경우에는 독일에서보다 빨리 군사법원에 대한 신화가
깨어질 것이라고 본다.
더욱이 군사법원 사건 중 거의 대부분은 영내이탈(단순군무이탈), 영내구타 등 단순
사건이라는 사실은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을 통해서도 확인한 바 있다. 이런 사건에 대
해서는 군의 특수성이 고려될 여지가 없으며, 지휘권과도 관련이 없다고 본다. 따라
서 이들 사건을 민간법원의 형사부에서 판단한다고 해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군사법원 제도를 고집하려 한다면, 군사법원
을 설치해야 할 어떤 특별한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 입증을 국방부 측에서 먼저 제시
해야 할 것이다.
라) 군사법원을 평시에도 설치하여 군대내의 일반범죄 등을 처리하는 것이 전시를
대비한 훈련이 된다고 하나,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전시를 대비한 군 사법체계가 꼭
필요하다면 그러한 조직체계를 미리 계획해 두고 일정 기간마다 가상훈련을 실시하
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본다.
다만 군사법원의 폐지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 단기적인 완충방안으로
지방법원 내에 합의부로 군사부를 설치하도록 하며, 동 합의부에 1명의 군판사를 참
여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재판부에 참여하는 군판사는 군법무관 중에서 추첨
190) E. Thurn, Die verfassungsrechtlichen Grundlagen einer Wehrstrafgerichtsbarkeit im
Verteidigungsfall―Gedanken zu einer Reform des Art. 96 Abs. 2 GG, Neue Zeitschrift für
Wehrrecht, 1976, 2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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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순한 회계부정, 단순 군무이탈 등의 경미한 범
죄에 대해서는 단독판사가 재판해도 될 것이다.
1심 법원의 단독판사의 결정에 대한 불복 신청은 지방 법원 합의부 중의 군사부에
한다. 지방 법원 합의부 판결에 대한 불복 신청은 고등법원의 군사부에 할 수 있다.
고등법원 군사부에도 군 판사를 참여시킬 수 있으며 그 선발방식도 1심에서와 같게
하면 된다. 그러나 최종심이며 법률심인 대법원에서의 군사재판의 경우에는 군판사
참여권을 배제해야 한다.
마) 전시・국외 군사법원의 설치 근거법률의 제정
평시・국내 군사법원을 폐지한다면, 전시 군사법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이 법률에 담을 내용으로는 ①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해외파병시 군사
법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조항, ② 전시 대비 군사법원 조직 가동을 위한 인적 자
원 선발과 훈련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②번 항목은 네덜란드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거 계엄하군사재판에관한특별조치령[제정 1950.7.26 대통령긴급명령 제5호]
은 과거 입법 중 참고할 만한 자료 중 하나일 것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본령은 계엄선포지역내의 군사재판의 소송수속을 간략히 함으로써 범죄사건
처리의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엄선포지역내의 고등군법회의(이하 계엄고등군법회의라 약칭한다)는 장교
3인 이상의 심판관으로써 구성하고 그 중 1인은 군법무관이어야 한다.
계엄고등군법회의의 설치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사로 하여금 군법무관
의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조 계엄고등군법회의의 군검찰관은 형사소송법에 규정한 검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계엄고등군법회의의 설치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로 하여금 군검찰관
의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계엄고등군법회의에 있어서는 판사 또는 검사로 하여금 변호인의 직무를 행
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계엄고등군법회의의 설치, 구성, 관할 기타 본령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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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는 고등군법회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단, 예심조사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 계엄고등군법회의에서 언도한 판결의 집행은 당해 군법회의설치장관의 승인
으로써 이를 행할 수 있다.
부칙<제5호,1950.7.26>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검찰제도 - 군 검찰권의 강화, 헌병 수사권의 견제
가) 군사법원을 폐지하는 반면, 군 검찰은 국방부 직속의 독립된 조직으로 확대,
강화하여야 한다.
군 검찰을 존치시키는 이유는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건・사고에 대한 수사
과정의 특수성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건처리를 둘러싼
지휘관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군 검찰이 조직적으로 독립될 것이 반드시 요청된
다. 따라서 군검찰관은 현재처럼 단위부대가 아니라 국방부에 직속하는 독립적인 군
검찰청 소속으로 하거나, 아니면 폴란드처럼 아예 그 소속은 국방부에도 배속시켜 국
방부장관의 직무명령에 따르게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앞서 비교법적 검토 부분 중 유럽의 군 검찰 제도를 다시 상기해 보면 프랑스, 독
일, 네덜란드에서는 일반 검사가 군인 관련 사건들을 처리한다. 이들 나라에는 평시
에는 군사법원도 설치하지 않으며, 군 검찰관도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영국의 군 검찰은 군에 소속되어 있고, 그 구성원은 군 법무관들이나, 이들은
군의 명령 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다. 영국에서는 군 검찰이 될 만한 법적 자격 있는
군 장교들이 통상 기소 업무를 담당한다. 비록 군 검찰관들이 영국 군 검찰 조직을
구성하고 있기는 해도, 군 검찰은 군 내부의 명령 체계로부터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군 내 위계질서나 국방부로부터 군 검찰은 독립해 있다.
한편 흥미로운 나라는 폴란드이다. 폴란드에서 군 검찰은 군대 조직에 편입되지 않
고, 일반 검찰 조직에 속한다. 폴란드에서는 검찰권에 관한 최고 책임자는 법무부 장
관이며, 따라서, 모든 검사들은, 일반 검사이건, 군 검찰관이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되어 있다. 최고위직 군 검찰관이 검찰청 내의 군사부를 통제하는 데, 검찰청 내에서
의 그의 지위는 대검찰청 차장이다. 특이할 만한 것은 이 최고위직 군 검찰관은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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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 배속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는 그 업무와 관련하여 검찰총장과 국방부에 동시에
보고해야 한다. 국방부장관은 검찰총장의 협력 하에 공동으로 범죄의 예방 및 군기
및 군 질서의 유지를 위한 군 검찰당국의 임무에 대해 결정한다.
우리는 군사법원을 폐지하되, 군 검찰은 유지하는 방안을 선택하였으므로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모델 보다는 영국과 폴란드 모델에 더 주목하게 되는데, 특히 국방부
와 검찰청의 공동협력 아래 군 검찰 제도를 유지하는 폴란드 형 군 검찰제도를 우리
의 제도 설계에서 참고로 할 만하다고 본다.
군 검찰관은 당연히 국방부 소속이어야 하고 또한 군인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
지만, 폴란드 모델은 그것과 다른 제도 설계도 얼마든지 가능함을 확인시켜 준다.
군법무관 전역자들과의 면담을 통해서도 확인되었듯이 군법무관들, 특히 고위군법무
관들은 법률가라기보다는 군인에 가깝다. 군 검찰을 존치시킨다고 할 때,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평시․국내에서의 군 검찰의 독립이고, 군인이 아니라 법률가의 위상을
확보하는 군법무관(군검찰관) 제도의 설계이다. 외부와 연계된 군 검찰조직, 예컨대
인사권을 포함하여 검찰청의 통제를 받는 조직의 필요성은 군 검찰업무에 종사한 전
직 군법무관들의 의견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191)
따라서 군 검찰관 제도의 모델은 다음 두 가지 중에서 그 선택을 논의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제1안으로 영국형이다. 군 검찰관을 국방부에 소속시키되, 군 내부의 명령체계로부
터 독립시켜 운영한다.
제2안으로 폴란드형이다. 군 검찰관도 법무부에 소속시키되, 군 검찰관 중 최고위
직을 제2검찰차장으로 보임시켜, 이 제2차장의 지휘 아래 둔다. 군 검찰관은 국방부
에도 배속시켜 국방부장관도 이들에 대해 직무명령을 발할 수 있게 한다.
나) 이러한 제도설계가 전제가 된다면 군 검찰의 권한은 강화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강화된 군 검찰 권한을 견제하고 군 검찰에 대한 외부의 간섭을 줄이기 위해
군 형사사건의 경우 기소법정주의를 채택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군 검찰권의 강화를 통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첫째, 보다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한 군대 내 형사사건처리가 가능해져서 군대

191) 앞에서 서술한 Ⅴ.1, 13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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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의 질서를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음은 물론, 장병들의 인권보장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다.
둘째, 군대 내의 각종 비리사건에 대한 수사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검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이것은 사회적 요구인 군의 민주화, 군사행정의 투명화에 기여할 것이다.
다) 이와 같은 군 검찰권의 강화는 당연히 헌병에 대한 수사지휘권의 확보를 전제
로 한다. 현재와 같이 헌병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는 효율적이
고 적극적인 군 검찰권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다. 군 검찰의 헌병에 대한 수
사지휘권은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헌병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수사의 책임
과 권한을 명확히 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다.
라) 단기적으로 현행의 군 검찰조직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순정 군사범죄 이외의 사건(일반형사사건 및 단순군무이탈사건, 이른바 군 의문사 사
건을 포함한 군대 내 사망사건 등)에 대해서는 외부의 민간검찰과 연계하여 군 검찰
이 수사․기소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이른바 공동수사․공동기소제도를 도입한다든지,
군 검찰에서 전역한 이들 중 일부를 민간검찰에서 재임용하여 이들에게 위의 사건들
을 처리하게 한다든지, 군 검찰과 민간검찰간의 인사교류를 실시하여 양자간의 유기
적 협조를 가능케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국방부 직할 산하단체의 경우, 그 소속 직원들이 민간인 신분이어서 군 수사
기관의 수사대상이 아니고, 또 민간기관도 국방부 소속기관에 대해서 수사하기를 꺼
려 결국 아무도 수사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한다. 이들에 대한 견제를 위해
서라도 단기적으로는 군과 일반 검찰조직의 공동수사․공동기소제도가 필요하다.
3) 헌병제도 - 수사헌병의 분리 독립과 수사의 전문성 제고
가) 헌병은 수사전문헌병과 일반행정헌병(경호, 시설경비 및 영내 질서유지, 교통
사건처리 등을 담당하는 행정헌병)을 조직상 분리 운용한다. 수사전문헌병은 선발단
계에서부터 수사전문 요원으로 선발․양성함으로써 그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의 사건 수와 질에 비추어 단일한 수사헌병조직을 유지하는 것도 바람직
하다. 미국의 육군 범죄수사사령부(CID)와 같은 조직은 우리에게 훌륭한 시사점을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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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92)
나) 다만 이들 수사헌병조직을 어떻게 조직하며, 어디에 소속시킬 것인가 하는 문
제가 남아 있다. 이 문제는 군 검찰제도의 개혁과도 맞물려 있다.
우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수사헌병조직을 단위 부대의 지휘․명령계통에
서 독립된 기구로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미 기무부대가 그렇게 유지되고 있으
므로, 그러한 모델이 현행 군사조직에서 생소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수사헌병을 이원
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시스템과 달리 한국에서는 단위 부대 내에는 헌병부대
를 둘 필요는 없다고 본다. 미국은 전 세계에 자국의 부대를 파병하는 나라여서 중앙
의 헌병부대가 관할해야 할 영역이 매우 넓은 나라에 해당한다. 그러나 한국은 해외
파병이 잦지 않으며, 해외파병이 대규모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은 나라이다.
그러한 요소를 고려한다면 통합된 수사헌병부대만으로도 단위 부대 내 사건처리에
충분하다고 본다. 물론 일반헌병은 단위 부대별로 설치할 수 있고, 이 행정헌병부대
가 경우에 따라서는, 독일의 예에서처럼 사건현장에 대한 초등대응(예컨대 현장에 대
한 접근통제 및 현장훼손방지)을 할 수 있도록 제도설계를 하면 된다. 즉, 한국에서는
미국처럼 수사헌병을 이원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그 다음 이렇게 통합하고 구조 조정된 수사헌병 조직을 어디에 소속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으나, 일단 중․단기적으로는 국방부에 직속시키는 것이 현실적
이라고 본다. 다만 통합된 수사헌병의 권력화를 방지할 장치도 아울러 마련해두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군 검찰조직의 개혁에 연계하여 수사헌병조직 전체를 군 검찰조
직과 통합하거나 수사헌병의 권한을 민간경찰이 넘겨받는 형태의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여성 수사헌병인력의 충원
군 사법제도 개혁시 고려해야 할 요소로 '여성병력의 증가‘를 빠뜨릴 수 없다. 실제
로 우리나라에서도 여성 병력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계속 될 것으로 보
인다. 직장 내 여성에 대한 성희롱, 성폭행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군대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군대내 성범죄를 수사할 여성 수사헌병의 충원도 필요하다고

192) 자세한 내용은 부록-6 미국의 군 사법제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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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
4) 법무참모 - 법무참모기능의 순화, 순수한 법적 자문기구로 명문화
사법권의 독립은 사법을 담당하는 모든 부서에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군 사법제
도에서도 군 판사와 군 검찰관의 독립을 보장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법무참모 또한
사법임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는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법무참모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무참모의 지위를 군사법원법 혹은 ‘법무참모 등 군 법무직 종사자의
지위와 권한에 관한 법률’(가칭) 등의 법률에서 규정해야하며, 지휘관으로부터 영향력
을 차단하는 장치도 필요하다.
현재 법무참모는 기본적으로 지휘계선에 속하여 지휘관을 보좌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지휘관은 군사작전을 수행하거나 부대를 운영하는 데에는 전문가일 수 있으나
법률적 문제에까지 전문가일 수는 없다. 따라서 지휘권의 적법한 행사(대표적으로 징
계권의 행사)와 부대 운영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에 대한 조언자로서 법무참모는 그
존재의의가 적지 않다. 또한 군 사법제도를 통하여 지휘관의 부하대원이 소추되는 경
우에 사건의 진행에 대한 지휘관의 관심도 부대 운영의 측면에서 경시할 수 없는 요
소이다.
법무참모에 대해서는 이러한 순수한 의미에서의 참모적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바
람직하며 동시에 군 사법제도와 관련된 영역에는 개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지휘관의 확인조치권 폐지
지휘관의 확인조치권은 폐지한다. 군사법원에 대한 상급행정기관에 불과한 관할관
에 대하여 재판 자체의 확인조치권을 인정하거나 대통령의 사면권 같은 감형권을 인
정하는 것은, 이것이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어 위헌의 소지가 높다. 특히, 전시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 아닌 평시의 경우에는 그 위헌성은 더욱 커진다.
지휘관의 확인조치권은 국제인권법의 관점에서도 문제가 된다. 예컨대 유럽인권법
원은 “구속력 있는 판결은 사법부만이 변경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사법제도의 본
질에 속한다”고 판결(Morris v. United Kingdom, 2000)하였음에 유의해야 한다.
확인조치권을 정당화하는 측에서도 평시 일반범죄에 대하여는 확인조치권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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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없다고 이해하고 있다. 이런 사안에서는 군사적 특수성이 반영될 여지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본문에서 본 것처럼 평시 군사재판사건은 징계벌로 처리할 수
있는 군무이탈죄 등을 제외하면 일반범죄의 비중이 더 높으므로 지휘관의 확인조치
권을 폐지한다고 해서 군 지휘권 행사에서 큰 어려움이 발생하리라고는 보지 않는다.
실제로 확인조치권의 행사를 정당화하는 사유로 “군무이탈은 2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형량이 너무 무겁다. 따라서 지휘관이 확인조치권을 행사해야 한다.”
는 식의 논리가 자주 제기되는데, 군무이탈과 같은 단순군기사범의 비형사범화를 추
진하는 한편, 문제가 많은 확인조치권은 곧바로 폐지한다면 군형법 및 군사법원법 개
혁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그밖에 군사재판이 일반형사재판에 비해 형량이 높다고 한다면 시대에 맞지 않는
군형법상의 구성요건과 형량부분을 개혁하는 것이 정도(正道)라고 본다. 잘못된 법률
을 잘못된 제도로 보완하는 것은 옳지 않다.
국방부의 개선안에는 지휘관이 확인조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도록
하겠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 일을 하는 것은 법무참모일 것이고, 실제로도 그런
식으로 업무처리가 된다면 확인조치권 제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실제적인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견된다.
다만 확인조치권은 폐지하되, 순정군사범죄사건에 한해 지휘관이 재판부에 ‘탄원서’
형식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
6) 현행 군 사법관련 조직과 인원의 재편
단기적으로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현행 군 사법제도하에서의 군법무관들
은 그대로 군검찰로 재편될 수 있다고 본다. 현재와 같은 소수의 군법무관만으로 수
사와 관련된 지휘를 효율성 있게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현재의 군 판사를 포
함한 모든 군법무관을 수사인력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현재의 육,
해, 공군으로 구성된 법무조직을 단일한 법무조직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현재 군법무관을 법무참모로서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별도의 병과를 신설
하거나 단일한 법무조직의 창설을 전제로, 군법무관이 법무참모로 복무한 군(육, 해,
공군 중의 하나)에서는 군검찰로서 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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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인권침해 방지책 마련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군사법원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권보장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
지 않다는 것이 설문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는 무엇보다 수사헌병을 비롯한 관련자들
은 물론 피의자․피고인․수용자들의 인권의식 부족 혹은 군대내 인권침해에 대한
별도의 구제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에 기인한다.
인권침해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데, 군 수사 및 재판기관에 의한 인
권침해의 경우에도 사정은 동일하다. 군 수사기관 등에 의한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
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법절차를 준수하고 인권
감수성을 키우는 교육이고 다른 하나는 변호인이 초기단계부터 수사과정에 참여하여
인권침해행위를 사전에 견제하고 예방하는 것이다.
우선 교육이다. 인권교육은 수사헌병을 비롯한 관련자들은 물론 일반 장병들에 대
해서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수사헌병의 인권교육개선을 위해서는 현행의 헌병
교육과정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고, 피의자에 대한 반말
사용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잘못된 의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인권감수성 교육
이 수사실무교육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수사실무교육에서는 법절차의 준수를 가능
하게 하는 실제적인 법률교육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수사헌병에 대한 실무
교육에서는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높은 구체적인 상황을 상정하고 그에 대한 대처방
법을 교육하는 ‘현장 시뮬레이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다음 변호인의 수사과정 참여확대를 통한 사전예방이다. 일반 수사절차에서도 변호
인의 입회권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군 수사과정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보장
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수사의 초기단계부터 변호인이 입회할 수 있게 하려면
먼저 피의자에 대한 권리고지부터 철저히 해야 한다. 아직은 피의자에 대한 권리고지
가 완전하지 않은 실정을 고려할 때 권리고지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는 것은 수사과
정에 대한 절차적 통제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밖에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제안으로 두 가지 정
도를 제시해 보겠다.
첫째, 수사와 재판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반 범죄수사절차상
의 피의자 인권침해방지방안을 기본적으로 군 수사 및 재판과정에도 철저히 관철시
키되, 그 이외에 군이라고 하는 폐쇄적 사회에서만 빈발하는 수사 및 재판관행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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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을 아울러 시정해야한다. 예컨대 대부분의 피의자가 영내에 머무르고 있는 군
대에서는 임의동행을 이용한 강제연행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도입된 체포영장
제도가 쉽게 정착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하고, 그러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군대 내에서의 임의동행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임의동행의 이유와
목적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채 이루어지는 임의동행에 대한 피의자인
장병의 두려움은 민간에서의 그것보다 훨씬 심각한 인권침해로 이해될 수 있음을 잊
지 말아야 한다.
둘째, 군 영창의 운영과 관리를 개선함으로써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방
지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현재 사단급 부대에 설치되어 있는 군영창은 아직까지 그
시설이 매우 낙후되어 있어 장병들의 기본적인 인권보장에 부족함이 많다. 매월 1회
씩 하도록 되어 있는 군검찰관의 영창감찰은 대부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군
영창내의 인권침해를 감시, 감독해야 할 역할을 충실히 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고 한다.193) 아울러 영창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와 미결수가 수용되는데, 민간의 경
우에는 경찰에서 검찰로의 사건송치시 신병도 인도되어 검찰에서 운영하는 구치소로
이감되는데 반하여, 군에서는 모두 헌병대에서 운영하는 영창에서만 관리하여 이를
군검찰이 제대로 감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양록 작성 등의 명분으로 군검찰에
서의 수사상황도 헌병에서 파악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194) 사건이 군 검찰에 송
치된 이후에도 헌병이 ‘영창관리’라는 통로를 통해 사실상 자유로운 수사가 가능한
현재의 상황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에 큰 제약이 되고 있으므로, 사건이 군 검찰로
송치된 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헌병이 ‘관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장
기적으로는 수사전문헌병과 일반행정헌병을 조직적으로 분리시켜 일반행정헌병이 영
창을 관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군 검찰로 송치된 자는 임시
적으로 군 검찰 소재지에서 가장 가까운 구치소에 수감하거나, 군단급 단위로 ‘설치
할 수 있을’ 형사피의자 전용 영창에 수감해야 할 것이다.

라. 향후 연구가 필요한 과제 - 군 징계절차의 개선방안 연구

193) 이행규, 앞의 글. 12면.
194) 김경환, 앞의 글,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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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우리 연구팀은 군 징계벌에 의한 군 형벌의 대체를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군사형법분야에서의 이른바 비범죄화를 주장한 셈이다. 다만 그러한 주장이 실천적으
로도 의미를 가지려면 군 징계절차 자체의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영창처분을 중심으로 현행 징계법의 문제점을 간단히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제도는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영창처분을 받게 될 위반행위의 구성요
건이 법률로 규율되지 않아 영창처분이 오로지 지휘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경범
죄처벌법이 구류를 과할 대상으로서 범죄의 내용을 자세하게 세분해 놓은 것과 대비
된다. 둘째, 현행 제도는 적법절차,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징계절차의 개시, 징계절
차가 개시되었을 때 징계권자가 취해야 할 조치들(징계혐의사실의 확인, 당사자에게
징계혐의사실 통지 등)과 관련한 규정은 없다. 한편 현재 군법무관이 징계 절차에 관
여하고는 있으나 입창은 군 판사에 의한 군 형사재판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셋째, 현행 제도는 이중처벌금지의 기본정신에 배치될 여지가 있다. 징계입
창이 실질적으로는 형벌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는 징계처분인 결과 벌금 등 형
벌을 받고도 재차 입창처분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195) 넷째,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법관의 간여가 전혀 없이 일선 지휘관에 의해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
한편, 군 징계절차에 대하여는 소위 징계항고권이 인정되고 있으나 이러한 징계항고
권이 있다고 하여도 징계 당시 피징계자에게 충분히 고지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일반 병이 그러한 권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경우도 매우 드물고, 나아가 알고
있다 하더라도 군 조직의 특성상 이를 자신에게 징계를 가한 지휘관을 상대로 행사
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현실적으로도 징계항고권은 사실상 전혀 이용되
고 있지 않다.196) 나아가 징계를 받은 병사가 불복방법으로서 재판을 선택하는 것은

195) 헌법재판소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관계에 대해 판단하면서 “양자는 목적․기능이
중복되는 면이 있어 병과 하는 경우 이중처벌금지의 기본정신에 배치될 여지가 있다”(헌재
1994. 6. 30. 선고 92헌바38 전원재판부 결정)고 판단했는데, 이러한 판단은 형벌과 징계입
창에도 그대로 타당하다고 본다.
196) 2000년과 2001년 징계를 받은 2만2938명 가운데 징계항고권을 행사한 사병은 단 한명이
었다. 지휘관이 명령한 징계에 대해 항고한다는 것은 군대생활에서 제 무덤을 파는 짓이기
때문이다. 한겨레21, 특집기사 ｢살 떨리는 말 “너 영창 갈래?”｣, 2003년01월15일 제443호,
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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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포괄적․전면적 지배권에 복종해 지내는 군인의 특성을 감안할 때 기대하기
어렵다.
제3장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과 평가 중 제5절 ‘국방부 개선안에 대한 평가’ 부분에
서우리 연구팀은 이미 현행 징계절차와 관련한 비판을 간단히 개진한 바 있다. 즉,
국방부에 따르면 “징계결과 입창이 결정되면 이에 대해 법무장교가 확인 심사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정한다”고 되어 있지만 징계절차야 말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부분인데 “징계결정에 대한 법무장교의 확인 심사권만 추가한다고 하여 징계절차가
제대로 실시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우리의 상황에서 보다 근본적으로 필요한 문제는 징계요건의 법정(法定)과
징계절차의 사법절차화(司法節次化)이다. 우리 헌법 제12조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일체의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2조의 규정
은 군 징계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헌법의 취지에 맞게 군 징계에 대해서도
적법절차의 실체적, 절차적 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징계절차는 반
드시 사법절차로 재구성되어야 한다.197) 이를 위해 현재의 군 인사법에서 징계부분을
분리 독립시켜 별도로 군 징계법을 제정해야 한다. 징계절차 및 징계법의 개혁논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아 부록-7에 “군 징계절차에 대한 비교법적 자료”를 수록하였다.

197) 주로 사용되는 징계인 영창제도와 헌법상 영장주의, 적법절차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최정
학, ｢군 영창제도의 법적 문제점｣, 공익과 인권(창간호) ,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공
익과 인권법 센터, 2004. 2, 63면 이하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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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논문들은 시각에서 문제가 많다. 군 범죄수사의 효율화라는 관점에서 이 사안
을 다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법제도 내에서 군 사법제도가 차지하는
위상을 점검하려는 시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반면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려는 연구도 없지는 않다.
이행규, “군사법제도의 개혁을 위한 제언”(민변/ 천주교인권위, 군의문사 해결을 위
한 공개토론회 자료집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2003.6.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http://minbyun.jinbo.net), 일반자료실 244번, 2003.7.1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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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인권위원회/민주주의 법학연구회, 군대내 인권실태 및 그 개선방안마련을 위
한 기초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02)
그러나 종합적이고 또한 비교법적인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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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군 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설문지198)
1

UNIT
No.
2 1 2

군 사법절차상 피의자 인권실태에 관한 조사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조사는 ‘군 사법제도 운영 및 인권침해 현황 실태조사’ 연구의 일환으로 군 사법절차에서 피의자
혹은 피고인의 인권보장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향후 군 사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
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의 있고 솔직한 응답이 귀중한 자료이니 다소 번거롭더라도 성심성의껏 답해 주시길 부탁드
립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응답내용은 무기명이므로 비밀이 절대 보장되며 통계 처리하여 학술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입니다.
연구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3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www.humanrights.go.kr)
ꂕ 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16번지 금세기빌딩

울산대학교
(www.ulsan.ac.kr)
ꂕ 680-749 울산시 남구 무거2동 산29번지

응답 요령은 ‘___’에는 체크( )를, ‘(
)’안에는 글자를 써넣으시면 됩니다. 응답하기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는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을 적어주십시오.
본 조사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십시오
ꂕ 680-749 울산시 남구 무거2동 산29번지 울산대학교 법학과 이 계수 교수 연구실
전화 : (052) 259-2883 이-메일 : ksyi@mail.ulsan.ac.kr

198) 여기에서의 설문지는 그 내용은 동일하지만, 실제로 사용된 설문보다는 축소하여 편집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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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자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체크(
1. 학력

) 또는 직접 기입하십시오.

① 고졸미만 ② 고졸 ③ 대재(전문대 포함) ④ 대졸(전문대 포함) ⑤ 대학원 이

상
2. 체포당시계급

①병

② 부사관

③ 장교

3. 죄명
① 군기 관련범죄(군무이탈, 상관면전모독 등과 같이 군인이기 때문에 범죄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죄명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

)

② 일반사범(살인, 폭행, 도로교통법위반 등과 같이 군대 밖에서도 범죄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죄명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

)

4. 기결수 (재판에 의하여 형이 확정된 분) /미결수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 않았거나 재판중인 분)
① 기결수 (

)

② 미결수 (

)

5. 선고형량 (기결수만 대답해주세요)
① 6개월 이하(6개월 포함)

② 6개월에서 1년 이하(1년 포함)

③ 1년에서 3년 이하(3년 포함)

④ 3년을 넘는 기간

⑤ 기타 (

)

■ 다음은 체포와 구속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귀하에 해당하는 것에 체크( )하십시오.
<문 1> 누가 귀하를 체포하였습니까?
① 헌병 ② 기무 ③ 군검찰 ④ 민간 경찰 ⑤ 국가정보원 직원 ⑥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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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2> 귀하께서는 어떻게 체포되셨습니까?
① 영장에 의한 체포

② 긴급체포

③ 현행범 체포

④ 임의동행 후 체포

<④번에 해당하는 분만 답해 주십시오>
<2-1> 임의동행시 체포하는 사람이 자신의 소속과 신분을 밝혔습니까?
① 밝혔다

② 밝히지 않았다

<2-2> 임의동행시 동행 이유와 목적을 설명 받으셨습니까?
① 설명하였다

② 설명하지 않았다

<문 3> 귀하께서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제시받으셨습니까?
① 받았다.

② 받지 못했다.

<문 4> 체포 또는 구속될 때 체포 또는 구속하는 사람이 자신의 소속과 신분을 밝혔습니까?
① 밝혔다.

② 밝히지 않았다.

<문 5> 귀하께서는 체포 또는 구속될 때 피의자의 권리를 고지 받으셨습니까?
① 받았다.

② 받지 못했다.

<①번에 해당하는 분만 답해 주십시오>
<5-1> 다음 중 고지를 받은 피의자 권리는 무엇입니까? (모두 표기)
① 변호사 선임권

② 묵비권 혹은 진술거부권

③ 소명할 기회를 가질 권리

<5-2>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고지 받으셨습니까?
① 체포 또는 구속 당시에 받았다. ② 체포 또는 구속 이후 조사 받을 때에 받았다.
③ 고지 받지는 못했으나 신문조서에 써 있는 것을 보고 알았다. ④ 받지 못했다
<5-3>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혹은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도 귀하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는 내용을 고지 받으셨습니까?
①예

②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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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6> 귀하께서는 체포 또는 구속시 귀하가 체포 또는 구속되는 이유와 범죄사실의 요지를 구두
(말)로 고지 받으셨습니까?
① 체포 또는 구속 당시에 받았다.

② 체포 또는 구속 이후 조사 받을 때에 받았다.

③ 고지 받지는 못했으나 신문조서에 써 있는 것을 보고 알았다.

④ 받지 못했다.

<문 7> 귀하의 가족들에게 군사법경찰(헌병, 기무 등) 또는 군검찰(검찰관 등)이 귀하의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체포 또는 구속 시기, 장소 등에 대하여 통지하였습니까?
① 하였다.

② 하지 않았다.

③ 모르겠다.

<문 8> 귀하께서는 체포 또는 구속과정에서 군사법경찰(헌병, 기무 등) 혹은 군검찰(검찰관 등)의
부적절한 행위로 부상을 당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 중대한 부상을 입었다.

②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③ 통증을 느끼는 신체접촉만 있었다.

④ 부상 혹은 통증이 전혀 없었다.

<문 9> 귀하께서는 구속영장청구시 군사법경찰(헌병, 기무 등) 혹은 군검찰(검찰관 등)로부터 피의
자에게는 구속영장실질심사 청구권이 있음을 고지 받으셨습니까?
① 받았다.

② 받지 못했다.

<문 10> 귀하께서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청구하셨습니까? 구속영장 실질심사란 영장이 청구될 당
시에 구속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법원에 심사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① 했다.

② 하지 않았다.

<②번에 해당하는 분만 답해 주십시오>
<10-1> 청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구속영장 실질심사 청구가 가능한지 알지 못했다
② 청구하려 했으나 군사법경찰(헌병, 기무 등) 혹은 군검찰(검찰관 등)의 제지로 하지 못했다
③ 청구하려 했으나 군사법경찰(헌병, 기무 등) 혹은 군검찰(검찰관 등)이 소용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④ 청구해도 소용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⑤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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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1> 귀하께서는 체포・구속적부심을 청구하셨습니까? 체포・구속적부심이란 체포 또는 구속된
이후에 법원에 체포나 구속이 적법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해달라고 하여 석방하게 하는 제
도입니다.
① 청구하였다.

② 청구하지 않았다.

<②번에 해당하는 분만 답해 주십시오>
<11-1> 청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구속영장 실질심사 청구가 가능한지 알지 못했다
② 청구하려 했으나 군사법경찰(헌병, 기무 등) 혹은 군검찰(검찰관 등)의 제지로 하지 못했다
③ 청구하려 했으나 군사법경찰(헌병, 기무 등) 혹은 군검찰(검찰관 등)이 소용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④ 청구해도 소용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⑤ 기타 (

)

<문 12> 귀하께서 체포, 구속된 후 군사법경찰(헌병, 기무 등) 혹은 군검찰(검찰관 등)이 귀하에게
족쇄, 자물쇠 달린 쇠사슬을 채운 적이 있습니까?
①예

② 아니오

<문 13> 귀하께서는 이번 사건으로 군사법경찰(헌병, 기무 등) 또는 군검찰(검찰관 등)로부터 알몸
수색을 당하신 적이 있습니까? (교도소제외, 영창포함)
①예

② 아니오

<①번에 해당하는 분만 답해 주십시오>
<13-1> 수색방법과 관련하여 경험하신 일을 모두 체크(

)하여 주십시오.

① 알몸수색 과정에서 헌병 등의 손 등이 몸에 닿는 등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
② 성기 혹은 항문 등과 같은 신체 부위에 대한 신체 검사가 이루어졌다
③ 수색과정에서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말을 들었다.
④ 알몸수색시 다른 피의자와 함께 받았다.
⑤ 기타 수색과정에서의 부당한 대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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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은 군사법경찰(헌병, 기무 등)의 수사과정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귀하에 해당하는
것에 체크( )하십시오.
<문 14> 귀하는 이번 사건으로 어느 기관에서 수사를 받으셨습니까? 수사를 받은 곳을 모두 고르시오.
① 군사법경찰(헌병, 기무 등)

② 군검찰(검찰관 등)

③ 민간경찰

<문 15> 귀하께서는 군사법경찰(헌병, 기무 등)의 수사과정에서 군사법경찰의 부적절한 행위로 부
상을 당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 중대한 부상을 입었다.

②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③ 통증을 느끼는 신체접촉만 있었다.

④ 부상 혹은 통증이 전혀 없었다.

<문 16> 귀하께서는 군사법경찰(헌병, 기무 등)의 수사과정에서 반말, 무시하는 말, 욕설, 폭언 등
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① 매우 심하였다.

② 약간 있었다.

③ 거의 없었다.

④ 전혀 없었다.

<문 17> 귀하께서는 군사법경찰(헌병, 기무 등)의 수사과정에서 고문, 폭행, 협박, 성폭력(성추행)
등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① 매우 심하였다.

② 약간 있었다.

③ 거의 없었다.

④ 전혀 없었다.

<문 18> 귀하께서는 음식물이나 물을 먹지 못하게 하는 상태 혹은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상태에
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매우 심하였다.

② 약간 있었다.

③ 거의 없었다.

④ 전혀 없었다.

<문 19> 귀하께서는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을 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군사법경찰(헌병, 기무 등)
로부터 고지받으셨습니까?
①예

②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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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군검찰(검찰관 등)의 수사과정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귀하에 해당하는 것에
체크( )하십시오.
<문 20> 귀하께서는 군검찰(검찰관 등)의 수사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로 부상을 당하신 적이 있습
니까?
① 중대한 부상을 입었다.

②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③ 통증을 느끼는 신체접촉만 있었다.

④ 부상 혹은 통증이 전혀 없었다.

<문 21> 귀하께서는 군검찰(검찰관 등)의 수사과정에서 군검찰로부터 반말, 무시하는 말, 욕설, 폭
언 등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① 매우 심하였다.

② 약간 있었다.

③ 거의 없었다.

④ 전혀 없었다.

<문 22> 귀하께서는 군검찰(검찰관 등)의 수사과정에서 고문, 폭행, 협박, 성폭력(성추행) 등을 당
한 적이 있습니까?
① 매우 심하였다.

② 약간 있었다.

③ 거의 없었다.

④ 전혀 없었다.

<문 23> 귀하께서는 군검찰(검찰관 등)의 수사과정에서 음식물이나 물을 먹지 못하게 하는 상태
혹은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매우 심하였다.

② 약간 있었다.

③ 거의 없었다.

④ 전혀 없었다.

<문 24> 귀하께서는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을 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군검찰(검찰관 등)로부터
고지받으셨습니까?
①예

②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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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재판과정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귀하에 해당하는 것에 체크( )하십시오.
<문 25> 귀하께서는 군사법원의 재판과정이 공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공정했다.

② 비교적 공정한 편이었다.

④ 다소 불공정한 편이었다.

⑤ 매우 불공정했다.

③ 보통이다.

<④, ⑤번에 해당하는 분만 답해 주십시오>
<25-1> 재판과정이 불공정하였다면 왜 그렇습니까?(2개 선택 해주십시오)
①
②
③
④
⑤

다른 사람에 비해 처벌이 불공평했다.
재판정 분위기가 고압적이어서 심리적으로 위축되었다.
변호인이 성의 없이 변호를 하였다.
지휘관의 압력이 작용하였다.
기타(
)

<문 26> 귀하께서는 재판과정에서 억울하거나 가혹한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①예

② 아니오

<①번에 해당하는 분만 답해 주십시오>
<26-1> 재판과정에서 당한 억울하거나 가혹한 일은 무엇입니까?(2개만 선택해주십시오)
① 폭행이나 폭언을 당했다.

② 하고 싶은 말을 못하게 했다.

③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다.

④ 저지른 잘못에 비해 너무 무거운 형벌을 선고받았다.

⑤ 제대로 변호를 받지 못했다.

⑥ 기타(

)

<문 27> 귀하께서는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병이냐 간부(장교・부사관)냐에 따라 형량이 다
르게 선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다르다

② 조금 다르다

③ 별 차이 없다

④ 똑같다.

<문 28> 귀하께서는 각개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군판사로부터
고지 받으셨습니까?
①예

②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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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변호인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귀하에 해당하는 것에 체크( )하십시오.
<문 29> 귀하께서는 변호인을 선임하셨습니까?
①예

② 아니오

<①번에 해당하는 분만 답해 주십시오>
<29-1> 귀하의 변호인은 누구였습니까?
① 변호사(사선변호인)
② 군법무관
③ 기타
<29-2> 변호인에 대한 귀하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① 매우 만족

② 약간 만족

③ 보통

④ 약간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문 30> 귀하께서는 변호인 접견 혹은 연락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예

② 아니오

<문 31> 변호인 접견시 군사법경찰(헌병, 기무 등) 또는 군검찰(검찰관 등)이 입회한 적이 있습
니까?
① 입회하지 않았다

② 들리지는 않지만 보이는 거리 내에 있었다

③ 가까이에서 대화내용을 들었다

④ 대화내용을 기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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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심판관과 관할관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귀하에 해당하는 것에 체크( )하십시
오.
<문 32> 군사법원법상 법관 자격이 없는 현역 군인이 심판관으로 재판에 참여합니다. 귀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①예

② 아니오

<문 33> 심판관이 참여함으로써 귀하의 재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② 별 다른 영향이 없었다.

③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④ 모르겠다.

<문 34> 귀하의 재판결과에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부터 3개를 골라 주십시오) (

)―(

)―(

① 군사법경찰(헌병, 기무 등)의 수사결과

② 군검찰(검찰관 등)의 수사결과

③ 변호인의 변호

④ 군판사의 견해

⑤ 심판관의 견해

⑥ 관할관(사단장, 군단장)의 견해

⑦ 기타(

)

)

<문 35> 귀하께서는 판결에 대하여 관할관(사단장, 군단장)이 확인조치권(유죄판결을 확인하고 형
을 경감시켜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까?
①예

② 아니오

<문 36> 귀하께서는 관할관(사단장, 군단장)에 의해 형을 경감받았습니까?
①예

② 아니오

<문 37> 귀하께서는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병이냐 간부(장교・부사관)이냐에 따라 관할관(사
단장, 군단장)의 감형의 내용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다르다

② 조금 다르다

③ 별 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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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모르겠다

<문 38> 귀하께서는 관할관(사단장, 군단장)의 확인조치권(유죄판결을 확인하고 형을 경감시켜줄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필요하다.

② 약간 필요하다.

④ 약간 불필요하다

⑤ 매우 불필요하다.

③ 그저 그렇다

<①, ②번에 해당하는 분만 답해 주십시오>
<38-1>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형이 줄어들기 때문에
② 지휘권의 확립을 위하여
③ 지휘관이 군 내부의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④ 기타 (

)

<④, ⑤번에 해당하는 분만 답해 주십시오>
<38-2> 필요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지휘관에 의한 재판 간섭을 막기 위하여
② 군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③ 지휘관이 권한을 남용하기 때문에
④ 군인도 민간인과 동일한 재판을 받아야 하므로
⑤ 기타 (

)

<문 39> 귀하께서는 지휘관이 귀하의 사건의 수사과정 혹은 재판과정에 영향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
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별 영향이 없었다.

④ 전혀 영향이 없었다.

<①, ②번에 해당하는 분만 답해 주십시오>
<39-1> 만약 지휘관이 귀하의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면, 가장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한 단계
부터 적어 주십시오.
(

)→(

)→(

)→(

① 군사법경찰(헌병, 기무 등)의 수사단계

② 군검찰(검찰관 등)의 수사단계

③ 보통군사법원의 재판단계

④ 고등군사법원의 재판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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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은 교도소 수용 중 헌병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귀하에 해당하는 것에 체크( )하십시오.
<문 40> 귀하께서는 교도소 수용 중 헌병의 부적절한 행위로 부상을 당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 중대한 부상을 입었다

②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③ 통증을 느끼는 신체접촉만 있었다

④ 부상 혹은 통증이 전혀 없었다

<문 41> 귀하께서는 이번 사건으로 교도소에 처음 들어올 때 헌병으로부터 알몸수색을 당하신 적
이 있습니까?
①예

② 아니오

<①번에 해당하는 분만 답해 주십시오>
<41-1> 수색방법과 관련하여 경험하신 일을 모두 체크(

)하여 주십시오.

① 알몸수색 과정에서 헌병 등의 손 등이 몸에 닿는 등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
② 성기 혹은 항문 등과 같은 신체 부위에 대한 신체 검사가 이루어졌다
③ 수색과정에서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말을 들었다.
④ 알몸수색시 다른 피의자와 함께 받았다.
⑤ 기타 수색과정에서의 부당한 대우 (

)

<문 42> 귀하께서는 교도소 수용 중 헌병으로부터 반말, 무시하는 말, 욕설, 폭언 등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① 매우 심하였다.

② 약간 있었다.

③ 거의 없었다.

④ 전혀 없었다.

<문 43> 귀하께서는 교도소 수용 중 고문, 폭행, 협박, 성폭행(성추행) 등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매우 심하였다.

② 약간 있었다.

③ 거의 없었다.

④ 전혀 없었다.

<문 44> 귀하께서는 교도소 수용 중 헌병이 간부(장교・부사관)와 병을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있다
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④ 별로 그렇지 않다.

② 조금 그렇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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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통이다.

■ 다음은 기타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에 해당하는 것에 체크( ) 혹은 직접 기입
해 주십시오.
<문 45> 귀하께서는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위의 각 단계별로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었는지 구체
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① 군사법경찰(헌병, 기무 등)의 수사단계 (약___________시간 또는__________ 일)
② 군검찰(검찰관 등)의 수사단계 (약___________ 일 또는 ____________개월)
③ 군사법원에서 재판단계 (약___________ 일 또는 _____________개월)
④ 구속 후 첫 재판이 열리기까지 걸린 시간 (약__________일 또는 _____________개월)

<문 46> 귀하께서는 군사법경찰(헌병, 기무 등)이 아닌 민간경찰로부터 수사를 받았다면, 수사결과
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내게 유리한 쪽으로 달라졌을 것이다.

② 별 차이 없었을 것이다.

③ 내게 불리한 쪽으로 달라졌을 것이다.

<문 47> 귀하께서는 군검찰(검찰관 등)이 아닌 민간검찰로부터 수사를 받았다면, 수사결과가 달라
졌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내게 유리한 쪽으로 달라졌을 것이다.

② 별 차이 없었을 것이다.

③ 내게 불리한 쪽으로 달라졌을 것이다.

<문 48> 귀하께서는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면, 재판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
고 생각하십니까?
① 내게 유리한 쪽으로 달라졌을 것이다.

② 별 차이 없었을 것이다.

③ 내게 불리한 쪽으로 달라졌을 것이다.

<문 49> 귀하께서 군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

※ 설문에 성실히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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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군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한 군교도소 설문응답자들의

기타 의견(초록)
1. 재판결과가 군판사, 재판관의 개인적인 의견들로만 결정되는데,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느냐보다 결과만 가지고 따지는 것 같습니다.
2. … 중사(검찰관)이 나에게 5년 이상 교도소에서 썩을 것이라면 협박하였다.
교도관이란 타이틀을 앞세워 수련생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3. 관할관 제도의 폐지와 신분별(병・간부) 재판 결과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장교수련생의 민간 교도소 이감은 군사보안이유로 이
감 불가는 사유가 안된다고 생각한다.
4. 사법제도는 큰 문제가 없지만 육군교도소의 처우(TV시청의 자유, 장기・바둑
의 자유, 신문구독의 자유)등의 개선이 많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도와주십시오.
5. 육군교도소 내에 기술교육장이라는 명칭의 노역장이 있는데 제가 지켜본 바
로는 지휘관 임의로 누구는 노역장으로 보내 일을 하게하고 누구는 노역을 시키
지 않는 차별이 있습니다.
6. 군사법제도는 중요하지만, 올해 초 여군장교는 민간교도소로 이감을 간 경우
가 있으므로 장교재소자의 이감에 관한 법률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
리고 불합리한 교도소 내의 처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 보통군사법원에 사정에 따라 1심 공판이 소요되는 시간이 많은 차이가 있어
미결수용자에 한해 무죄추정의 원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피의자들이 많
은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8. 재판시 병・간부와 평등하게 대하고 형에 따라서 다르게 처우를 해주시기 바
랍니다.
9. 군영창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10. 공정한 제도로 모든 걸 판단했으면 좋겠다.
11. 너무 기회를 주지 않고 군사법에 얽매여 재판을 하는 것 같다.
12. 사실 확인을 하여 판결하고 괘씸죄를 적용하지 말기를 바람. 사실이 아닌데
도 인정하는 군사법재판은 문제가 많으며 사실을 확인하여 최소한 괘씸죄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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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13. 이런 곳에 자주 방문해 주셔서 저희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14. 영창 수용시설의 차별점, 재판 도중 재판장의 불성실한 태도
15. 군무이탈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의지보다는 지휘관의 소견서에 너무 치중합
니다.
16. 구속이후 실형을 받았을 때 그 후의 상황이나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었으면
좋겠다
17. 항소를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18. 각 사단 영창에서의 처우가 너무 안 좋다. 민간교도소의 처우와 비교할 때
육군교도소의 처우가 미흡한 점이 있다고 이곳의 재소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취석물 차입에 관한 것으로 20대 초・중반의 원기왕성한 재소자가 내부보
인 이곳에서 취석물 차입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어려운 점입니다. 세
끼 밥만으로 생활한다는 게 쉽지가 않으니 이 점 깊이 고려해주십시오.
다음은 VTR 시청에 관한 것으로 VTR 시청에 대한 자유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토요일 저녁 영화를 보여주는 것도 최신 영화가 아닌 십 수 년 전의 지난 영화를
보여 줍니다. 그리고 재소자의 의향을 고려하지 않은 프로 선정 등 답답한 점이
많습니다.
다음은 여가활동에 관한 것으로 일과가 끝나면 장기나 바둑, 그리고 기타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재는 서예만 제
한적으로 실시되고 있지만 좀 더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장교제소자의 이감에 관한 것으로 남녀평등권에 위배되는 것 같습니다.
올 초 여군 장교는 민간교도소로 직접 이감을 갔는데 남자 장교는 국가보안법상
의 이유를 들어 이감을 제한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장교수련생의 이감에 대해서도
깊이 고려하여 주십시오.
19. … 민간 경찰에서 일반법원 재판을 받았다면 초범인 점과 합의했다는 이유
로 집행유예로 나갈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군관련의
죄가 아니라면 일반법원에서 재판받았으면 합니다. 이 곳 육군교도소에서 사소한
일도 진술서를 꾸미는 과정에서 정말 모멸감과 수치심이 일 정도의 욕설 및 협박
에 죽고 싶은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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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가혹행위 및 면회정지 등의 인권에 모욕을 당했다. 그리고 상처를 입었
다. 면회 오면 상처 밖에서 당했다고 그러라고 협박했다.
21. 죄를 짓고 여기에 있지만 재판 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한 달
늦게 받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 있으면서 죄를 용서를 구하기 위해 여기
에 있지만 그 죄 값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같은 인간으로써 사람으로 대한
교도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22. 변호사와 판사 간에 로비가 이루어지는 것 같다.
군 사법제도, 관할관제도 폐지해야 한다. 동일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형량이 관
할관과 신분(병・간부)에 따라 판이하게 다르다.
수용시설
1) 가석방 기준: 민간과 기준은 동일하게 상향되었으면 실제 적용이 되지 않으
며 형장궁구나 모범수용인가 등 이러한 노력과 틀림.
2) 장교 수용인의 민간교도소 이감
―군사보안의 이유로 이감불가는 타당한 이유가 되지 않음.
―장관급 이상의 군인 이상 큰 비밀을 알고 있지도 않으면 여장교는 민간교도
소 직접 이감하므로 평등권에도 위배.
23. 병과 간부(부사관 포함)의 재판에 있어서 내가 아는 대부분의 경우 간부가
훨씬 가벼운 형을 선고 받았고 또 구속 당시의 대우도 훨씬 좋다. 똑같은 죄를 짓
고 구속된 수련생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간부라는 위치는 주어진 권한 만큼 책임
도 따르는 위치니만큼 오히려 더 무거운 형을 선고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데 이게 무슨 차별인가?
24. 1심 때의 심판관을 고위 장교가 하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든다. 전문
적인 법률지식 없이 개인의 견해가 감정적으로 개입될 요지가 있다고 본다.
25. 뇌물 받는 법관을 없애 달라.
26. 인맥을 이용한 부당한 재판
27. 군사법제도에 대해 엄청난 문제점이 참으로 많다.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만
혹 차별과 무시 또한 엄청나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군사재판은 엉터리재판이다.
28. 구속된 후 검찰관이나 수사계(헌병)에서 조사를 받을 때 상당히 억압적입니
다. 예를 들어 묵비권을 할 수 있다. 고지 받고 조사 중 대답을 하지 않으면 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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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다고 욕설이나 폭언 그리고 내게 불리하게 만든다는 협박 등이 가해집
니다.
29. 영창에서 대부분의 근무자들은 그렇지 않지만 아직도 많은 근무자들이 반말
을 하고 있습니다. 반말하는 근무자가 없으면 좋겠다.
30. 너무 수사를 협박으로 한 것 같고 좀 편하게 수사를 해주었으면 하고 영창
에서 지내는 동안 근무자에게 반말을 듣고 큰소리도 듣고 죄를 지었지만 내가 왜
그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 이것도 달라져야 한다. 무시하지 말고 인간적으로
대해주었으면 한다.
31. 군의 특수한 조직상 명령에 의한 지휘관의 절대 권한이 있으며,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군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평정 작성시 진급 불가 판정시 차
후계급 진급 불가능함)
저의 경우도 지휘관 지시에 의하여 모든 행위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휘
관은 아무런 처벌이나 징계를 받지 않았다. … 헌병이나 검찰에 피의자가 요구한
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
32. 인맥을 이용한 부정한 재판입니다.
33. 국선변호사와 접견시 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라는 강요를 받았다.
34. 군의 재판에서 피해자가 있는 죄의 경우 합의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데 그
합의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와 합의를 볼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에 대해 고려해
주고 그것을 첨부하고 판결을 내린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35. 아무것도 없다. 단지 정당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36. 재판이 빨리빨리 진행되지 않는다.
37. 제 느낌이지만 피해자측과 재판관과의 재판에 관한 말이 오고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38. 군사재판은 법보다는 사회적인 영향력을 더 많이 치부하는 것 같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아무렇게 느끼지도 않는 사실을 밝혀 범죄 사실화한다. 사회에서는 피
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39. 이 곳에 오기 전 수사관들의 협박을 받은 적이 있는데 협박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수사관들이 실질심사청구를 두 번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하다.
40. 모든 것이 너무 형식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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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정확한 수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장 검증을 통해서…
42. 돈이 오가지 않는 정직한 군사재판이 되었으면 좋겠다.
43. 형확정에 대하여 형평성이 없다. 똑같은 죄로도 형량이 너무 판이하게 차이
가 난다. 형평성이 유지되기를…
44. 비리가 없었으면 좋겠다.
45. 작은 잘못이든 이런 입장에 있다고 얕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46. 군판사도 검찰관과 같이 피고인을 몰아세우는데 공정한 입장에서 판결했으
면 좋겠습니다.
47. 군검찰관의 조사시 격리된 곳이 아닌 트인 공간에서 겁 없이 조사를 받았으
면 합니다. 그리고 지휘관의 확인조치권을 없앴으면 합니다.
48. 국선 변호인도 사선 변호인처럼 이런 저런 사정을 알아보고 접견도 미리 미
리하고 준비한 상태에서 성의껏 변호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보통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열리기까지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 과
정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49. 교도관의 처우가 매우 불만족스럽습니다. 교도관과 헌병이 인격모독성 발언
을 수시로 하고 생리적인 현상조차 허락해 주지 않고, 대소변도 마음대로 못보게
합니다. 폭언을 하고 인권을 아예 무시합니다. 수용자의 말과 의견을 묵사해 버립
니다. 종교조차 마음대로 바꾸지 못합니다. 교도관과 헌병이 욕설을 자주합니다.
아무리 죄를 짓고 들어왔다고 하지만 이런 너무합니다.
50. 군단별 혹은 상비사단별로 설치된 군사법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수사관과
사선변호인과의 알선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을 경우(가족들이 외부 사선변호
인 선임)입니다만 교도소에 와서 보니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수사관들의 강요, 혹
은 알선, 기타 방법들을 동원하여 해당 조사법원과 연결된 변호사들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
51. 1심재판시 구금장소는 나를 수사하거나 체포했던 수사관이 근무하는 헌병대
영창이고, 그 헌병 수사관이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태에서 그 수사관이
사건을 조작할 경우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나. 장교나 군간부였다고 하여 사
회보다 중한 형을 받고, 가석방마져 공평치 않다면 ….
52.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할 정도로 재판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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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같지도 않는 자기들 마음인 것 같다.
53. 무엇보다도 관할관제도를 없애고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
54. 군법무관출신으로 구성된 심판부에서는 일반형법상 죄명으로 처벌받은 경우
민간재판 대비 상당히 불리한 재판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민간판사가 순회재판할
필요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

- 247 -

부록-4 헌병수사관 설문지199)
1

UNIT
2

1

No.
2

수사헌병의 직무수행에 관한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조사는 ‘군 사법제도 운영 및 인권침해 현황 실태조사’ 연구의 일
환으로 군 사법절차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헌병의 현실적인 직무수행 내용과 수사상의 개선
점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군 사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의 있고 솔직한 응답이 귀중한 자료이니 다소 번거롭더라도 성
심성의껏 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응답내용은 무기명이므로 비밀이
절대 보장되며 통계 처리하여 학술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입니다.
연구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4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www.humanrights.go.kr)
ꂕ 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16번지 금세기빌딩

울산대학교
(www.ulsan.ac.kr)
ꂕ 680-749 울산시 남구 무거2동 산29번지

응답 요령은 ‘___’에는 체크( )를, ‘(
)’안에는 글자를 써넣으시면 됩니다. 응답하기 어
려운 질문에 대해서는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을 적어주십시오.
본 조사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십시오
ꂕ 680-749 울산시 남구 무거2동 산29번지 울산대학교 법학과 이 계수 교수 연구실
전화 : (052) 259-2883 이-메일 : ksyi@mail.ulsan.ac.kr

199) 여기에서의 설문지는 그 내용은 동일하지만, 실제로 사용된 설문보다는 축소하여 편집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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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자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체크(
1. 나이

)하거나 직접 기입하십시오.

① 20대(20세 - 29세) ② 30대(30세 -39세) ③ 40대(40세 - 49세) ④ 50세 이상

2. 전역(퇴역) 당시의 계급
3. 전체 군복무기간

(

①병

② 부사관

년)

4. 전체 군복무기간 중 수사헌병으로 복무한 기간 (
5. 전역(퇴역) 이후의 기간 (

③ 장교

년)

년)

■ 다음은 수사절차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귀하에 해당하는 것에 체크( )하십시오.
<문 1> 귀하는 본인의 경우, 현역으로 복무당시 ‘군사법원법상 규정된 피의자의 권리’
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아주 잘 알고 있었다
② 어느 정도 아는 편이었다
③ 잘 모르는 편이었다
④ 전혀 모르고 있었다
<문 2> 귀하는 동료 헌병의 경우, 현역으로 복무당시 ‘군사법원법상 규정된 피의자의
권리’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아주 잘 알고 있었다
② 어느 정도 아는 편이었다
③ 잘 모르는 편이었다
④ 전혀 모르고 있었다
<문 3> 귀하는 수사과정에서 군사법원법상 피의자들에게 인정된 여러 권리(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체포 및 구속이유의 고지, 체포․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권리
등)가 현실적으로 충분히 보장되고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었다
③ 별로 그렇지 않았다
④ 전혀 그렇지 않았다
<문 4> 귀하는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피의자들의 권리를 다소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었다
③ 별로 그렇지 않았다
④ 전혀 그렇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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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5> 수사를 개시하게 되는 요인 중 가장 많은 것부터 3가지만 골라주십시오
(
)→(
)→(
)
① 피해자에 의한 고소
② 피해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한 고발 또는 신고
③ 자체 사건인지
④ 민간 경찰로부터의 이첩
⑤ 지휘관의 명령
⑥ 군검찰의 수사의뢰
<문 6> 군검찰로부터 수사지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예
② 아니오

<①번에 해당하는 분만 답해 주십시오>
<문6-1> 군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는 것이 수사의 효율성과 적법성을 확보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도움이 되었다

② 조금 도움이 되었다

③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④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문6-2> 만일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수사실무 전문성 부족

② 수사 지휘체계의 혼란

③ 인권보장에 대한 과도한 요구 ④ 군 내부사정에 대한 이해 부족

<문 7> 다음의 각각의 경우에 지휘관으로부터 사건처리에 관하여 지시를 받는 경우가 있었
습니까?
빈도

사건종류

없 음

매우 적음

가끔

매우 자주

① 사망사건

(

)

(

)

(

)

(

)

② 구타·가혹행위

(

)

(

)

(

)

(

)

③ 탈영

(

)

(

)

(

)

(

)

④ 순정군사범

(

)

(

)

(

)

(

)

⑤ 절도

(

)

(

)

(

)

(

)

(

)

(

)

(

)

(

)

⑥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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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8> 법무참모로부터 수사의 방향에 대하여 지시를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① 매우 자주 있었다
② 자주 있는 편이었다
③ 별로 없었다
④ 전혀 없었다
<문 9> 귀하는 수사과정에서 기무부대의 간섭이나 영향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① 매우 자주 있었다
② 자주 있는 편이었다
③ 별로 없었다
④ 전혀 없었다
<문 10> 군대내 사망사고 유가족들에 대한 설문 결과 그들은 군수사기관의 수사결과
에 대하여 매우 불신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
니까?
① 전적으로 공감한다
② 약간 공감한다
③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④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문 11> 군대내 사망사고 유가족들이 군수사기관에 대하여 불만 혹은 의혹을 가지는
사항 중 공감할 만한 것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부터 세 가지를 골라 주십시오.
(
)→(
)→(
)
① 현장보존과 증거물 수집 ② 목격자와 참고인 그리고 부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③ 수사과정에 유가족 참여
④ 유가족의 편에서 사건을 해결하려는 노력
⑤ 유가족들에 대한 수사결과 보고 ⑥ 수사기록 열람
⑦ 재수사 요구의 거절
⑧ 기타 (
)
<문 12>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 피의자의 신체에 대하여 강제력을 행사하는 경우
가 있었습니까?
①예
②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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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번에 해당하는 분만 답해 주십시오>
<문12-1> 피의자의 신체에 강제력을 행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① 피의자가 흉기 등을 사용하여 저항하였기 때문에
② 피의자가 도주하려고 하여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③ 피의자가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④ 피의자가 자해를 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⑤ 기타 (

)

<문 13> 현실적으로 피의자 수사과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효율적인 신문과 수사
를 위해 다양한 수사기법들이 이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사과
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각각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자주 일어
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귀하의 개인적인 의견에 체크( )해 주십시오.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별로
일어나지
않는다

대체로
항상
일어나는 일어나고
편이다
있다

(1) 피의자에게 반말이나 무시하는 말을 하는 행위

①

②

③

④

(2) 욕설이나 폭언

①

②

③

④

(3) 피의자에 대한 협박

①

②

③

④

(4) 가벼운 신체적 폭력

①

②

③

④

(5) 심한 폭력

①

②

③

④

(6) 피의자 고문

①

②

③

④

(7) 밤샘조사

①

②

③

④

(8) 성적 모욕감

①

②

③

④

<문 14>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조력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①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다
② 대체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
③ 별로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④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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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수사와 관련된 직무교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에 해당하는 것에 체크( )
하십시오.
<문 15> 헌병에 대한 군법교육은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① 1년 4회 이상
② 1년 2회 이상
③ 1년 1회 이상

④ 1년 1회 미만

<문 16> 귀하가 수사헌병이 되기 위하여 받았던 수사관련 교육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1개월 이하
② 3개월 이하
③ 6개월 이하
④ 1년 이하
⑤ 1년 이상
<문 17> 귀하가 수사헌병이 되고 나서 받았던 수사관련 교육이 있었습니까?
①예
② 아니오

<①번에 해당하는 분만 답해 주십시오>
<문17-1> 수사관련 교육을 담당했던 주체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① 자군내에서의 범죄수사교육
② 타군에서의 범죄수사교육
③ 기무부대에서의 교육
④ 민간 경찰에서의 범죄수사교육
⑤ 국가정보원에서의 교육
⑥ 해외 범죄수사교육
⑦ 기타 (

)

<문17-2> 교육의 횟수는 얼마나 됩니까?
① 1년 4회 이상

② 1년 2회 이상

③ 1년 1회 이상

④ 1년 1회 미만

<문 18> 수사관련 교육이 수사실무를 행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매우 도움이 되었다
② 조금 도움이 되었다
③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④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문 19> 귀하께서 헌병의 수사직무의 개선과 관련하여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 주
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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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헌병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에 해당하는 것에 체크( )하
거나 직접 기입하십시오.
<문 20> 현행 군사법원법상 수사의 주체는 군검찰관과 군형사사법관으로 되어 있습니
다. 그래서 군검찰의 헌병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명문화하여 군검찰의 수사지
휘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떠합니
까?
① 매우 필요하다
② 대체로 필요하다
③ 별로 필요 없다
④ 전혀 필요 없다
<문 21> 군인에 대한 민간경찰의 수사 관여가 어느 정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
십니까?
① 모든 사건에서 꼭 필요하다
② 일반형사범의 경우에는 필요하다
③ 살인 등의 강력범죄와 같이 중요한 사건에 한해서 필요하다
④ 전혀 필요 없다
<문 22> 현행 헌병제도가 문제점과 그와 관련하여 변경 내지 개선할 점들은 무엇이며,
그것을 위해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가요? 귀하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
기 바랍니다.
(
)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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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5 헌병수사관 설문지 분석

1. 설문조사 개요
설문조사는 ‘헌병전우회(헌우회) 중앙회’를 통하여 우편으로 실시하였다. 배포된 설
문지는 70부, 회수된 설문지는 37부였다. 회수율은 52.9%였다.
그런데 아래 응답자의 인적 사항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응답자가 50대 이상,200)
그것도 60대 이상으로 추정될 뿐 아니라 전역 후 기간도 평균 19.9년이어서 최근 수
사헌병의 실태를 보여주는 자료로서의 신뢰성을 부여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여기에
부록으로 첨부하게 되었다.
다만 과거 수사헌병을 담당했던 경력자들의 인식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의
의미가 있으며, 향후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설문조사 분석시 빈도는 유효빈도를 사용하였다.

2. 설문조사 결과 분석
가. 응답자의 인적 사항
1) 나이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응답자의 나이는 ‘50대 이상’이 97.1%였는데, ‘40대’로 응답한
응답자 역시 50대 이상으로 추정되어 모든 응답자가 50대 이상이었다. 설문표본이 잘
못 설정되어 아래의 분석결과가 현 실태를 보여주는가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을
수밖에 없었다.

200) 응답자 중 1명이 40대로 표기를 하였으나 전체 복무기간과 전역 이후의 기간을 합산하
면 50세 이상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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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부록5-1> 응답자의 나이
나이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합계

빈도
0
0
1
34
35

비율(%)
0.0
0.0
2.9
97.1
100.0

2) 전역(퇴역) 당시의 계급
전역(퇴역) 당시의 계급을 묻는 설문에 대하여 모든 응답자가 ‘장교’로 답하였다.
그 중 하나의 설문지는 괄호 안에 “준위”라고 기입하였다. 이를 고려하면 응답자의
계급에 대한 설문의 응답결과를 분석하기 어렵다.
표 <부록5-2> 전역(퇴역) 당시의 계급
빈도
0
0
37
37

계급
병
부사관
장교
합계

비율(%)
0.0
0.0
100.0
100.0

3) 군복무기간 등
전체 군복무기간은 평균 29.8년이었다. 응답자들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군생활
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전체 군복무기간 중 수사헌병으로 복무한 기간은 평균 22.5년이었다. 응답자들은
군생활의 대부분을 수사헌병으로 복무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역(퇴역) 이후의 기간은 평균 19.9년이었다. 응답자들은 주로 80년대
초반에 이미 전역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20세에 군입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평균 70세로 계산된다. 혹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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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자들이 기간을 잘못 이해하여 오산 혹은 오기가 아닌가 하여 몇몇 응답자들을 상
대로 전화통화를 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오산 혹은 오기는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
다. 결국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이미 고령의 나이에 접어들어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서
는 최근 수사헌병의 인식과 의식 혹은 현실을 파악할 수 없음이 드러났다.
현직 수사헌병들에 대한 설문조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헌우회’ 단체를 통한 설문조
사 방법을 택하였으나, 설문결과의 신뢰도를 보증할 수 없었다. 그래서 앞서 언급했
지만, 부록에 이를 수록하여 향후 연구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나. 수사절차
1) 피의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 정도
“귀하는 본인의 경우, 현역으로 복무당시 ‘군사법원법상 규정된 피의자의 권리’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에 응답자의 67.6%는 ‘아주
잘 알고 있었다’고 답하였고, 32.4%는 ‘어느 정도 아는 편이었다’고 답하였다. 모른다
는 답은 전혀 없었다.
표 <부록5-3> 본인이 ‘피의자의 권리’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정도
응답
아주 잘 알고 있었다
어느 정도 아는 편이었다
잘 모르는 편이었다
전혀 모르고 있었다
합계

빈도
25
12
0
0
37

비율(%)
67.6
32.4
0.0
0.0
100.0

반면 “귀하는 동료 헌병의 경우, 현역으로 복무당시 ‘군사법원법상 규정된 피의자
의 권리’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에 대하여는
‘아주 잘 알고 있었다’ 35.3%, ‘어느 정도 아는 편이었다’ 61.8%였는데, 본인에 대한
응답보다는 동료의 인식정도를 낮게 평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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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부록5-4> 동료 헌병이 ‘피의자의 권리’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정도
응답
아주 잘 알고 있었다
어느 정도 아는 편이었다
잘 모르는 편이었다
전혀 모르고 있었다
합계

빈도
12
21
1
0
34

비율(%)
35.3
61.8
2.9
0.0
100.0

2) 피의자 권리의 보장 정도
그런데 위에서의 피의자 권리에 대한 인식정도에 비해 피의자 권리가 보장되는 정도
에 대한 평가는 사뭇 달랐다. 즉 “귀하는 수사과정에서 군사법원법상 피의자들에게 인
정된 여러 권리(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체포 및 구속이유의 고지, 체포․구속적부
심을 청구할 권리 등)가 현실적으로 충분히 보장되고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
문에 대하여 ‘그런 편이었다’ 45.9%, ‘별로 그렇지 않았다’ 29.7%, ‘매우 그렇다’ 21.6%
였다. 전체적으로 피의자의 권리보장 정도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32.4%에 이르렀다.
이것은 피의자 권리에 대한 수사헌병의 인식은 높지만, 그와는 별개로 피의자의 권
리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표 <부록5-5>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정도
응답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었다
별로 그렇지 않았다
전혀 그렇지 않았다
합계

빈도
8
17
11
1
37

비율(%)
21.6
45.9
29.7
2.7
99.9

이러한 현실문제는 특히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식과도 관련되어 있다. 즉 “귀하는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피의자들의 권리를 다소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에 ‘그런 편이다’의 응답이 67.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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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설령 응답자들이 피의자의 권리를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수사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책무가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표 <부록5-6>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빈도
0
25
5
7
37

응답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계

비율(%)
0.0
67.6
13.5
18.9
100.0

3) 수사개시 요인
“수사를 개시하게 되는 요인 중 가장 많은 것부터 3가지만 골라주십시오”라는 설
문에 대하여 제1선택은 ‘자체 사건인지’ 50.0%, ‘피해자 고소’ 25.0%, ‘제3자 고발’
11.1%의 순이었다. 제2선택은 ‘제3자 고발’ 37.1%, ‘자체 사건인지’ 28.6%, ‘피해자 고
소’ 17.1%의 순이었다. 제3선택은 ‘제3자 고발’ 39.4%, ‘지휘관 명령’ 18.2%, ‘자체 사
건인지’ 15.2%였다. 응답자들은 ‘자체 사건인지’를 높게 평가하였지만, 이것은 군법무
관 면담결과와는 상반되는 것이다.
표 <부록5-7> 수사개시 요인
제1선택

빈도 비율(%)

자체 사건인지 18
피해자 고소 9
4
제3자 고발
민간경찰 이첩 3
지휘관 명령 1
군검찰 의뢰 1
36
합계

제2선택

빈도 비율(%)

50.0
제3자 고발 13
25.0 자체 사건인지 10
11.1
피해자 고소 6
8.3
지휘관 명령 3
2.8 민간경찰 이첩 2
2.8
군검찰 의뢰 1
100.0
35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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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선택

빈도 비율(%)

37.1
13
제3자 고발
28.6
6
지휘관 명령
17.1 자체 사건인지 5
8.6 민간경찰 이첩 4
5.7
4
피해자 고소
2.9
1
군검찰 의뢰
100.0
33
합계

39.4
18.2
15.2
12.1
12.1
3.0
100.0

4) 군검찰의 수사지휘
“군검찰로부터 수사지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설문에 대하여는 ‘없었다’
59.5%, ‘있었다’ 40.5%로서 헌병에 대한 군검찰의 수사지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 주고 있다.

표 <부록5-8> 군검찰로부터의 수사지휘 여부
응답

빈도

비율(%)

있었다

15

40.5

없었다

22

59.5

합계

37

100.0

군검찰로부터 수사지휘를 받았다고 답한 응답자에 대하여 “군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는 것이 수사의 효율성과 적법성을 확보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설문을 하였는데, 이에 응답한 14명 중 64.2%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답하였
고,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35.7%였다.
표 <부록5-9> 군검찰의 수사지휘가 수사에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
응답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았다
전혀 그렇지 않았다
합계

빈도
1
4
8
1
14

비율(%)
7.1
28.6
57.1
7.1
99.9

“만일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는 설문에 대하여는 ‘군 내
부사정에 대한 이해부족’ 42.9%, ‘지휘체계의 혼란’ 35.7%, ‘수사실문 전문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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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등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수사헌병인 응답자들은 군검찰이 군 내부사정에 대하
여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두드러지게 보여주고 있다.
표 <부록5-10> 군검찰의 수사지휘가 수사에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
이유
수사실무 전문성 부족
지휘체계의 혼란
인권에 대한 과도한 요구
군 내부사정에 대한 이해부족
합계

빈도
3
5
0
6
14

비율(%)
21.4
35.7
0.0
42.9
100.0

5) 사건처리 지시, 간섭 혹은 영향
먼저 지휘관의 사건처리 지시와 관련하여 몇 가지 경우를 예시하고, “다음의 각각
의 경우에 지휘관으로부터 사건처리에 관하여 지시를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까?”라고
설문을 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사망사건의 경우, ‘없음’ 58.3%, ‘가끔’ 19.4%, ‘매우 적음’
13.9%, ‘매우 자주’ 8.3%였다. 구타․가혹행위의 경우 ‘가끔’ 35.1%, ‘없음’ 35.1%, ‘매
우 적음’ 21.6, ‘매우 자주’ 8.1%였다. 탈영 사건의 경우, ‘없음’ 47.2%, ‘매우 적음’과
‘가끔’ 19.4%, ‘매우 자주’ 13.9%였다. 순정군사범의 경우 ‘없음’ 47.2%, ‘매우 적음’
22.2%, ‘가끔’ 19.4%, ‘매우 자주’ 11.1%였다. 절도의 경우는 ‘없음’ 64.9%, ‘매우 적음’
13.5%, ‘매우 자주’와 ‘가끔’ 10.8%였다. 기타로는 ‘안전사고 - 없음’, ‘군용물 - 매우
적음’, ‘명령 위반 등 - 가끔’, ‘신분범 - 가끔’, ‘군기 위반 - 가끔’, ‘횡령 - 가끔’이 있
었다. 그밖의 기타의견으로 “지휘관은 상부문책이 두렵고 승진에 영향을 받을까 우려
하여 은폐하는 일이 많다”는 지적을 쓴 설문지도 있었다.
지시비율을 보면, 사망사건 27.7%, 구타․가혹행위 43.2%, 탈영 사건 33.3%, 순정군
사범 30.5%, 절도 21.6%였다. 이렇게 볼 때 지휘관들이 사건처리에 상당 정도 개입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지휘관들이 관심을 가지는 사건은 구타․가혹행위,
탈영 사건, 순정군사범, 사망사건, 절도 순인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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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부록5-11> 지휘관으로부터의 사건처리 지시

② 구타․가혹행위

① 사망사건
없음
매우 적음
가끔
매우 자주
합계

빈도
21
5
7
3
36

비율(%)
58.3
13.9
19.4
8.3
100.0

없음
매우 적음
가끔
매우 자주
합계

③ 탈영
없음
매우 적음
가끔
매우 자주
합계

빈도
13
8
13
3
37

비율(%)
35.1
21.6
35.1
8.1
100.0

④ 순정군사범
빈도
17
7
7
5
36

비율(%)
47.2
19.4
19.4
13.9
99.9

빈도
24
5
4
4
37

비율(%)
64.9
13.5
10.8
10.8
100.0

없음
매우 적음
가끔
매우 자주
합계

빈도
17
8
7
4
36

비율(%)
47.2
22.2
19.4
11.1
100.0

⑤ 절도
없음
매우 적음
가끔
매우 자주
합계

두 번째로 “법무참모로부터 수사의 방향에 대하여 지시를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
까?”라고 물었다. 그 결과 ‘전혀 없었다’ 56.8%, ‘별로 없었다’ 43.2%로 거의 모든 응
답자가 법무참모로부터는 수사의 방향에 대하여 지시를 받는 경우가 없다고 답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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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부록5-12> 법무참모로부터의 수사방향 지시
응답
매우 자주 있었다
자주 있었다
별로 없었다
전혀 없었다
합계

빈도
0
0
16
21
37

비율(%)
0.0
0.0
43.2
56.8
100.0

마지막으로 “귀하는 수사과정에서 기무부대의 간섭이나 영향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
까?”라고 물었다. 그 결과 ‘별로 없었다’ 48.6%, ‘전혀 없었다’ 45.9%로 간섭이나 영향이
없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으나, ‘매우 자주 있었다’와 ‘자주 있었다’가 각각 2.7%였다.
표 <부록5-13> 수사과정에서 기무부대의 간섭
응답
매우 자주 있었다
자주 있었다
별로 없었다
전혀 없었다
합계

빈도
1
1
18
17
37

비율(%)
2.7
2.7
48.6
45.9
100.0

6) 군대내 사망사고 유가족들에 대한 인식
“군대내 사망사고 유가족들에 대한 설문 결과 그들은 군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대하여 매우 불신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에는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43.2%,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35.1%, ‘약간 공감한
다’ 21.6%였다. 78.3%의 응답자가 군대내 사망사고 유가족들의 불만에 공감하지 않았
다. 양측간 불신이 상당히 깊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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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부록5-14> 사망사건 유가족들의 불만에 대한 공감 정도
응답
전적으로 공감한다
약간 공감한다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합계

빈도
0
8
16
13
37

비율(%)
0.0
21.6
43.2
35.1
100.0

다음으로 “군대내 사망사고 유가족들이 군수사기관에 대하여 불만 혹은 의혹을 가
지는 사항 중 공감할 만한 것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부터 세 가지를 골라 주십시
오.”라고 물었다. 제1선택으로는 ‘현장보존과 증거물 수집’ 35.5%, ‘유가족의 편에서
사건을 해결하려는 노력’ 19.4%, ‘목격자와 참고인 그리고 부대 관계자들에 대한 조
사’ 16.1%였다. 제2선택으로는 ‘목격자와 참고인 그리고 부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32.3%, '수사과정에 유가족 참여‘ 25.8%, ‘현장보존과 증거물 수집’ 22.6% 등이었다.
제3선택으로는 ‘유가족의 편에서 사건을 해결하려는 노력’ 32.3%, ‘유가족들에 대한
수사결과 보고’ 22.6%, ‘재수사 요구의 거절’와 ‘목격자와 참고인 그리고 부대 관계자
들에 대한 조사’가 각각 12.9%이었다.
‘현장보존과 증거물 수집’ 부분은 과학수사에 있어서, ‘목격자와 참고인 그리고 부
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와 ‘유가족의 편에서 사건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공정수사에
있어서 헌병수사의 취약점이 드러나는 의미가 있다.
표 <부록5-15> 사망사건 유가족들의 불만에 대한 공감사항
제1선택 빈도 비율(%) 제2선택 빈도 비율(%) 제3선택 빈도 비율(%)
35.5
32.3
11
10
32.3
현장보존
조사
유가족 편 10
19.4 유가족 참여 8
25.8
7
22.6
6
수사 보고
유가족 편
16.1
22.6 재수사 거절 4
7
12.9
5
현장보존
조사
9.7
16.1
5
4
12.9
유가족 편
조사
유가족 참여 3
9.7
3.2
1
9.7
3
기록 열람
유가족 참여 3
수사 보고
6.5
0.0
0
2
6.5
수사 보고
기록 열람
재수사 거절 2
3.2 재수사 거절 0
0.0
1
3.2
1
현장보존
기록 열람
100.1
합계
31
100.0
합계
31
100.1
합계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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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피의자의 신체에 대한 강제력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 피의자의 신체에 대하여 강제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
었습니까?”라는 설문에 ‘있었다’ 75.7%, ‘없었다’ 24.3%의 결과가 나왔다. 피의자 체포
과정에서 강제력 행사가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부록5-16> 체포시 피의자의 신체에 대한 강제력 행사 여부
빈도
28
9
37

응답
있었다
없었다
합계

비율(%)
75.7
24.3
100.0

피의자의 신체에 강제력을 행사한 응답자에 한하여(복수응답 인정) “피의자의 신체
에 강제력을 행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라고 물었다. ‘피의자가 도주하려고
하여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가 71.4%, ‘피의자가 흉기 등을 사용하여 저항하였기 때문
에’ 25.0%, ‘피의자가 자해를 하려고 하였기 때문에’가 14.3%, ‘피의자가 타인에게 위
해를 가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10.7% 등이었다. 기타 의견으로 ‘증거인멸 및 수사지
연’을 꼽는 응답자가 1명 있었다. 피의자의 신체에 강제력을 행사하는 주요 원인은
피의자의 도주 방지임을 알 수 있다.
표 <부록5-17> 강제력을 행사한 이유
이유
피의자의 흉기사용
피의자의 도주시도
피의자의 위해시도
피의자의 자해시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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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7/28
20/28
3/28
4/28
1/28

비율(%)
25.0
71.4
10.7
14.3
3.6

한편 불법 수상행위의 발생빈도를 알아보기 위해 “현실적으로 피의자 수사과정에
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효율적인 신문과 수사를 위해 다양한 수사기법들이 이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사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각각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귀하의 개인적인 의견에 체
크( )해 주십시오.”라고 물었다.
그 결과는 ‘피의자에게 반말이나 무시하는 말을 하는 행위’는 ‘대체로 일어나는 편
이다’ 75.0%, ‘욕설이나 폭언’은 ‘대체로 일어나는 편이다’ 44.4% ‘항상 일어나고 있다’
2.8%, ‘피의자에 대한 협박’은 ‘대체로 일어나는 편이다’ 33.3% ‘항상 일어나고 있다’
2.8%, ‘가벼운 신체적 폭력’은 ‘대체로 일어나는 편이다’ 36.1%, ‘항상 일어나고 있다’
2.0%, ‘심한 폭력’은 ‘대체로 일어나는 편이다’ 5.6%, ‘피의자 고문’은 ‘대체로 일어나
는 편이다’ 5.6%, ‘밤샘 조사’는 ‘대체로 일어나는 편이다’ 50.0%, ‘항상 일어나고 있
다’ 5.6%, ‘성적 모욕감’은 ‘대체로 일어나는 편이다’ 0.0%였다.
가장 다반사로 일어나는 사안부터 서술하면, ‘피의자에게 반말이나 무시하는 말을
하는 행위’(75.0%), ‘밤샘 조사’(55.6%), ‘욕설이나 폭언’(47.2%), ‘가벼운 신체적 폭
력’(38.1%), ‘피의자에 대한 협박’(36.1%), ‘피의자 고문’과 ‘심한 폭력’(5.6%) 등의 순이
다. ‘피의자에게 반말이나 무시하는 말을 하는 행위’와 ‘밤샘 조사’는 상당히 높은 빈
도였으며, ‘욕설이나 폭언’, ‘가벼운 신체적 폭력’, ‘피의자에 대한 협박’도 적지 않은
빈도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피의자 인권의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이것
은 수사상 피의자의 권리가 어느 정도 제한될 수 있다는 인식과도 연계되어 있다.

표 <부록5-18> 불법 수사행위의 발생빈도
① 피의자에게 반말이나 무시하는 말을 하는 행위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별로 일어나지 않는다
대체로 일어나는 편이다
항상 일어나고 있다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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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1
8
27
0
36

비율(%)
2.8
22.2
75.0
0.0
100.0

② 욕설이나 폭언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별로 일어나지 않는다
대체로 일어나는 편이다
항상 일어나고 있다
합계

빈도
2
17
16
1
36

비율(%)
5.6
47.2
44.4
2.8
100.0

③ 피의자에 대한 협박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별로 일어나지 않는다
대체로 일어나는 편이다
항상 일어나고 있다
합계

빈도
6
17
12
1
36

비율(%)
16.7
47.2
33.3
2.8
100.0

④ 가벼운 신체적 폭력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별로 일어나지 않는다
대체로 일어나는 편이다
항상 일어나고 있다
합계

빈도
8
14
13
1
36

비율(%)
22.2
38.9
36.1
2.8
100.0

⑤ 심한 폭력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별로 일어나지 않는다
대체로 일어나는 편이다
항상 일어나고 있다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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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22
12
2
0
36

비율(%)
61.1
33.3
5.6
0.0
100.0

⑥ 피의자 고문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별로 일어나지 않는다
대체로 일어나는 편이다
항상 일어나고 있다
합계

빈도
21
13
2
0
36

비율(%)
58.3
36.1
5.6
0.0
100.0

⑦ 밤샘조사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별로 일어나지 않는다
대체로 일어나는 편이다
항상 일어나고 있다
합계

빈도
5
11
18
2
36

비율(%)
13.9
30.6
50.0
5.6
100.0

⑧ 성적 모욕감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별로 일어나지 않는다
대체로 일어나는 편이다
항상 일어나고 있다
합계

빈도
24
12
0
0
36

비율(%)
66.7
33.3
0.0
0.0
100.0

8)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조력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조력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라는 설
문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이 43.2%인 반면 부정적인 답변이 56.7%였다. 수사과정에
서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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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부록5-19>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 정도
빈도
2
14
18
3
37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다
대체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
별로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합계

비율(%)
5.4
37.8
48.6
8.1
100.0

3. 수사와 관련된 직무교육
1) 군법교육
“헌병에 대한 군법교육은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라는 설문에 응답자들은 다양
한 분포를 보였다. ‘1년 4회 이상’과 ‘1년 1회 이상’이 27.0%, ‘1년 2회 이상’이 24.3%
등이었다. 1년 1회 이상은 군법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부록5-20> 헌병에 대한 군법교육 빈도
1년
1년
1년
1년

4회 이상
2회 이상
1회 이상
1회 미만
합계

빈도
10
9
10
8
37

비율(%)
27.0
24.3
27.0
21.6
100.0

2) 수사관련 교육
“귀하가 수사헌병이 되기 위하여 받았던 수사관련 교육은 어느 정도입니까?”라는 설문
에는 ‘1년 이하’ 43.2%, ‘6개월 이하’와 ‘1년 이상’이 각각 24.3% 등이었다. 헌병이 되기
위해 받은 수사관련 교육은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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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부록5-21> 수사헌병이 되기 위해 받은 교육기간
빈도
0
3
9
16
9
37

기간
1개월 이하
3개월 이하
6개월 이하
1년 이하
1년 이상
합계

비율(%)
0.0
8.1
24.3
43.2
24.3
99.9

다음으로는 “귀하가 수사헌병이 되고 나서 받았던 수사관련 교육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다. 응답자 94.6%가 ‘있었다’고 답하였고, 5.4%만이 ‘없었다’고 답하였다. 수
사헌병에 대해 수사관련 교육은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부록5-22> 수사헌병에 대한 교육여부

응답

빈도

비율(%)

있었다

35

94.6

없었다

2

5.4

합계

37

100.0

그런데 “수사관련 교육을 담당했던 주체는 어떤 곳이었습니까?”라는 설문에는 ‘자
군내에서의 범죄수사교육’이 97.1%였으며, ‘민간 경찰에서의 범죄수사교육’ 17.1%, ‘해
외 범죄수사교육’이 각각 14.3%, ‘국가정보원에서의 교육’ 5.7% 등이었다(복수응답 인
정). 기타 의견으로 ‘미국헌병교육 1년(과목 법률 교관은 법무관)’ 1명과 ‘특수전문교
육(범죄심리, 과학수사관계 등)’ 1명이 있었다.
약간의 예외를 제외하면, 대부분 수사헌병의 수가관련 교육은 자체 교육프로그램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런 결과를 보건대, 아무래도 수사관련 교육이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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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부록5-23> 수사교육의 주체
주체
자군 내
타군
기무부대
민간경찰
국가정보원
해외
기타

빈도
34/35
1/35
0/35
6/35
2/35
5/35
1/35

비율(%)
97.1
2.9
0.0
17.1
5.7
14.3
2.9

“교육의 횟수는 얼마나 됩니까?”라는 설문에도 응답비율은 다양했다. ‘1년 1회 이
상’ 37.1%, ‘1년 2회 이상’ 25.7%, ‘1년 1회 미만’ 25.7% 등이었다. 1년에 1회 정도 수
사관련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부록5-24> 수사헌병에 대한 교육횟수
1년
1년
1년
1년

4회 이상
2회 이상
1회 이상
1회 미만
합계

빈도
4
9
13
9
35

비율(%)
11.4
25.7
37.1
25.7
100.0

한편 “수사관련 교육이 수사실무를 행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라는 설
문에는 응답자의 81.1%가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대부분의 교육이 ‘자군
내에서의 범죄수사교육’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수사관련 교
육의 효율성을 가늠하는 결과이기도 하지만, 수사헌병이 되기 위한 교육 부족으로 인
한 상대적 결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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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부록5-25> 수사교육의 효과
응답
매우 도움이 되었다
조금 도움이 되었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합계

빈도
30
5
2
0
37

비율(%)
81.1
13.5
5.4
0.0
100.0

이러한 해석은 “귀하께서 헌병의 수사직무의 개선과 관련하여 기타 의견이 있으시
면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설문에 답한 응답자들이 수사관련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응답자들의 의견은 아래와 같다(앞의 번호는 식별을 위해 설문지에 임의로 붙인 번
호이다).
1. 1) 수사요원 절대 부족에 따른 편제 증원
2) 수사관 기량 향상을 위한 교육 확대(국내외 위탁교육 등)
3) 수사장비 현대화
2. 군지휘체계의 특성상(지휘권보호) 모든 사건에 대해 군검찰관의 수사지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군법무장교를 각 헌병부대(여단급 부대까
지 1명씩)에 배치(헌병부대 소속) (변사사건 등) 법류적 인권보호 측면 등 헌법의
부족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미군범죄수사대(CID)에 법무장교
배치되어 있음). 이렇게 되면 수사에 대한 대외신뢰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
고 간혹 발생될 수도 있을 수사절차상의 문제점 등을 해소할 수 있었으면 좋겠음.
3. 현행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4. 군사법경찰관은 직무(수사)를 수행함에 있어 관할관(지휘관)으로부터 간섭과 제약
이 전무토록 제도적인 고려가 있어야 되겠음.
5. 일반의 경우는 검찰은 국가기관으로서 국가공익을 우선하지만 군의 경우는 위 기
능이 제병지휘관(사단장급 이상)에게 있고 헌병은 참모기능으로 구성됨으로써 의
법처리 일변도에는 모순과 상충성이 있음. 독자기능 보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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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현행 제도는 야전헌병 업무(일반헌병업무)와 수사헌병의 직능체제를 통합 관장하
고 있는 병과지휘체제라 할 수 있다. 수사헌병기구는 별도로 독립체제로 개선 수
사직무를 전담케 하는 기구로 개선하는 것임. 미군의 헌병병과 운영기구를 참고
할 필요가 있을 것임.
9. 수사관교육을 강화하고 인권침해가 없게 철저한 교육이 필요
10. 지휘관이 수사관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부지시에 영합하려 하고
군 사법권은 보장치 않고 침해할 때가 있다.
11. 수사실무도 중요하지만 먼저 인성교육을 해야 한다.
13. 1) 인권에 관한 철저한 교육
2) 과학수사에 필요한 장비지원
14. 자율수사와 과학적인 수사 증거제일주의
16. 현장교육, 실무위주교육, 반복교육
17. 수사직무와 관련한 동종 직의 교환교육 증대 필요
18. 인권문제, 협조
19. 1) 수사관의 범죄수사교육, 발전되는 범죄행위를 뒤따를 수 있는 기법 등 교육.
피의자의 인권과 관련된 교육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수시키고 훈련시킴이 필
요하다.
2) 군은 특수한 사회이므로 그 환경에 밝은 수사기법의 교육도 필요하다.
20. 1) 피의자의 인권 존중, 2) 수사관의 자질교육 강화, 3) 증거제일주의
21. 과학수사기법 및 첨단 수사장비 활용의 극대화
22. 수사직무부대의 독립성 보장
25. 수사장비 부족
26. 군 사법은 군대라는 특수 조직을 위한 특별법인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권을
위해 군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군대라는 조직관리를 위해 군법이 있습니다. 군대
는 일견 모순덩어리 같으나 그 모순이 군대를 지탱합니다. 고지를 공격하면 기관
총에 맞아 죽는데도 계속 공격 앞으로 명령을 내려야 하고 그 공격이 계속될 때
고지는 점령됩니다. 군대는 이성이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이 지탱합니다. 군
법체계도 이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군대경험이 적은 군검찰이 모든 사건을 일일
이 지휘한다는 것은 효율성에 맞지 않습니다. 다만 현행 체계상 수사오류나 지휘
관에 의한 지나친 간섭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나 이 문제는 헌병의 수사실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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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다 전문화하도록 교육을 강화하면 될 것입니다. 모든 유가족은 내 아들은
사고 칠 아이가 아니다, 자살할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일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상 실수만 없이 과학적인 수사를 강조하면 됩니다.
27. 검찰 및 검찰수사관의 지휘하 수사는 부적절하다.
29. 감소 추세에 의한 군범죄 사고의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 헌병의 범죄예방의 강화
가 요망되며 이런 맥락에서 군감찰기능의 통합으로 군검찰기능과의 균형도 고려
해 볼 만한 과제이다.
30. 헌병병과자체(헌병학처)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무위주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31. 헌병업무도 다소 세분화하여 전문화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범죄정보담당,
수사담당, 수감자 관리 담당 등.
36. 독촉지양: 담당수사관에게 맡기고 (수사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여야 한
다.
34. 보수교육을 꾸준히 실시. 특히 실무교육 필요.
35. 수사직무에 있어 범죄수사대를 격상시켜 상부 및 지휘계통의 간섭 없이 소신껏
수사업무를 수행 할 수 있어야 군기강 확립 및 범죄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
37. 수사관의 자질향상을 위한 전문지식 교육 필요하다.

4. 헌병제도 개선방향
“현행 군사법원법상 수사의 주체는 군검찰관과 군형사사법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검찰의 헌병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명문화하여 군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확보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떠합니까?”라는 설문에는
응답자들의 대부분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즉 ‘전혀 필요 없다’는 48.6%, ‘별로 필
요 없다’는 40.0%였던 반면에(88.6%) ‘대체로 필요하다’는 8.6%, ‘매우 필요하다’는
2.9%에 불과했다(11.5%). 앞에서 군검찰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인 것과 관련지어 보면,
군검찰의 수사지휘권에 대하여 수사헌병들은 군 내부사정을 잘 모르는 군검찰의 수
사지휘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는 견해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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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부록5-26> 군검찰의 수사지휘권 확보에 대한 의견
응답
매우 필요하다
대체로 필요하다
별로 필요 없다
전혀 필요 없다
합계

빈도
1
3
14
17
35

비율(%)
2.9
8.6
40.0
48.6
100.1

이에 반하여 “군인에 대한 민간경찰의 수사 관여가 어느 정도로 인정되어야 한다
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에 대하여는 군검찰과는 그 결과가 사뭇 달랐다. ‘전혀 필
요없다’는 응답이 42.9%이긴 했지만, ‘중요한 사건에 한해서 필요하다’는 응답도
42.9%였으며, ‘일반형사범의 경우에는 필요하다’는 응답도 11.4%였다. ‘모든 사건에서
필요하다’는 의견도 1명이 있었다. 즉 수사헌병들은 군검찰보다는 민간경찰과의 공조
체제를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수사헌병이 군검찰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반면 민간경찰에 대하여는 우호적임을 보여준다.
표 <부록5-27> 민간경찰의 수사관여에 대한 의견
모든 사건에서 필요하다
일반형사범의 경우에는 필요하다
중요한 사건에 한해서 필요하다
전혀 필요없다
합계

빈도
1
4
15
15
35

비율(%)
2.9
11.4
42.9
42.9
100.1

마지막으로 “현행 헌병제도가 문제점과 그와 관련하여 변경 내지 개선할 점들은
무엇이며, 그것을 위해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가요? 귀하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
시기 바랍니다.”라고 물었다. 상당수의 의견은 군검찰의 수사지휘권에 대하여 부정적
인 태도를 보였는데, 그 이유는 군검찰의 수사실무 경험과 능력이 부족하고 현재 아
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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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의견은 아래와 같다(앞의 번호는 식별을 위해 설문지에 임의로 붙인 번호
이다).

1. 1) 수사지휘관들의 수사진행과정 결과 독촉 행위 시정
2) 군검찰은 군사법경찰관의 법률자문기관으로서 임무 수행
3. 현행 헌병수사관들 특별한 문제 없이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잘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4. 군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함에 있어 군검찰관의 지휘를 받아야 할 수사는 변사사건
및 기타 인사(사망) 사건 외에는 아무런 도움이 없으므로 관계법과 제도․지침 등
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사료됨.
5. 창군 이래 현재까지대로 지휘관 앞에 법무참모 헌병참모로서 관할관을 보좌하는
것이 군조직의 특성상 합당하다고 봅니다. 군대경험이 부족한 중위, 대위 등의 검
찰관으로서 법규 범위만에서의 수사지휘는 지휘관에게 철저하게 참모로서 예속
된 헌병수사를 지휘조정하기에는 불합리한 상충성이 있음. 더욱이 중위, 대위 등
의 검찰관이 헌병의 상급계급을 수사지휘하게 되는 경우 계급 우선 사회인 군의
기본질서에 부드럽게 적응하기는 진통을 동반하게 됩니다.
6. 미군 헌병(CID)도 독자적인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행 헌병제도가 좋습니
다.
7. 미군의 헌병직무기구에 관해 참고하셨으면 함.
육본직할부대로서 육군중앙수사관 편제상 각 지역에 파견대를 설치 운영토록 기
구가 인가되어 있으나 시행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각급 지휘관의 반대
로). 그 기구를 참고하셨으면 하며, 운용케 된다면 오히려 범죄예방은 물론 공정한
처리를 군 발전에 크게 기여케 될 것이라고 생각됨.
8. 수사지휘는 법률지식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헌병수사관은 적어도 10년
이상의 경험(수련)을 가지고 있다. 수사에는 또 경험칙이 상당한 변수를 가질 때
도 많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항을 고려하여 검찰관의 자질(수사능력) 향상이 필수
라고 생각한다.
9. 현행 헌병제도에 별로 문제가 없음.
10. 군검찰관이 수사에 경험이 없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군 사법권(수사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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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행사하려는 경향이 있어 실무에 경험이 풍부한 수사관을 인격적으로 무시하거
나 우월감을 가지고 대하는 일이 있어 의견충돌이 종종 있다. 수사권의 독립이 절
실히 요청된다.
11, 수사는 실무를 통하여 익혀지는 것으로 일종의 기술입니다. 수사실무가 희박한
군검찰의 지휘문제는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14. 수사관들의 과학적인 수사 필요한 수사기제 계속적인 수사교육
16. 현존상황을 알 수 없습니다.
17. 20여 년이 지난 현재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며 설문조사 내
용에 대한 의견은 현역복무시절에 느끼고 알고 있던 내용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
다.
18. 1) 범죄 현장 조사시 군검찰부의 기술적인 수사지휘력
2) 현장조사시에 포함시켜야 할 중요한 내용
19. 1) 군은 일반 사회의 환경과 판이하게 다르므로 이런 곳에서 이루어진 범죄(특히
사망사건)에 대해 유가족이나 가해자 등 수사결과에 대해 불신임을 하는 경우
가 많다. 이러한 것은 수사담당자가 당사자인 가족들에게 수사현황과 실정 등
수시 공개하여 불신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하고.
2) 군의 조직은 특수한 것이므로 군검찰에게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지휘를 맡길 수
있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이다. 그 이유로서 ① 지휘체제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소속이 다르고 범죄수사의 문제로 지휘관간 마찰이 일어날 수
있고 이는 군의 기본인 전투행위의 막대한 손실이 이어질 수 있다.
3) 30년간 수사업무를 담당한 저로서 매번 아쉽게 생각했던 몇 가지를 말씀드리
고자 함
- 군수사관의 수사교육과 법률교육의 기회를 늘려야 하고, 또 발전되는 범죄수
법과 방법에 대한 수사기법을 연구 교육시켜야 하나, 그런 것이 좀 부족한 듯
하다.
- 사망사건(특히 자살, 교통사고, 영내에서 이루어진 구타사고 등)에 대하여는
가능한한 피해자, 아니 사고자의 가족에게 사고경위 등을 설명하고, 이해시
킬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면 사고에 대해 가족들이 불신임하는 경우가 적어
질 수 있을 것이다.
21. 현행 제도에 문제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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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전투지원업무로서의 헌병과 수사전담업무로서의 헌병부대 편성은 구분하여야
하며 민간경찰과의 수사협조 내지 공조는 필수적일 것임
25. 독립적 수사행위에 지휘권의 간섭
26. 1) 기무사의 일반범죄사건에 대한 임무를 제외시키고 헌병과 검찰을 단일화해야
합니다. 기무사는 간첩사건, 보안사안, 군사첩보활동만 하면 됩니다. 기무사의 일
반범죄사건 취급(예를 들면 군납업체 시설점검 및 그에 관한 비리 등)이 모든 사
건 관여의 계기가 되고 그것이 지휘관과 결탁(?)하여 범죄조작의 우려가 있습니
다.
2) 일반적으로 헌병의 전문수사관(수사 준위)은 자기 나름대로 자존심이 있어서
헌병지휘관의 조언이 있어도 진실규명에서 물러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경력이 일천하거나 기술 없는 수사관이 종종 실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수사관을 헌병지휘관이 임의로 임명할 것이 아니라 엄격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라야만 수사를 할 수 있게 한다면 현재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대를 생각하고
국가를 염려하는 결론을 기대합니다. 인권은 천부라 하나 인권이 전부는 아닙니
다.
27. 전문수사관 양성, 수사비증액, 수사사령부 신설, 마약․성범죄 등의 수사관 양성
28. 수사헌병과 작전지원헌병으로 분리하여 독립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29. 군내의 민주화 및 인권에 대한 과도한 압력과 간섭으로 군인의 과보호와 나약화
현상이 초래되고 군 지휘계통의 특수성과 기능, 고유한 군기의전통과 역할이 왜
곡 약화되고 있다. 지나친 군 검찰기능의 비대화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오히려 헌
병수사기능의 강화로 지휘계통 확립과 보완의 필요성이 요망된다.
30. 퇴역전(85년도) 헌병제도에 문제점이 없었다고 사료되므로 종전제도를 보완하는
수준에서 개선하면 될 것이다.
31. 헌병 교육기관의 체계화와 중요도를 감안한 보완조치가 필요하다. 각급 부대의
지휘관에 예속되어 있어 공정하고 불편부당한 수사가 어렵다. 예컨대 지휘관의
간섭 없는 수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수사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
다.
33. 세계가국의 군사법제도에서도 군의 수사주체는 헌병이고 군검찰은 기소만 담당
하는 제도인데 이는 군의 특수성과 전․평시 연관성 즉, 전시에 강력한 명령체계
를 확립하여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지휘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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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볼 수 있으며 군의 수사체계를 민간사법제도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전제이며, 우리나라 군사법원 체계에도 최초부터 군검찰의 수사권이 없었고 다
만 기소만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점차 군사법원법을 개정하여 현재 이르고 있으
며, 군의 내부문제는 군 내부에서 심층 검토하여 발전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
다.
35. 현행제도로는 독자적인 수사가 불가하므로 수사에 한계가 있으니 독립된 수사기
구가 요망된다.
36. 수사지휘의 단일화가 필요. ① 검찰지휘 ② 지휘관 지휘
군 수사기관 중 헌병에서는 과거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더러 있었다는 이야기
는 들었으나 근래 와서는 부단한 수사기량 연마와 증거위주의 과학, 임의수사로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없었고, 실제도 없으므로 인
권 침해 부분에 대해서 헌병부대에서는 근절되었다고 주장하고 싶다.
사건 수사 면에서 검찰과 헌병이 서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갈등을 빚고 있는데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검찰에서 수리한 사건사고나 민원 사항
이 있을 시 수사지휘형식으로 헌병에게 촉탁하면 헌병에서는 1차 수사하여 그 결
과를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은 미비부분이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 2차로 조사하여
사건을 종결하였는데 근래에 와서 검찰자체에서 수사 요원들을 증편하고 직접
수사를 하므로 헌병과 갈등관계가 빚어지기 시작했으며 검찰에서 구속하였다가
결과 없이 석방하는 사례가 허다하므로 요즘에는 검찰공화국이라는 말까지 있으
며 그것이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아니라 누구도 반론을 제기치 못할 것이며,
과거 사건처리시 1차 헌병, 2차 검찰 형식으로 처리되었을 시도 잘못되었다는 사
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방만한 기구로 확장하여 군 예산만 낭비하는 검찰조직
을 줄이고 검찰에서 수사관이 필요시 헌병에서 수사관을 파견 받아 운영하면 될
것이므로 1차 헌병, 2차 검찰로 제도 환원되어 검찰과 헌병이 같은 밥을 먹던 시
절로 돌아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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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6 미국의 군 사법제도1)
1. 미국 군 사법제도 일반론
미국 군 사법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전체 구조가 일반 형사사건과는 달리 법무관
대 피고인의 대립구조가 아니고 모든 절차와 관련하여 지휘관에게 상당한 권한을 인
정해 주고 있다는 점이다.
사건이 일어나면 헌병과 같은 군수사기관은 우선 지휘관(Immediate Commander,
통상은 Company Commander, 즉 중대장)에게 보고한다. 지휘관은 사건의 처리과정
을 결정한다.
사건의 처리 방식으로는 일반군사법원(General Court Martial)2), 특별군사법원
(Special Court Martial), 약식군사법원(Summary Court Martial) 등에의 회부, 보충수
사 명령(실질적 명령이다. 즉, 기소하지 않겠다는 의사), 비사법적 처벌(Non Judicial
Punishment), 행정징계(Administrative Action) 등이 선택될 수 있다.
또한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판결에 대해 지휘관이 확인조치권을 행사한다. 결국
군사소송의 총 책임자는 지휘관이라고 할 수 있다.
사건의 성격과 수에 비추어보면 순정군사범은 적고 일반범이 대부분이다. 1개 기지
의 경우에 1년에 대략 40건 정도의 범죄가 발생한다고 한다.
한편 범죄혐의자는 일반사건에서보다 두터운 법적 보호를 받는다. 미국 군사법통일
법전(UCMJ: Uniform Code of Military Justice) 제31조는 혐의자를 자기부죄(自己負
罪)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며, 심문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고 기소에
대해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혐의자에게 부여한다. 이는 일반사건에서보다 훨씬 빠
른 것이다.
1) 미 육군 예비군 소령(2003. 11. 28), 미 육군 중령(현 미8군 법무관)과의 면담(2003. 12. 18)
내용과 미국 군사법통일법전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2) 미국 군사법원 중 ‘General Court Martial’은 보통 ‘일반군사법원’으로 번역되고 있으나, 이
때의 ‘General’은 ‘일반’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장군’이라는 뜻이다. 즉 ‘General Court
Martial’은 후술하는 세 가지 군사법원 가운데에서 장군이 소집하는 가장 높은 단계의 드
물게 열리는 법원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혼동을 피하기 위해 여기서는 그냥 ’일반군사
법원‘으로 번역하기로 한다. ‘Special Court Martial’의 경우도 일반보다 높은 단계를 의미
하는 ‘특별’의 뜻이 아니라 약식(Summary)이 아닌 특별법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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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군 사법제도의 기본이 되는 연방법률은 미국 군사법통일법전이다. 동 법전은
범죄의 유형 및 재판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군사법통일법전의 시행을 위하여 필
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의 제정권은 대통령에게 유보되어 있다. 즉, 동법 제36조에 의
하면, “대통령은 본 법에 관한 사건으로서 군사법원 ... 에서 필요한, 입증의 방법을
포함한, 공판전 절차, 공판절차, 공판후 절차에 관하여, ... 규칙을 제정할 권한이 있
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에 근거하여 대통령령으로서 제정된 것이 “군사
법통일법전 시행령(The Manual for Courts Martial)”이며 실질적 군사법원의 운영에
관하여 상당히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3)
군사법통일법전은 1950년에 제정되었고 모두 140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가운데 제77조부터 제134조는 실체적인 형벌조항이다. 또한 징계사건에 관한 규정도
담고 있다. 즉, 우리의 경우와 비교한다면 군사법원법과 군형법 그리고 징계절차를
종합해 놓은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군사법통일법전은 일반형법 상의 범죄도 규정하
지만, 군대의 규율에 반하는 행위, 즉 군에 고유한 범죄도 규율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군무이탈(absence without leave), 상관에 대한 불손한 태도, 명령불복종, 의무해태, 군
용물 횡령, 근무중 음주, 장교에 대한 무례한 행동, 적 앞에서의 잘못된 행동, 무기에
대한 잘못된 행동, 배신, 간첩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군사법통일법전의 적용대상은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12개의 범주로 나누어져
있다. 군인, 군무원(현역, 예비역, 퇴역을 불문), 준군사적 조직의 구성원(군대에 복무
하는 공공의료기관 등), 군교도소 수감자, 전쟁포로, 아주 예외적이지만 민간인 등이
포함된다. 결국 대개는 현역의 군인, 군무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군사법통일법전의 전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Ⅰ. 일반조항 General Provisions - Articles 1 - 6a
Ⅱ. 체포 및 억류 Apprehension and Restraint - Articles 7 - 14
Ⅲ. 약식처벌 처벌 Non-Judicial Punishment - Article 15
Ⅳ. 군사재판의 관할 Court-Martial Jurisdiction - Articles 16 - 21
Ⅴ. 군사법원의 구성 Composition of Courts-Martial - Articles 22 - 29
3) 이점도 우리 군사법원법과는 다르다. 우리 군사법원법상으로는, 미국과 달리 대통령이 아
닌, “대법원이 군법무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사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군사
법원규칙을 제정한다”고 규정되어있다(제4조 제1항). 후술하는 Ⅵ. 4-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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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재판전 절차 Pre-Trial Procedure - Articles 30 - 35
Ⅶ. 재판 절차 Trial Procedure - Articles 36 - 54
Ⅷ. 선고 Sentences - Articles 55 - 58a
Ⅸ. 선고후 절차 및 항소Post-Trial Procedure & Review of Courts-Martial - Articles
59 - 76a
Ⅹ. 형벌규정 Punitive Articles - Articles 77 - 134
이와 같은 통일법전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50년에 제정되었는데, 그 배경은
그 이전에는 군사법원에 변호인이나 군판사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군사재판
을 좀 더 공정하고 피고인의 권리보장에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이러한 법률이 제정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통일법전은 그 동안 몇 차례 개정되었다. 현재에도 개정 필요
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배심원단의 구성을 무작위 선발로 하도록 하는 개정이 고려되
고 있다고 한다.
2. 수사절차 및 공소의 제기
가. 헌병과 CID4)
대개의 사건은 헌병이 초동수사를 하고, 중범죄에 대해서는 CID가 수사한다. 헌병
과 CID는 각 부대마다 설치되어 있다. 관할범위는 미 육군규정(Army Regulation)에
정해져 있다. 관할범위가 중복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CID가 관할을 결정할 권한
이 있다. 그러나 헌병에게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수는 없다. CID는 헌병에 대
한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다만 권고할 수 있을 뿐이지만 대체로 헌병은
CID의 권고를 수용하는 편이라고 한다.
헌병은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등 일반지휘계통을 따르지 않고 오직 장군의 지휘
4) 여기에서 CID(Criminal Investigation Division)란, 미 육군 범죄수사 사령부(H. Q. United
States Army Criminal Investigation Command: USACIDC) 소속의 각 지부를 말한다. 미
육군의 전문 범죄수사기관이 CID라면 해군에는 NCIS(U.S. Naval Criminal Investigative
Service), 공군에는 AFOSI(U.S. Air Force Office of Special InvestIgation)가 있다. 세 수사
기관 모두 일반 헌병부대와는 달리 독립된 지휘계통에 의거하여 각군의 중범죄(felony)를
수사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소속요원들의 구성 등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국방부 합동조사
단 홈페이지(http://www.mndcig.go.kr/navycrime.ht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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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받는다. 수사에 관한 보고의무는 피의자 소속부대 중대장에게만 있고 그보다 상급
부대 지휘관에게는 보고의무가 없다. 헌병은 단위부대장과 관계없이 장군에게 직접
소속되어 있어서, 만일 장군이 관심이 있는 사건이라면 장군이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나 - 예컨대 헌병에게 수사중지(금지)명령을 할 수 있다 - 이러한 경우는 실제로
거의 일어나지 않는 듯하다.
헌병의 경우, 수사기법, 군사법 등에 대하여 1년간의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수사관이 될 수 없다. 경력이 더 쌓이면 CID수사관으로의 진급이 가능하다.
나. 수사 및 기소절차
1) 중대장의 사건처리 결정
군대에서는 모든 범죄가 일단 직속지휘관(Immediate Commander)에게 보고된다.
사안이 중대하면 지휘관은 기소를 해야 할 지를 판단하기 위해 수사기구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군대에서는 일반사건에서처럼 지구검사가 아니라 지휘관이 기소여부
를 결정한다.
보통은 중대장(Company Commander)이 사건 처리를 1차적으로 결정한다. 중대장
이 직접 조사하여(이 때 법무관이 협조하며, 피의자 권리 등을 고지한다), 사건 처리
를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를 심문하거나, 법무관(Legal Adviser)의 자문을 얻
을 수는 있지만,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기소 전에 지휘관은 그의 법무참모(staff judge advocate)에게 자문을 구하여야 하
고, 혐의사실이 범죄이고 증거가 있으며 군사법원의 관할권이 있다는 참모의 서면동
의 없이는 기소하지 못한다. 법무참모는 서면으로 위의 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고 지휘관에게 일정한 대응을 권고할 수 있다.
중대장은 3가지 절차 가운데에서 선택권을 가지는데, 그 3가지는 다음과 같다.
1) 비형사적 처리 :

행정적 징계절차(Administrative Action)

2) 형사사건으로서 처리 : (1) 비사법적 처벌(Non-Judicial Punishment)
(2) 군사법원에의 회부(법무관이 작성한 고발장(Charge
Sheet)에 중대장이 서명하여 동의함으로써 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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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군사법원에의 회부가 결정되면 지휘관은 체포 혹은 구금명령 이후 8일 이내에
군사법원의 관할관에게 일체의 수사기록과 함께 사건을 이송하여야 한다(제33조).
2) 고발장의 작성(Drafting the Charge Sheet)과 처리법원의 결정
고발장은 법무관이 작성하고, 보통의 경우 중대장이 서명한다. 고발장에는 혐의 내
용과 적용법조가 기재된다. 적용법조는 정확할 필요는 없으나, 혐의 내용은 군사법통
일법전 상의 범죄를 구성할 만한 정도의 사실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만약 중대장이 직접 사건처리를 결정하지 않고, 이를 대대장(Battalion Commander)
에게 보고하면, 대대장은 다시 자신의 상급지휘관인 연대장(Brigade Commander)에게
보고할 것인지 아니면 약식군사법원에 회부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연대장에게 보고된
경우에, 연대장은 다시 자신의 상급지휘관인 장군(General Officer)에게 보고할 것인지
아니면 특별군사법원에 회부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끝으로 장군은 일반군사법원에 회
부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3) 군사법통일법전 제32조의 수사
일반군사법원에 회부되기 이전에(장군에게 보고되는 경우) 군사법통일법전 제32조
의 조사를 거쳐야 한다. 이는 일반군사법원에서 재판을 할 만큼 충분한 증거가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군사법원은 가장 무거운 형벌을 선고할 수 있는 군
사법원이기 때문이다. 제32조의 조사는 심문절차(Hearing)를 포함하는데, 이것은 거의
재판절차와 유사한 내용을 갖는다.
즉 연대장에 의하여 임명된 수사장교(Investigation Officer)가 피의자, 제1차 수사를
담당하였던 수사관 등을 전부 다 심문하고 조사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양 당사자
는 증인을 소환할 수 있고, 교차심문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피의자측도 수사관인 증
인에 대하여 반대신문을 할 수 있다.
한편 제32조 심문절차상의 혐의자는 유죄답변거래(plea bargain)의 조건으로 심문을
포기할 권한(waiver)이 있다. 또 혐의자는 심문/조사에 출석할 권리가 있고, 군 변호
사 혹은 자신이 고용한 민간변호사에 의해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일반 사건에서
의 심문/조사와 달리 그는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증인을 소환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스스로 증언할 수도 있다.
이 조사가 끝나면 수사장교는 여단장에게 법률적 권고를 한다. 권고의 주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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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군사법원에 회부할 것인가 아니면 특별군사법원에 회부할 것인가이다. 그리고 기
각(Dismissal: 사건종료와 수사절차의 중지) 또는 비형사절차를 통한 처리(No Court
Martial) 등을 권고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고에 여단장이 따를 의무는 없다.
3. 재판절차
가. 군사법원의 종류와 관할 (제16조 이하)
1) 일반군사법원(General Court-Martial)
일반군사법원은 통상 1명의 군판사와 5인 이상의 배심(member)으로 구성된다. 그
러나 법원이 구성되기 전 피고인이 서면 혹은 기록이 남는 진술로, 신원을 알고 있는
군판사만으로 구성된 재판부를 요구하고 그 군판사가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1명의
군판사만으로 구성될 수도 있다. 일반군사법원은 미국 군사법통일법전에 의한 모든
사건에 대해 관할권이 있고, 부과할 수 있는 형벌의 한계는 “군사법통일법전 시행령
(The Manual for Courts Martial)”에 의하며 여기에는 사형선고를 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통상의 경우에 일반군사법원으로 사건이 회부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한다.
2) 특별군사법원(Special Court-Martial)
특별군사법원은 3인 이상의 배심, 혹은 1명의 군판사와 3인 이상의 배심, 혹은 (일
반군사법원과 마찬가지의 조건에서) 1명의 군판사로 구성된다.
특별군사법원은 사형선고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관할권
을 가지나, 군사법통일법전 시행령이 규정하는 경우에는 법정형에 사형이 규정된 사
건도 재판할 수 있다. 특별군사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형벌에는 제한이 있는데, 즉,
구금의 경우에는 1년 이내이어야 하고 잘못된 행동(비행)으로 인한 전역처분(Bad
Conduct Discharge)과 같은 낙인효과가 덜한 처분은 할 수 있으나, 불명예제대
(Dishonorable Discharge)를 명령할 수는 없다.
3) 약식군사법원(Summary Court-Martial)
약식군사법원은 1명의 장교로 구성되는데, 법무관이 아닌 일반 장교가 재판을 담당
한다. 장교, 사관학교 생도, 사형선고 사건을 제외한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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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형벌에도 제한이 있다. 예컨대 구금의 경우에는 30일 이
내이어야 한다.
피고인은 약식군사법원에서의 재판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반군사법원 혹
은 특별군사법원에 의한 재판이 진행되게 된다.
나. 군사법원의 소집과 구성(제22조 이하)
1) 군사법원의 소집
군대에는 상설법원이 없으며, 사건 때마다 재판부가 구성된다.5) 이에 따라 군사재
판절차를 개시하는 지휘관을 소집관(convening authority)이라고 부른다. 그는 또한
배심원(Member)들을 임명한다. 소집관은 대개 법률가가 아니며, 군 법무관(Staff
Judge Advocate)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인 병은 자신과 같은 일반 병을 배심으로 요청할 권리가 있다. 이 경우
배심의 1/3은 최소한 병이어야 한다.
한편 사건이 비밀스럽고, 까다로운 증거와 관련되어 있을 때 혹은 아동을 증언으로
부터

보호하고자 할

때에는

소집관과

범죄혐의자 사이에

사전합의(Pretrial

Agreements)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은 일반 형사절차에서 유죄답변거래(Plea
Bargaining)와 마찬가지로 혐의자의 자백과 형량의 감경을 내용으로 하며, 선고 가능
성이 높은 사안에 제한된다.
2) 군사법원의 구성 - 군판사와 배심원
일반 민간법원과 마찬가지로 군사법원에서도 기본적으로 군판사는 법률문제(예컨
대, 전문법칙 등 증거능력 판단)를 결정하고 배심원들이 사실문제(예컨대, 유무죄 여
부)를 판단한다.
군판사(Military Judge)는 법무장교이고 보통 중령(Lieutenant Colonel) 또는 대령
(Colonel) 계급이다. 군판사는 군사법원에서 변호인, 검사 또는 양자로서 많은 경험을
5) 여기서의 상설법원이 없다는 의미는 우리의 경우로 풀어서 쓰면, 국법상 의미에서의 법원
은 존재하나 소송법적 의미에서의 법원은 상설이 아니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앞의
Ⅱ. 3.의 군사법원의 법적 성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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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사람 중에서 임명된다. 군판사는 오직 다른 군판사에 의해서만 감독을 받으며
일반적인 군사적 의무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군판사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배심원과 협의할 수 없으며,
배심의 평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배심원단(Member: Panel)은 지역사령관(Local Commander)이 12명을 임명하고 그
명단을 작성한다. 이 사람들은 6개월간 배심원으로 법원에 출석할 의무를 진다. 명단
에 포함된 사람의 전출 등으로 궐석이 생긴 경우 12명의 명단은 계속적으로 보충・
유지된다.
군사법원이 소집되면 소집관(Convening Authority)은 지역사령관이 작성한 배심원
단의 명단 중에서 구체적인 해당사건에 대한 배심원을 선정한다. 소집관은 법률에 의
하여 나이, 교육 및 훈련정도, 경험, 군경력, 사법적 성향(judicial temperament) 등을
고려하여 배심원을 선정한다. 군사법원의 배심원은 일반장교(commissioned officer),
기술장교(준사관: warrant officer, 이들은 장교가 피고인인 경우에는 배심원이 될 수
없다), 기타 사병(피고인과 같은 부대(unit)에 속하지 않은 경우)으로 이루어진다. 가능
하면 피고인보다 상위 계급의 군인들로 구성한다.
양 당사자는 배심원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없이, 그리고 합
리적 이유의 제시 없이 1인을 무조건 기피(Challenge)할 수 있다. 같은 사건의 고소
인, 검찰측 증인, 수사관, 변호인 등은 배심원에서 제외된다(이러한 사람들은 같은 사
건의 판사도 될 수 없다).
배심원은 비밀투표로써 평의를 하지만, 투표 이전에 서로 상대편의 의견을 물어볼
수는 있다. 그리고 평결이 이루어진 후에는 자신의 투표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
여야 한다. 증인의 증언에 관하여 의문이 생긴 경우에는 검찰이나 피고인측에게 직접
물어 볼 수는 없고 법관에게만 질문 또는 녹화된 테이프의 청취를 요구할 수 있다.
일반법원과 마찬가지로 “합리적 의심을 넘는 정도(beyond a reasonable doubt)”의 유
죄심증이 있어야 유죄결정을 할 수 있다. 이 합리적 의심 기준은 특히 변호인측에서
(예컨대, 최후변론 등에서) 강조할 것이다. 평의하는 도중에 이루어진 토론은 계급관
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며, 배심원으로서의 역할은 일반 근무평정
(performance report)에서 고려되지 않는다.
군사법원에서의 유죄결정은 민간법원에서 확립된 만장일치제와는 달리 배심원의 3
분의 2의 찬성으로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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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배심원에 의해 재판받을 것을 선택한 경우, 일반 형사법원과는 달리 배심
원이 사실인정만을 하는 것은 아니고 형량도 배심원에 의하여 결정된다. 반면 법관 1
인만에 의하여 재판받을 것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법관에 의하여 형량도 결정되게
된다.
한편 재판절차에서 적용되는 증거법은 연방증거규칙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
된 “군사법원증거규칙(Military Rules of Evidence(MRE))”에 의한다. 기타 소송절차는
민간의 형사절차와 같다.
다. 재판의 진행과 판결의 선고
군사재판에서의 절차 및 규범은 일반 법원에서의 그것과 유사하다.
1) 재판전 심문
판사는 제39조 상의 심문을 실시할 수 있다. 즉 그는 주장이 판결의 결론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 배심을 배제한 상태에서 증인으로부터 증언을 듣고, 증거를 조사한다.
2) 기소요지낭독 (Arraignment)
역시 제39조에 의하여 기소요지를 낭독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무죄, 유죄에 대해
변론할 기회를 가진다.
3) 배심원에 대한 기피(Challenges)
위에 말한 바와 같이 검찰과 피고인 양측은 모두 1명의 심판관을 이유 없이 기피
할 수 있다.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여러 명에 대한 기피도 가능하다.
4) 증거조사
재판상 허용되는 증거 등 증거조사를 규율하는 규칙으로 위에 소개한 "군사법원증
거규칙"이 있다.
5) 최후변론 및 입증책임
모든 증거가 제시되면 양측이 최후변론을 진행한다. 이후 법관은 배심에게 법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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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에 대해 알려주고, 그러면 배심원이 평의를 시작한다.
6) 배심원의 평의 및 평결
군사재판에서 유죄확정을 위해서는 배심원 2/3의 찬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사형에
서는 만장일치, 10년 이상 형벌이면 3/4의 찬성을 요한다.
유죄평결이 나면 검사와 변호인이 다시 양형사유(가중, 감경사유 등)에 관한 진술을
한다. 그리고 난후 배심원이 형량을 결정한다. 이렇게 결정된 형량을 판사가 선고한
다. 이점은 배심원이 유죄여부 판단만을 하는 민간법원의 경우와 다르다. 피고인이
배심재판을 받을 것을 선택한 경우에는 유무죄뿐만 아니라 형량까지도 배심원단이
결정하게 하는 것이다.
한편 무죄평결의 경우에 검사는 상소하지 못하고 피고인은 즉시 석방된다.
7) 판결낭독
판결이 선고되면 재판절차는 종결되고, 재판후의 검토절차(Review)가 시작된다.
4. 재판 후의 절차
가. 지휘관의 확인조치권(Clemency Power)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여단장과 장군에게 형벌을 감경해달라는 청원이 가능
하다. 청원의 범위는 제한이 없고 형의 감경뿐만 아니라 형면제 및 유죄판결의 취소
까지도 가능하다. 이러한 확인조치권은 드물게 사용되는데, 이에 대한 사후통제는 별
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대개 사건의 10%정도에 대하여 확인조치권이 행사된다. 이와
같은 지휘관의 재량행사에 대하여 일정한 규칙이 존재하기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제
한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나. 상소절차
1년 이상의 구금형이 선고된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형사항소법원(Court of
Criminal Appeals)"에 항소할 수 있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재차 군 변호사에 의해 대
리된다. 형사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군사항소법원(Court of Appeals for the
Armed Forces)"에 항소할 수 있다. 이 법원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5명의 민간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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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로 구성된다. 이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연방대법원(U.S. Supreme Court)에 상고
할 수 있다.
다. 형벌의 집행
형벌은 선고 직후 즉시 집행된다. 주한미군의 경우, 5년 이하의 자유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경구금시설(Confinement Facilities)에, 5년 이상의 자유형을 선고받은 경우
에는 중구금시설(Detention House(Prison))에 각각 수용된다. 참고로 미결구금의 경우
에는 단기자유형과 마찬가지로 경구금시설(Confinement Facilities)에 수용되지만 기결
수와는 분리 수용된다. 그리고 단위부대 차원에서는 헌병대 내에 유치시설이 있으나,
24시간 이내에서만 수용할 수 있다. 이 모든 구금시설은 헌병이 관리한다.
구금시설을 관리하는 헌병의 권한남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그러한 가능성이 없
는 것은 아니나 피고인은 재판 전에 대개 구금되지 않고, 중죄의 경우에 일부가 구금
되지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효과적으로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헌병도 법률에 의한 절차를 잘 지키고 있다고 한다.
5. 기타
가. 비사법적 처벌(Nonjudicial Punishment: NJP) - 미국 군사법통일법전 제15조
경미한 비행은 위의 군사법원을 통한 절차와는 달리 비사법적으로 처리된다. 이와
같은 비사법적 처벌은 “제15조”, “근무시간(office hours)” 혹은 “함내법정(captain's
mast)”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러한 절차는 우리의 경우 징계사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사적 제재와는 거리가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형사재판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절차
적 특례가 있다.
이러한 비사법적 처벌조치의 목적은 경미한 비행(minor offenses)을 군사재판의 절
차를 거치지 않고 처벌하는 데 있다. 그 대상은 제한되어 있고, 군사재판과는 달리
공개되지 않는다.
비사법적 처벌의 대상자는 일단 자신이 기소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와 관련한 증
거가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아야 하며, 자신이 비사법적 처벌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군
사재판을 받을지 여부를 변호사와 상의한 후 결정할 수 있다. 비사법적 처벌을 받아
들이는 경우에는 지휘관 앞에서 청문을 하며, 증인을 출석시키고, 증거를 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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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요구할 수 있다. 지휘관이 형벌을 부과하기 전에 처벌대상자는 모든 정보를 검토
하여야 하며, 증거의 신뢰성에 대해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비사법적 처벌절차에서는 피고인과 지휘관의 계급에 따라 각각의 형벌에
대한 최고형량이 달라진다.
비사법적 형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장교의 경우:
1) 30일 이내 감금(restriction)(업무는 그대로 혹은 중지된 상태에서)
2) 30일 이내 지휘본부에 감금(arrest)
3) 2달 동안 임금의 절반 이내 범위에서의 몰수
4) 60일 이내 감금(restriction)(업무 계속 혹은 중지된 상태에서)
5) 3달 동안 임금의 절반 이내 범위에서 압류(detention)
(2번 이하는 일반군사법원(general court-martial) 관할권을 행사하는 장교에
의해 부과되는 경우임)
장교가 아닌 사람의 경우:
1) 함선에 승선해 있는 사람의 경우, 3일 이내 빵과 물 혹은 감량된 식사만을
제공하는 구금(confinement)
2) 7일 이내 교정구금(correctional custody)
3) 7일 이내 임금의 몰수
4) 1단계 낮은 임금등급으로의 감소
5) 14일 이내에서 초과근로의 부과
6) 14일 이내 감금(restriction)(업무 계속 혹은 중지된 상태에서)
7) 14일 이내 임금의 압류(detention)
8) 중위 이상의 장교가 부과하는 경우에는,
8-1) 1)의 징계
8-2) 30일 이내 교정구금(custody)
8-3) 2달 동안 임금의 절반 이내 범위에서의 몰수
8-4) 가장 낮은 혹은 중간단계의 임금등급으로의 감소
8-5) 45일 이내 초과근로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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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60일 이내 감금(restriction)(업무 계속 혹은 중지된 상태에서)
8-7) 3달 동인 임금의 절반 이내 범위에서 압류(detention)
이상의 비사법적 형벌에 대해서는 항고(appeal)할 수 있다. 항고는 지체 없이 처리
되지만, 그러나 그 동안 형벌은 중단되지 않고 집행된다(e항).
나. 법무관의 조직
미국 군사법제도상 법무관들은 군판사(Military Judge), 변호인(Defense Counsel) 그
리고 군검찰(Prosecutor: Staff Judge Advocate - SJA)로 구성되는데, 무엇보다 이들 3
자가 조직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점이 한국의 경우와는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즉 이들은 서로 다른 조직체계에 속해 있으며, 따라서 일반지휘계통과는 물론 서로
간에도 영향을 주고받을 수 없다. 같은 지역에서는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다른 업무를 담당할 수 없으며, 다른 지역으로 전출가는 경우에야 비로소 다른 업무
를 담당할 수 있게 된다.
사건이 군사법원에 회부되면 지휘관으로부터 법무관실로 사건이 송부되고, 법무관
가운데에서 검사 역할을 담당할 장교가 결정된다.
변호인도 법무관이지만 이들은 다른 법무관들과 다른 조직을 이루어 별도로 관리
된다. 법무관의 변호는 무료이며, 민간변호사의 선임도 물론 가능하다. 하지만 일반적
으로 법무관들이 군 사건에 대해 경험도 많고, 검사인 법무관과도 잘 통하기 때문에
사선변호인의 경우보다 못할 것이 없다고 한다. 변호인은 사건 직후부터 활동을 개시
한다.
법무관은 법과대학원(Law School)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Bar exam)에 통과한 법
률가 중에 군대를 지원하는 사람으로 구성된다. 이 밖에 일반 장교가 법무관을 지원
하면 법과대학원 학비를 지원해주고, 대신 5년간 의무복무토록 하는 특별한 경우가
있다(일반은 3년 의무복무). 지원 후에 6개월간 법무관학교(JAG School)에서 교육을
받고 중위로 임관하여, 대위로 제대한다.
법률가들이 군 법무관에 지원하는 이유는, 일반 소송절차와 군 소송절차가 크게 다
르지 않으므로 경험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밖에 후에 법률가 경력으로 인
정되고, 공무원 선발 등에서 가산점수가 있는 경우도 있다. 사회에서 군 경력을 인정
받는 것도 장점이라고 한다. 또 법무관들 사이에 인적인 연결망도 형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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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원의 독립성 - 지휘관의 영향력 행사문제
현행 미 군사법통일법전의 운용과 관련하여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 2가지가
있는데, 이중 특히 중요한 것은 지휘관이 재판절차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점이다. 미
군사법상 지휘관의 영향력행사는 불법이고 범죄이지만 현실에서는 비밀리에 영향력
행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6)
지휘관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유는 특정한 범죄에 대하여 더 엄하게 처벌하려고
하기 때문이다.7) 지휘관이 사건을 감추려고 할 수도 있다. 다만 그런 경우 외부의 조
사기관(Inspector General)에서 그 정보를 탐지하게 되면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
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지휘관의 신상에 위험한 일이 된다고 한다.
‘재판에 대한 지휘관의 영향력 행사(Commander Influence)’는 미 군사법통일법전에
범죄로 규정되어 있다. 즉, “군사법원의 소집관(convening authority)이나 기타 지휘관
은 군판사나 변호인 기타 법원의 구성원에 판결 혹은 기타 재판절차상 역할과 관련
하여 간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제37조).”
지휘관이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이 증명되면 재판 전체가 취소된다. 따
라서 그러한 일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CID에 대한 지휘관의 영향
력 행사를 금지하는 규정도 있다.
지휘관의 사건절차 결정과 확인조치권은 지휘관의 재량사항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군의 특성상 사법권에 대해서도 지휘권이 일정하게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제도적으로 인정해 준 것이지만, 반대로 부당한 개입은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그
결과 실제로 대부분의 미군 현역 군 법무관들은 군사법원의 독립성・공정성을 특별
히 의심하지 않으며 지휘관의 개입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6) 두 번째 문제는 검사는 자신이 원하는 모든 증인을 판사에게 신청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
으나, 변호인은 판사에게 신청을 하여야만 가능하다고 하는 점이다.
7) 특히 장교를 더 엄하게 벌하려고 하는 지휘관도 있다고 한다. 이 점도 우리의 경우와 크게
대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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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7 군 징계절차에 대한 비교법적 자료

이 자료는 Georg Nolte가 편집한 European Military Law Systems, De Gruyter Recht,
Berlin, 2003, 제2장 General Comparative Report 중 제7절 “징계”(Sanctions) 부분을 번역한
것이다. 면수는 129-155에 해당한다. 독일의 군사법․국제법 학자인 게오르그 놀테는 ‘군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제네바 센터’ 등의 후원 아래 벨기에, 덴마크, 독일, 프랑스, 룩셈부
르크, 네덜란드, 폴란드, 스페인, 영국 등 8개국 군사전문가들을 섭외하여 위의 보고서를 완
성하였다. 위 보고서에는 군사법 전반에 관한 유용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데, 이하에서 번
역한 것은 그 중 “징계” 부분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에 해당한다.
이하의 번역 글에서 등장하는 “모든 나라” 혹은 “검토대상국가”라 함은 위의 8개국을 의
미한다. 한편 위의 영어판 보고서가 나오기 이 전에 위의 제2장 부분은 먼저 독일어판으로
출간된 바 있다.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Georg Nolte/Heike Krieger, Europäische
Wehrrechtssysteme: Eine Vergleich der Rechtsordnungen Belgiens, Dänemarks, Deutschlands,
Frankreichs, Luxemburgs, der Niederlande, Polens, Spaniens und des Vereinigten Königreichs,
Baden-Baden: Nomos Verlagsgesellschaft, 2002. 영어판 보고서가 후에 나왔기 때문에 내용
에서 다소 보완된 부분도 있으나 해당 부분에 관한 설명은 전체적으로 볼 때 대동소이하다.
번역은 영어판을 주대본으로 하였으나, 번역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독일어본도 아울러 참
고하였음을 밝혀둔다.

8개국을 대상으로 검토해 보면 징계제도의 형성에는 크게 두 가지 접근방법이 있
음을 알 수 있다. 그 하나는 징계법과 형법을 구별하여 두개를 별도로 운영하는 방식
이 하나 있고 양자를 구별하지 않고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식이 있다. 대부분
의 국가들은 첫 번째 유형에 속한다. 두 번째 유형에 속하는 국가로는 덴마크와 영국
이 있다. 징계법과 형법을 구별하는 국가들은 군법위반행위를 두 종류, 즉 사법부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와 (오직)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규율위반행위로 나눈다. 징계
법과 형법을 구별하지 않는 국가는 모든 군법위반행위를 범죄로 본다는 점에서 이러
한 구별을 인정하지 않는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의 개별적 사항에 관한 검토
에 앞서서, 덴마크와 영국의 제도들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덴마크에서는, 군 사법 행정법(Militœr Retsplejelov-MRPL)에 의하여 징계가 규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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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덴마크의 제도는 세 가지 종류의 제재를 인정하고 있다. 즉, 형사처벌, 징계처분,
그리고 형사재판에 의하지 않는 처벌 등이 그것이다. 소위 “형사재판에 의하지 않는
처벌”(위의 법 제29조-제36조)은 단순한(경미한) 규정위반에 대해 가해진다. 이는 징계
처분과 형벌의 혼합물이다. 즉, 일면에서 이러한 조치들은 형사사건에서의 처벌로 간
주되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 징계권을 가진 상관이 형사재판에 의하지 않고도 이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징계처벌의 성격도 갖는 것이다. 위의 법 제37조에 의하면, 덴마
크의 군 사법제도가 징계처분과 형법을 구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조
제1문은 “징계조치들은 범죄행위가 저질러진 경우에만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다.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는 범죄행위의 경중에 달려있다. 통상 경미한 형벌을
선고하기 보다는 징계조치를 취하는 것이 선호된다.
영국에서는, 육해공군이 각각 자체의 징계법(Disciplinary Act)을 가지고 있다. 그러
나 2006년까지는 통합된 3군의 징계법을 갖게 될 것이다. 1955년의 육군법(Army
Act)이 우리의 연구에 가장 적절한 사례이다. 1955년의 육군법 제2장듲 ‘징계 및 형사
재판 그리고 군법위반행위의 처벌’이라는 제목 하에서 다양한 범죄들을 설명하고 있
다. 더욱이, 제70절(Section 70)에서는 영국과 웨일즈의 형법 전체를 통합시키고 있다.
징계조치는 지휘관과 군사법원 양자에 의해 내려질 수 있다. 육군의 경우, 통상 중령
이상의 계급에 있는 자가 지휘관이 된다. 지휘관의 관할은 징계대상이 되는 군인의
계급 또는 발생한 범죄의 종류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 지휘관은 장교에 대한 징계요
청이 있는 경우에, 그 장교가 소령 이하라면 약식절차에 의해 처리할 권한을 가진다.
그 이상의 계급의 장교에 대하여는 군사법원만이 관할권을 가진다. 지휘관은 1955년
의 육군법에 규정한 - 공동폭행, 운전부주의, 2000파운드 이하의 재물의 파괴 내지 손
괴, 통제되는 약물(불법적 마약)의 불법소지, 절도 그리고 음주운전 등을 포함한 - 대
부분의 징계사건을 처리할 권한을 가진다. 그 외의 범죄에 대하여는 군사법원이 관할
권을 가진다.

1. 징계법 (Disciplinary Law)
징계법(disciplinary law)과 관련하여 유럽의 일반적인 모델이 있다고 말하기는 힘
들지만 일정 부분에서는 덴마크와 영국을 포함하여 모든 곳에서 공통점이 있다. 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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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국가에서 징계 조치는 계급이 대위이상인 장교들만 부과할 수 있게 돼 있고, 단
위부대(military unit)의 지휘관이 1차적으로 징계권을 갖는다. 그 이상의 지휘관들은
주로 장교들에 대해 징계 조치를 할 권한을 갖는다. 많은 경우 국방부 장관은 모든
계급에 대해 중징계(severe punishments)를 할 포괄적인 권한을 갖는다. 징계처벌의
유형에는 보통, 견책, 일정한 기간동안의 특정 권리 박탈, 특히 소위 말하는 영내구금,
그리고 여러 유형의 체포가 포함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벌금형이 있지만, 벨기에,
이탈리아 그리고 스페인에서는 벌금이 군인의 명예와 합치되지 않는 처벌이라고 간
주되고 있다. 검토대상국가중 다수는 단순징계조치와 중징계 조치를 구분한다(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중징계 조치란 군인의 지위나 경력과 관계된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계급의 강등 또는 전역조치가 이에 해당한다. 반면 영내구금 또는 견책은
단순징계조치로 파악된다. 대부분의 검토대상 국가에서 피의자는 부당하고 부적절하
게 과도한 처벌에 대해서 지휘관의 상관에게 항고할 수 있다.1) 이러한 항고는 최상급
지휘관에게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이는 지휘관의 징계 결정들이 실체적 심사의 대상
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독일에서는 군인의 이의를 처리하는 법원이 규율
의 중대한 위반을 다룰 수 있고, 군인의 경력에 영향을 미치는 처벌을 부과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계급 또는 보직의 박탈, 전역처분, 또는 연금 박탈이 있다. 덴마크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군인은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유럽인권협약(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이하 ECHR)과, 동 협약의군재판에의 적용
여부에 대한 다수의 판결들로 인해 검토대상 국가 중 몇몇 국가, 특히 영국은 군법절
차를 개정하거나 전면개편하게 되었다. 이러한 개혁은 해당 국가가 유럽인권협약의
제5조와 제6조에 합치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제5조와 제6조가 보장하는 권리들
은, 어떠한 자도 권한 있는 법원에 의하지 않고는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으며, 피의자
는 형사상 기소되었을 때, 법에 의해 설립된 독립적이고 불편부당한 법원에 의한 공
정하고 공개된 심리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a. 징계권 (Disciplinary Power)
징계조치를 취할 권한, 즉 징계권을 누가 갖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공통의 모
1) 아래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번역한 경우도 있는데, 같은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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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는 지휘관(commanding officer)이 징계권을 가지
지만, 징계권을 갖는 상관들이 군대의 지휘계통 내에서 갖는 위치 또는 계급이 각국
에서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징계권은 상관의 직무상의 지위와 관련되
어 있는 것이 원칙이다. 징계권을 가진 상관(disciplinary superior)이 모든 징계처분을
행할 권한을 가질 수도 있으나 징계의 경중에 따라 관할이 결정될 수도 있다. 벨기
에2), 덴마크3), 프랑스4), 독일5), 이탈리아6), 룩셈부르크7), 그리고 스페인8)에서는 원칙
적으로 직속상관이 단순 징계권(minor sanctions)을 갖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 징계권
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상관의 지위, 비위행위를 저지른 군인의 계급, 징계의 종류 그
리고 징계절차의 단계에 따라 달라진다.9) 중징계가 부과되는 경우, 벨기에에서는 연
대장이 그 권한을 행사한다.10) 스페인에서는 징계가 군인의 신분과 관련될 경우 국방
부 장관 또는 국왕이 징계권을 가진다. 덴마크에서는 군검찰관(이는 물론 진정한 의
미의 상관이 아니다)만이 가장 중한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다11). 독일에서는 군 행
정법원(Truppendienstgericht)이 중징계에 대해 결정한다.12)
반대로 폴란드와 영국의 경우, (징계권을 가진) 상급자가 내릴 수 있는 징계에는 제
한이 없다. 폴란드에서는 부과된 징계에 대해 항고(이의제기, appeal)를 제기하는 경
우에만 차상급자가 징계절차에 참여하게 된다.13) 마찬가지로 영국에서는 지휘관이 모
2)
3)
4)
5)
6)
7)
8)
9)

Arts. 30-36 RDF.
Art. 39 MRPL.
Art. 34(3) RDGA.
Sect. 27-31 WDO.
Art. 56 RDA.
Arts. 16 및 25 Law of 16 April 1979.
Art. 5 RDFA.
징계권에 관하여는 다음 법령들에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벨기에: Art. 30 et seq. RDF;
덴마크: Decree No.64 of 22 January 1985, Kundgorelse for Forsvaret B. 5- 1985, pkt. 2;
독일: Sect. 28 WDO; 룩셈부르크: Art. 25 Law of 16 April 1979; 이탈리아: Art. 56 RDA;
스페인: Arts. 27-43 RDFA.
10) Art. 31 RDF.
11) Art. 2(2) Administrative Order No. 64 of 22 January 1985; Kundgorelse for Forsvaret B.
5-1985, pkt.2.
12) Sect. 58 WDO.
13) 예컨대, T. Zieliński, Labour Law: Outline of the System (Prawo pracy:zarys systemu),
Warszawa 1999.를 참조; 또한 Constitutional Court (Trybunal Konstytucyjny), Judgement
No. K 26/00 of 10 April 2002.를 참조.

- 297 -

든 징계대상 위반행위에 관해 그 권한을 가진다. 육군의 경우 (징계권자로서의) 지휘
관은 보통 중령이다. 일반적으로 지휘관 또는

군사법원의 관할은 피의자의 계급에

의해 좌우된다. 군사법원은 대령 이상의 모든 장교에 대해서 징계권한을 갖는다.
징계권과 관련하여 독일의 제도와 그 밖의 국가간의 차이점 중 가장 중요한 부분
은 군인의 이후 경력과 관련된 중징계(즉 군인의 공무원법상의 지위와 관련된 징계)
를

1차적으로 부과하는 기구가 독일에서는 군 행정법원(Truppendienstgericht)이라는

사실이다.14) 오직 영국에서만 군사법원이 1차적으로 대령 이상의 장교들에게 징계권
한을 행사한다. 따라서 법원의 권한이 미치는 가는 징계의 경중이 아니라 피의자인
장교의 계급에 달려 있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법원이 1차적으로 징계권한을 갖고 있
지는 않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원은 항고에 대해 심판할 권한을 갖고 있다.
벨기에15), 프랑스 그리고 네덜란드가 그렇다. 즉, 다른 나라에서는 징계권자가 봉급지
불정지(영국), 강등(벨기에, 프랑스, 스페인), 승진금지(스페인) 그리고 심지어 퇴역처분
(definite dismissal from the armed forces)같은 징계처분을 내리지만, 독일에서는 오
로지 군 행정법원만이 그러한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네덜란드와 스페인
이 다국적 부대나 해외파병부대 내의 군인에 대해 적용되는 특별규정들을 징계법에
포함시켰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스페인 군징계법 제49조는 일시적으로 분리되어
해외에 파병된 단위부대나 기타 분견대(分遣隊)의 지휘관은 그 계급과 상관없이 징계
권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이 장교들에게 주어진 징계권은 이들 단위부대나 분견대를
설립이유가 된 임무가 완료될 때까지 존재한다. 이렇게하여 해외에서의 임무를 수행
하는 부대에 대한 징계권이 파병된 장병들 개개인의 사정과 그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현장 지휘관에 의해 행사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네덜란드에서는 해
외에서 임무수행중인 군인에 대한 징계벌금의 액수가 가중되어 있다. 왜냐하면 이들
은 국내의 군인들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기 때문이다.
b. 형법과의 관계
징계법과 형법이 두 가지 별개의 제도로 인식되는 국가에서는 양자간의 관계가 분
14) 이런 점에서 형사범죄에 대한 군사법원의 관할은 문제되지 않는다.
15) 단, 법정징계조치(statutory disciplinary measures)에 대한 이의제기의 경우에만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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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게 정리되어야 한다. 동일한 행위가 징계법과 형법에 따라 거듭 처벌받게 된다면,
법의지배, 일사부재리(ne bis in idem)의 원칙 그리고 비례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
다. 그러나 양자간의 상호조율은 징계조치와 형사처벌이 중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만 필요하다:
aa. 징계법과 형법의 중첩적 적용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폴란드, 그리고 스페인에서는 징계조치와 형사처벌이 중
첩적으로 부과될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직무상 비리를 저지른 군인은 형사처벌, 징
계벌, 직업상의 처벌 그리고 기타 법률상의 처벌대상이 된다. 프랑스 군 징계법 제30
조에 따르면 하나의 행위로 인해 징계처벌, 직업상의 처벌, 실정법상의 처벌, 그리고/
또는 형사 처벌을 중첩적으로 받을 수 있다. 벨기에, 프랑스 그리고 룩셈부르크의 군
법 제도는 독일식으로 말하자면 군인의 공무원법상의 지위, 즉 군인의 경력과 관련한
처벌을 직업상의 처벌 및 실정법상의 처벌이라고 부른다. 이 처벌들은 견책과 같은
고유한 의미의 징계조치와는 구별된다.
독일과 스페인에서는 법 이론적으로 징계 제도와 형사처벌 제도는 서로 다른 법익
을 보호하는 것이어서 양자는 분리해서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징계법은 규율(군기)을
유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해 군대의 전투력을 보존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징계법
은 교육적 기능을 갖는다. 반면 형법은 과거의 잘못에 대해 위반자에게 개인적 책임
을 묻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런 이론적 구분에 의하면 징계와 형사처벌을 이중적으
로 부과해도 문제가 없다.
벨기에와 네덜란드에서는 일사부재리(ne bis in idem)의 원칙을 넓게 해석하여 징
계법과 형법의 중첩적 적용을 부정한다. 벨기에 군사법제에 따르면 징계와 형사처벌
은 서로 배타적인 관계에 있다. 형사법원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은 이에게 징계조치를
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즉 형사상의 유죄판결 혹은 무죄판결은 징계조치에 우
선하며 이후 징계조치를 추가할 수 없다.16) 그러나 이른바 법정(statutory) 징계 조치
의 경우에는 예외가 있다. 이러한 징계 조치(grande discipline)는 독일법에서 말하는
군인의 기본적 신분과 관련된 징계 조치에 비견되는 것이다. 군인이 범죄행위에 대하
16) Art.. 43 R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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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유죄판결을 받고, 이른바 조사위원회(Conseil d'Enquete)가 그 범죄가 위중함을 인
정하게 되면, 그 군인인 퇴역조치될 수 있다. 이 경우에 징계 조치는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중과된다. 네덜란드에서도 군인의 의무위반은 징계대상이 되는 비위이거나 형
사상 범죄행위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징계처분과 형사처벌은 상
호 배타적인 인식된다.
이탈리아에서는, 이 부분이 분명치가 않다. 비록 병과(竝科)를 배제하는 규정이 존
재하기는 하지만17), 헌법재판소는 구금(confinement or close arrest)과 같은 징계처분
이 형벌에 병과될 수 있는지에 대해 결정한 바 없다. 헌법재판소는 판결 제 406/2000
에서 그러한 경우에 일사부재리(ne bis in idem)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18)
bb. 징계처분과 형사처벌의 병과의 배제
징계처분과 형사처벌이 중첩적으로 적용되는 국가에서는 양자의 병과여부가 문제
된다. 예컨대 독일에서는 법원이 군인에 대해 형을 선고하면 추가적 징계 조치를 부
과할 상관의 권한은 제한된다. 그런 경우 상관은 견책, 중견책, 벌금 또는 영내의 구
금과 같은 징계조치를 행할 수 없다. 군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혹은 군대의 명예나
권위의 유지를 위해 징계체포, 감봉, 또는 연금삭감 등의 추가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에는 그런 조치들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19) 징계체포가 된 경우에는 다른 형
태의 구금시 그 기간만큼을 공제해야 한다.20) 다른 나라들에서도 이와 유사한 규정이
있다. 룩셈부르크에서는 형사법원에 사건이 계속 중인 경우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
권자에 대해 형사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절차를 중지할 것을 요청한
다.21) 프랑스와 스페인의 징계․형사 처벌 제도에는 양자의 상호인정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프랑스에서는 형법상의 징역형에서 징계체포 기간이
공제되지 않는다.
17)
18)
19)
20)
21)

Art. 60 C.P.M.P.
이탈리아 헌법재판소(Corte costitutionale), Ruling 406/2000.
Sect. 16 WDO.
Sect. 16(2) WDO; 또한 Sect. 39 WDO 참조.
Art. 22(3) 및 (4) Law of 16 April 1979.

- 300 -

폴란드에서는 형이 선고된 경우 내릴 수 있는 징계조치가 제한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사과를 할 의무, 피해에 대한
배상의무, 그리고 징계 처분의 사실을 부대원들에게 고지할 의무를 부과하는 조치 등
이 가능하다. 이런 징계 조치들은 형사처벌과는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간의 충
돌이 일어나지 않는다.
덴마크와 영국에서는 징계법과 형법은 서로 다른 제도로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둘
간의 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에 따라 1955년 영국 육군법
(British Army Act 1955)에는 군사 징계대상 위반행위의 목록과 함께 잉글랜드 형법
과 웨일스 형법 전체를 적용한다는 규정이 동시에 들어가 있다.22)
덴마크에서는 형사상 범죄행위에 대해서만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23) 징계는 가벼
운 형벌을 대신한다.24)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벌만큼을 형벌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가 문제된다. 왜냐하면 범죄행위가 형사소송절차에서 다루어지고 난 이후에도, 그러
한 행위가 별도로 경미한 범법행위로 재차 재단될 수 있고 또한 “형사재판이 처벌”
절차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일사부재리(ne bis in idem)의 원칙이
적용되어서, 동일한 사건이 다시 판단대상이 될 경우, 사전에 적용된 처벌만큼을 공
제하게 된다.
c. 징계법의 목적
검토대상이 나라 모두에서 징계법은 군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데 복
무한다. 징계법을 통해 군대의 질서, 군기, 일사분란한 군대, 군의 명예와 같은 법
적․군사적 이익의 보호가 추구된다. 나아가 군의 안전도 고려된다. 벨기에, 프랑스,
스페인에서는 군의 중립성 유지도 군 징계법의 목적으로 추가된다. 덴마크와 영국에
서는 징계법과 형법을 구별하지 않으므로, 범죄를 처벌하고 범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징계법의 목적으로 추가된다. 프랑스에서는 직무태만(failures)이나 과실을 처벌
하는 것이 징계법이 추구하는 목적의 일부이다. 독일과 스페인에서는 징계법의 교육

22) Sect. 70 Army Act 1955.
23) Art. 37 (1) MPRL.
24) Art. 37 (2) MP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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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목적이 강조된다.
d. 징계 조치(수단:Measures)
부과할 수 있는 징계조치의 대부분은 각 국에서 대체로 유사하다. 다만 그 구체적
인 내용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25)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폴란드 그리고 영국에서는 모든 징계조치가 모든 군인에게 부과될 수 있는 것은 아
니다. 해당 군인의 계급 또는 분류에 따라 차이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장교에게 구금, 강등, 단순 처벌(minor punishments)을 부과할 수 없다. 이등병은 훈
계(admonish)는 받을 수 있어도 견책의 대상은 아니다. 벨기에서는 징병제가 폐지되
기 전까지는 의무복무병에 대한 특별한 징계조치가 존재했다.26)
aa. 경고/훈계(Warning/Admonition)
징계권자에 의한 경고 또는 훈계가 벨기에, 덴마크,27) 프랑스, 이탈리아, 룩셈부르
크, 폴란드(훈계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장교에게만 가능함) 그리고 스페인 등에서는
징계조치로 이해된다. 이에 반하여, 독일의 경우 경고는 법적인 의미가 없다.28)
bb. 견책(Reprimand)
검토대상이 된 모든 국가에서 공식적인 경고(rebuke)로 견책이 사용된다. 중견책은

25) 징계조치들에 대한 규정은 다음 법령들에 수록되어 있다. 벨기에: Arts. 22-29 및 41(1)
RDF; 덴마크: Art. 38 MRPL; 독일: Sect. 22 및 58 WDO; 이탈리아: Law No. 382/1978 및
the Regolamento die disciplina militare(RDM); 프랑스: Art 31 RDGA; 룩셈부르크: Art. 25
Law of 19 April 1979; 네덜란드: Arts. 42-48 WMT; 폴란드: Art. 22(1) Statute of 4
September 1997 Concerning Military Discipline; 스페인: Art. 9 RDFA; 영국: Sect. 71(1)
Army Act 1955.
26) 덴마크에서는 1993년에 징병제가 폐지되었다.
27) 징계권 있는 상관 또는 특별한 조사기관에게 출석을 명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장교의 경
우에만 인정된다.
28) Sect. 23(3) 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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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영국에만 존재한다. 독일의 경우 중견책은 부대원 앞에서 공개적으로 행해진
다.29) 영국의 중견책은 독일의 경우와 달리, 징계사실의 공표는 이루어지지만 부대원
들 앞에서 행해지지는 않는다. 영국에서는 이등병이 훈계(admonished)는 받을 수 있
지만 견책될 수는 없다. 프랑스와 폴란드에서는 견책이 장교에게만 가능하다. 프랑스
에서 장교는 비난처분(a disciplinary measure of blame)의 대상이 되며, 그에 상응하
는 이등병(병사)에 대한 처벌은 “1급 대우(first class distinction)”의 박탈이다.
cc. 영내구금
영내구금이라 함은 특정한 군사구역을 허가 없이 이탈하는 것 그리고/또는 휴게실
의 출입 내지 면회를 금지하는 것이다. 벨기에서는 의무복무병만이 구금될 수 있다.
네덜란드에서 영내구금은 특정 징계대상 위반행위, 즉, 휴가 명령을 받지 않은 채 하
는 부대이탈 또는 명령 불복종의 경우에만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교육적 조치와 병과
될 수 있다. 구금의 허용 기간은 나라에 따라 다르다. 벨기에서는 1회 최대 4시간, 총
4회까지 가능하다. 이는 영내구금이 한번에 4시간으로 제한된다는 의미이다. 이 4시
간 단위의 구금은 4회, 총16시간까지 가능하다. 네덜란드에서는 구금이 연속 4일을
초과할 수 없고, 스페인에서는 8일까지 가능하다. 이탈리아에서는 영내구금이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덴마크에서는 구금일수가 7일을 초과할 수 없다.30) 독일의 허용기간
이 가장 긴데, 3주까지 구금이 가능하다. 영국에서는 영내구금과 유사한 경처벌로서
“특권의 제한”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사병과 부사관에게 부과될 수 있다.
dd. 벌금(Fines)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폴란드 그리고 영국만이 벌금을 징계조치로 사용한다.
독일31)과 영국32)에서는 징계대상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은 최대 28일간 임금까지 부
과할 수 있다. 룩셈부르크에서는 벌금이 월급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네덜란드에서
29)
30)
31)
32)

Sect. 23(2) WDO.
Art. 15(4) Law No. 382/1978.
Sect. 24 WDO.
군사법원이 아닌 지휘관이 부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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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 사건당 최소 2,00 유로에서 최고 45 유로까지 가능하고, 한 달에 부과되는 총
액이 90유로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해외작전 중의 징계대상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한 사건당 최대 90 유로이고 한달 누적 최대치는 270 유로이다. 폴란드에서 벌금은
장교에 대해서만 부과 가능하다. 이에 반하여 벨기에, 이탈리아, 스페인의 군법제도는
벌금을 징계처분으로서 사용하지 않는다. 이 국가들에서는 금전적 처벌을 가하는 것
이 군의 명예 관념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인식된다. 즉, 군인들은 금전이 아닌 다른
동기에 의해서 일을 하는 것이고 따라서 위반행위에 대하여 금전적 조정(pecuniary
compensation)을 요구하는 것은 의미 있는 처벌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ee. 체포(Arrest)
모든 검토대상국가는 체포를 징계조치의 하나로 사용한다. 벨기에에는 두 가지 유
형의 체포가 존재한다: 첫 번째는 의무복무병에 대한 소위 “단순 체포”로서 1-8일 간
가능하고 부대 내에 계속 머물면서 동시에 모든 의무를 이행하는 반면, 매점, 흡연실
등의 오락공간의 출입은 금지시킨다. 소위 “엄중 체포vigorous arrest"는 1-4일간 가능
하고(경우에 따라서는 8일까지 가능하다), 구류를 요소로 한다. 프랑스에서 체포는 40
일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장기간의 체포는 국방부장관이 직접 체포를 결정
했을 경우에만 허용된다. 구금은 비위사실이 특히 중대하고 형법에도 위반되는 경우,
또는 해당 군인이 동료군인에 대하여 위험을 야기한 경우에 허용된다.33) 독일의 경우
체포는 3일부터 3주까지 가능하다.34) 이탈리아의 경우, 체포는 개인의 주거 또는 이
와 유사한 군사구역 내를 이탈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최대 15
일간까지 가능하다.35) 폴란드의 경우 영내 체포(barrack arrest)와 구류 체포(isolation
arrest)라는 두 가지 형태의 체포가 인정된다. 영내 체포는 영내 구금과 유사하다. 반
면 구류 체포는 일종의 구금으로서 군사법원에 의해서만 부과될 수 있다. 스페인에서
는 위반자의 자택 또는 부서 내에 1-30일간 체포를 부과할 수 있다. 중한 위반행위의
경우 체포는 한달 하루 이상 2개월 이하이고 군 징계 시설로 보내진다. 영국에서는

33) Decree No. 85-914 of 21 August 1985.
34) Sect. 26 WDO.
35) Art. 14(5) Law No. 382/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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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의 구별이 있다: 지휘장교 또는 군사법원에 의한 영내구금이 가능하고, 군사
법원에 의한 유죄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교도소(private prison)에서의 구금도 가
능하다. 체포의 허용기간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 구금은 60일까지 가능하다. 형사 범
죄에 대해서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구금이 군법회의에 의해 부과될 수 있다.
ff. 감봉
군인의 봉급을 삭감하는 징계방법은 봉급 지급 중지라는 형태로 독일36)과 영국에
서만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 독일에서는 이 조치가 법원에 의해서만 가능한데 반해,
영국에서는 지휘관이 이 처벌을 사용할 권한이 있다. 이 징계조치는 독일의 공무원법
에 규정된 감봉과 같은 것이며, 따라서 독일 법제의 특수한 요소인 생존배려원칙
(Fürsorgeprinzip)과 부양(alimentation)의 원칙에 연결돼 있다. 위반자가 충성의무를 너
무 심하게 위반하여 그에 대응하는 국가가 군인의 생존을 배려해야 할 의무가 감소
한다는 이론은 독일 공무원법의 원칙과 관련된 특수한 이론이다. 독일법에는 전역 군
인에 대한 특수한 처벌로서 연금의 삭감 또는 전액 박탈이라는 형태가 존재한다.37)
gg. 계급 강등
계급 강등은 프랑스,38) 독일,39) 이탈리아, 폴란드, 스페인, 영국에 도입되어 있다.
독일에서는 이 조치가 법원에 의해서만 부과될 수 있는 반면, 프랑스, 폴란드, 스페인
에서는 징계처분권자에 의해 부과될 수 있다. 영국에서는 지휘관 또는 군사법원이 징
계대상위반행위 또는 형사범죄에 대해서 계급강등을 부과할 수 있다.
hh. 전역처분(Dismissal from the Armed Forces)

36) Sect. 58 et seq. WDO.
37) Sect. 58, 64, 65 WDO.
38) 소위 법정 제재(statutory sanction)가 Art. 48 SGM에 의하여 과해진다. 또한 Arts. 50 및
91 참조.
39) Sect. 56, 62 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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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처분은 덴마크를 제외한 모든 검토대상국가에서 사용된다. 영국에도 불명예 제
대(dimissal with disgrace)제도가 있고, 이는 군사법원에 의해서만 부과될 수 있다.
독일40)에서는 군행정법원만이 전역처분을 (아주 중한 징계조치로서) 부과할 수 있는
데 반하여, 벨기에, 폴란드, 스페인과 영국에서는 징계처분권자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
다. 벨기에서는 이러한 조치는 철저한 사전절차를 통하여 왕령 또는 부령(Ministerial
Decree)으로 가능하다. 스페인에서는 국방부 장관이 전역처분에 대한 징계권자이고,41)
영국에서는 지휘관이 이 조치를 부과할 권한이 있다.
ii. 승진 제한(Prohibition on Promotion)
군인의 승진 제한은 프랑스,42) 독일,43) 스페인에만 존재하는 처벌 방식이다. 독일에
서는 법원이 권한 있는 징계 기관이고, 스페인에서는 국방부 장관이 이 조치를 부과
할 권한이 있다.44)
jj. 계급 또는 복무의 일시적 정지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에서는 “복무의 일시 정지”(retrai temporaire d'employ)라는
법정 제채(statutory sanction)방법이 있다. 프랑스에서 복무의 일시 정지는 3년까지
가능하다. 벨기에에서 이런 조치는 왕령 또는 부령에 근거하여 부과된다. 영구제명을
권고하는 특별 위원회의 권고적 판단이 있을 경우에만 영구제명이 가능하다.45)
kk. 교육적, 기타 형벌적 의무

40)
41)
42)
43)
44)
45)

Sect. 58, 63 WDO.
Art. 65 Law August 1998.
Art. 48 SGM.
Sect. 58, 60 WDO.
Art. 65 Law 8/1998.
벨기에: Law of 1 March 1958, Moniteur belge, 15 March 1958; 프랑스: Art. 49 SGM; 이
탈리아: Law No. 113-1954, Law No. 599-1954, Law No. 1168-1961, Law 833-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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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와 네덜란드에서는 특별 교육 처분(위반자의 계급에 따라 내용이 다르다)으
로서 근무시간외의 복무 이행이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최대로 근무일 10일 당 3시간
이다. 또한 1월당 15일 이하라는 총 시간 제한도 있다; 이 최대치에 다다르면 나머지
초과근무시간은 다음달로 연기해야 한다.
Eurocorps에 대한 보고서에는 프랑스가 아직도 신체적 처벌을 징계조치로서 사용
하고 있다는 내용이 종종 포함된다. 프랑스 군 징계법 제31조는 허용되는 징계 조치
를 나열하는데, 신체적 처벌은 언급되지 않는다. 프랑스 군 징계법 제31조 제3항은
열거된 징계조치 이외의 징계조치는 금지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e. 징계법과 유럽인권협약
벨기에,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폴란드의 징계조치와 징계절차는 유럽
인권협약의 요청에 합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덴마크,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의
경우에는 몇몇 조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징계법의 적용 면에서는
모든 국가에서 유럽인권협약에 위반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aa. 덴마크
징계법의 유럽인권협약 합치여부에 관해서 학계에서 논의되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없다. 그러나 형사범죄에 대한 처벌이 법원의 재판 없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
실 - “재판 없이 이루어지는 처벌”의 경우와 덴마크 군 사법 행정법 제38조의 징계조
치의 경우에 그렇다 - 은 유럽인권협약 제6조 위반일 수 있다.
bb. 프랑스
프랑스는 군 징계제도와 관련해서는 유럽인권협약 제5조와 제6조에 대해 유보조항
을 두고 있다. 이 유보 조항에 따르면 유럽인권협약 제5조 및 제6조는 프랑스 군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7조 또는 군형법 제375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해
석될 수는 없다고 명시한다. 이 조문들은 군 징계법의 적용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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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이탈리아
이탈리아에서는 "at corpus“46) 징계처분이 유럽인권협약 제5조 및 제6조에 합치하는
지 여부에 대한 학계의 논의가 있다. 예를 들어 징계처분의 무효, 취소 또는 재심을
위한 행정법원의 구제절차(recourse)는 군 지휘계통을 통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
에만 가능하다는 조문은 유럽인권협약 제5조(3)의 위반일 수 있다. 이 조문의 실질적
효과는 판사가 석방을 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47) 이의가 있어도 형의 집행이 무효화
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이 판사의 판단 없이 집행된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dd. 스페인
유럽인권협약을 비준할 때, 스페인은 군 징계제도와 관련해서는 유럽인권협약 제5
조 및 제6조에 대해 유보한다는 조항을 두었다. 비록 이 유보조항이 유럽인권협약 제
5조 및 제6조의 직접적용을 제한하지만, 스페인 헌법 제14조 및 제24조가 유럽인권협
약 제5조, 제6조에 상당히 합치되기 때문에 그 실질적 내용은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
스페인 헌법 제10조 제2항은 헌법 제17조 및 제24조가 유럽인권법원의 법리에 따라
해석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유보조항의 중요성은 미미한 것이다.
스페인 군 징계법은 처벌대상 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아서 군인이 자신의
행위가 초래할 결과를 쉽게 예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스페인 학계로부터 비판을 받
고 있다. 대체로 포괄적인 일반조항들이 많다. 예를 들어 단순 위반행위(minor
offences)로서 처벌받는 행위의 유형을 정의하는 스페인 군 징계법 제7조는 이러한 이
유로 문제가 있다고 인식된다.48) 동일한 행위가 단순 위법행위, 중대한 위법행위, 특
별 제재처분(extraordinary sanctions)을 받는 위법행위 혹은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는 사실이 법치주의 원칙(합법성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 나아가서 일반형법에 의해
범죄로서 처벌을 받은 행위가 다시 징계대상위반행위로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46) at corpus 징계처분은 견책과 같은 단순징계조치를 말한다.
47) Art. 16(2) Law No. 382/1978.
48) Sect. 34 [단순 위반행위란], 앞 절에서 규율되지 않는 것으로서, 군사제도(Military
Institution)를 규율하는 법령(Royal Ordinances), 규칙 및 기타의 처분들에 열거된 의무 중
일부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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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ne bis in dem)원칙에 관련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스페인 헌법재
판소는 군대의 현실을 생각해야 한다는 요청을 고려할 때 군 징계법상 인정되는 법
치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그러한 제한들
은 군사기관들이 위 징계법 규정들을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일반적인 해석의 범위
내에서 적용하는 한에서만 허용된다.
1998/8법 제67조에 의하면 판결이 피고인에게 통지된 당일에 처벌을 집행해야 하
므로 그런 점에서 피고인의 권리와 관련하여 법치주의 원리(합법성 원리)가 훼손된
것이 아닌지 다투어진다. 나아가 징계의 집행중지가 매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그러한 어려움은 단순한 위법행위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49) 따라서 이의에 대
한 심리가 진행되기 전에 이미 징계처분이 집행될 수 있다.
ee. 영국
1995년 이후로 영국은 군법과 관련한 유럽인권법원에서의 일련의 소송에서 여러
번 패소하였는데, 그것이 영국 군법을 유럽인권협약의 기준50)에 합치되도록 개정하게
한 계기가 되었다. 예를 들어 유럽인권협약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핀들리
대 영국(Findlay v. The United Kingdom) 사건에 패소한 이후로 영국은 1996년 군법
(Armed Forces Act)의 군사법원 절차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였다.
나아가 국방위원회(Defense Council)의 여러 권한 중 판결에 대한 확인조치권에 관
한 부분을 전부 위임받은 장교가 군사법원의 형사재판 및 징계재판에 대한 확인조치
49) Art. 70 Law 8/1998.
50) 유럽인권협약, Lustig-Prean and Beckett v. The United Kingdom (Decision of 27 September
1999), No. 31417/96, 32377/96(1999) 29 EHRR 548; Smith and Grady v. The United
Kingdom, Judgement of 27 September 1999, Reports of Judgements and Decisions 1999Ⅵ, p. 45, (1999) 29 EHRR 493; Coyne v. The United Kingdom, Judgement of 24 September
1997, Reports of Judgements and Decisions 1997-Ⅴ, p.1842; McGinley and Egan v. The
United Kingdom, Judgement of 9 June 1998, Reports of Judgements and Decisions 1998Ⅲ, p. 1334; Hood v. The United Kingdom, Judgement of 18 Febrary 1999, (2000) 29 EHRR
365; Stephan Jordan v. The United Kingdom, Judgement of 14 March 2000, No. 30280/96;
Cable v. The United Kingdom, (2000) 29 EHRR 728; Mills v. The United Kingdom,
Judgement of 5 June 2001, No. 35685/97; Wilkinson and Allen v. The United Kingdom,
Judgement of 6 Febrary 2001, Nos. 31145 and 3558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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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권을 행사하는 것이 유럽인권협약을 위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 논란이
되었다. 즉 지휘명령계통에 들어가 있는 행정부의 한 구성원인 장교가 독립적 지위를
갖는 법원의 결정을 변경시키는 것은 조약위반이 될 수 있음이 논란되었던 것이다.
모리스 대 영국(Morris v. United Kingdom, 2002) 사건에서 유럽인권법원은 “구속력
있는 판결을 사법부 이외의 자가 변경할 수는 없다. 그러한 사실은 사법제도의 본질
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51)
현재 유럽인권협약 제6조 제1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절차로는 야전보통군사법원
(Field General Court-Martial)을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협약에 위반을 회피하
려면 영국으로서는 유럽인권협약 제6조의 효력을 협약 제15조에 근거하여 일정 부분
실효시키는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다.
f. 징계 절차와 법적 구제방법
검토대상국에 따라 징계 절차는 다양하다. 그러나 몇몇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1) 군인이 비행(offence)을 저질렀다는 의심을 갖게 하는 사실을 인지한 징계 상관
이 취하는 첫 절차는 사건을 직접 조사하거나 사실에 대한 수사를 명하는 것이다. 폴
란드와 스페인에는 수사를 위한 특별 기구가 있다: 폴란드에서는 징계 위원장이 수사
를 행하고, 스페인에서는 특정 사건에서는 특별 수사관(instructor)이 도입된다.
(2) 해당 군인은 자신에 대한 혐의(charge)를 통지 받아야 하고, 그에 대해 자신을
변호할 권리가 있다. 대체적으로 군인에 대한 구술심리(oral hearing)가 있고 증인에
대한 조사(examinatino of witness)가 이루어진다.
(3) 해당 군인은 동료군인(벨기에, 네덜란드, 스페인)이나 특별 자문관(accused's
advisor, 영국) 또는 변호인(벨기에와 폴란드)으로부터 일정한 조력을 받아야 한다. 스
페인에서는 중징계 사건에 처해진 군인에게 변호사 또는 군인을 변호인으로 선정할
권리가 주어져 있다. 덴마크와 독일에서는 징계권자에 의한 징계권행사 사건의 경우
조력자가 당해 절차에 참여할 수 있음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해당
군인이

반대하지

않는

한

적어도

군인참여법에

따라

선출된

중개위원

51) Morris v. The United Kingdom, Judgement of 26 Febrary 2002, at para. 73; (2002) 34
EHRR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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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trauensperson)52)은 징계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체포사건과 군인
의 신분과 관련된 징계절차에서는 해당군인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
(4) 8개국 모두는 지휘계통 및 군사행정 내에서 이의․항고를 제기할 권리를 인정
하고 나아가 대부분의 국가들이 행정법원 또는 군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인
정한다. 벨기의 경우에는 단순 징계처분(경징계petites disciplines)과 법정 징계처분(중
징계grandes disciplines)을 구분해서 보아야 한다. 후자는 군인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
므로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이것에 대해서만 국참사원(Conseil d'Etat)에 제소할 수 있
고, 국참사원이 그 처분의 취소여부에 대해 판단한다. 이에 반해 단순 징계처분은 해
당군인의 지위에 어떤 영향을 끼치지도 않는 순수한 내부적 조치로 인식된다. 프랑스
에서는 단순 징계 처분에 대해서도 법원의 보호가 존재한다. 해당군인은 징계 조치가

52) 역자 주: 독일 연방군대에는 노동자들의 경영참여와 유사한 이른바 군인참여가 제도화되
어 있다. 하사관과 병사 그리고 장교는 각각의 직역에서 각 1명의 중개위원
(Vertrauensmann)을 선출한다. 이들 중개위원들은 일상적인 부대 운영에 대해 영향력을 행
사한다. 그들은 부대 내 직무수행 및 직무 외 공동생활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당해 상관에
대하여 제안을 할 권리를 갖는다. 이 제안에 대한 상관 측의 처리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규
율되어 있다. 이들의 권한 혹은 역할 중 특히 중요한 부분은 자신들을 중개위원으로 선발
해준 장병들과 상급자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독일 군인법 제35조 4항). 예를
들어 부대의 장은 장병에게 상훈(賞勳)을 수여하거나 징계조치를 취하려면 반드시 그 전에
중개위원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다. 중개위원제도는 중대급 이상의 모든 단위부대에서
실시되고 있다. 네덜란드에도 이와 유사한 제도가 있다. 한편 Vertrauensmann,
Vertrauensperson을 직역하면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되는데, 우리 현행법에도 ‘신뢰관계
에 있는 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 제22조의3 (신뢰관계에 있는 자등의 동석)이 그것이다. 동 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
다.
① 법원은 제5조 내지 제9조와 제11조 및 제12조(제10조의 미수범을 제외한다)의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는 검사,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피
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수사기관이 제1항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
하여 피해자가 지정하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③ 법원 또는 수사기관은 제21조의2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피해자를 신문 또는 조사하
는 때에는 재판이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
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법조문의 내용을 볼 때 독일과 네덜란드의 중개위원 제도와 같은 맥락에서 입법화된 제도
라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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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개인 파일에 등재되는 경우 행정법원에 제소할 권리가 있다. 독일에서는 단순
징계조치(einfache Disziplinarmaßnahmen)와 체포 사건에 대해 군 행정법원(군사징계법
원, Truppendienstgericht)에 제소할 수 있다.53) 그러한 사건에서는 불이익변경
(reformatio in peius)에 대한 금지가 존재한다. 즉, 본래의 조치보다 더 가중된 조치는
부과될 수 없다. 나아가서 해당군인은 군 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연방행정법원
(Bundesverwaltungsgericht)54)에 상고할 수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자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거나 징계를 부과하는 내용의 재결을 군 행정심판위원회(the complaint
authority)로부터 받은 군인에게 소송을 제기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네덜란
드에서는 징계처분을 받으면 모든 경우 제소가 가능하다. 스페인에서는 단순 위반행
위사건을 법원에까지 끌고 가는 것이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비록 징계 처
분에 대한 일반적인 제소 절차는 단순 위반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헌법상의 기본
권의 보호를 위해 스페인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특별절차가 이 경우에도 적용된다.55)
이 절차는 일종의 특별 약식 절차(privileged summary procedure)에 해당한다. 영국
에서는 약식항소법원(the summary appeal court)이 군인들의 항고에 대해 심리한다.
이상에서 설명한 국가들과 달리, 덴마크 군 사법 행정법 제37조 제3항은 징계조치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 법 제43조
제2항은 군 행정심판위원회(the complaint board)의 결정에 대해 국방부 장관에게 이
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5) 벨기에, 룩셈부르크, 독일에서는 제소가 되면 징계조치의 집행이 중지되지만, 덴
마크에서는 군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집행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만 중지된다.
aa. 벨기에
벨기에에서는 징계 절차가 1980년 6월의 명령(Royal Decree)56)에 의해 규율된다.
징계대상위반행위를 인지한 상관이 취할 첫 조치는 징계권을 가진 상관에게 보고서
를 제출하는 것이다. 징계 상관은 사실관계에 대한 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혐의를
53)
54)
55)
56)

Sect. 42 WDO.
Sect. 115 WDO.
Art. 518 of Law 2/1989, Law on Military Procedure.
RDF를 집행하는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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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있는 군인에게는 혐의를 받고 있는 위법행위에 대해 통지한다. 해당군인이 그
보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소한 6시간이 주어진다. 해당군인에게 혐의내용이 적법하
게 통지되고 자신을 변호할 기회가 주어지기 연후에야 징계가 행해질 수 있다. 예외
적으로 서면절차가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군인은 징계절차에 반드시 참석해
야 하고 그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징계를 할 수 없다. 징계에는 이유가 제시되
어야 한다. 해당군인은 징계서류를 열람할 권리가 있다. 해당군인은 다른 군인을 자
신의 법률자문(advisor)으로서 선정할 수 있다. 사건이 징계위원회(conseil de discipline)
에 회부되면 해당 군인은 변호인을 요구할 수 있다. 징계에 회부된 군인이 단독심리
를 원하지 않는 한, 그 보다 계급이 높은 자가 구두심리과정에 참여한다.
모든 종류의 징계 조치에 대해서 항고권이 인정된다.57) 항고는 징계 상관의 판단
후 2일 이내에 제기돼야 한다. 항고절차가 행되는 동안에는 징계의 집행이 정지된다.
1980년 왕령 제5조는 항고를 제기할 기관에 대해 규정하는데, 이는 제1차 징계권을
누가 갖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항고심사기관이 기존의 징계보다 무거운 징계조치를 취하고자 한다면 그 결정에
앞서 징계위원회의에 문의해야 한다. 이 위원회는 최소한 대위 계급 이상인 자가 위
원장이 되며 두 명의 위원 중 1인은 해당 군인보다 계급이 위인 자여야 하며, 다른 1
인은 해당군인과 같은 계급이어야 한다. 사무국장은 준위(warrant officer)가 맡는다.
이 위원회는 의견을 제시할 권한만 있기 때문에 항고심사기관은 위원회의 견해를 따
를 필요는 없지만, 그 의견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이유를 상술해야 한다. 권고의견
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실관계는 조사가 되었는가?
징계대상 위법행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었는가? 감경 혹은 가중 사유가 존재하는가?
중징계로 처벌받아야 할 사안인가?
징계조치는 위법행위가 있은 지 1년 이내에 집행되어야 한다. 이를 넘기면 시효가
완성된다. 해당 년도에 어떠한 절차적 행위라도 취해지면 이 시효는 정지된다.58)
bb. 덴마크

57) Art. 37 RDF.
58) Art. 42 R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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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조치에 관한 절차는 덴마크 군 사법 행정법 제 39조에서 제44조, 징계조치의
행사에 관한 사용에 관한 명령(1985년)에 규정되어 있다.59) 덴마크 군 사법 행정법과
명령 모두 절차에 관한 구체적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
원리가 적용된다. 징계조치는 징계조치를 행할 책임자에 의해 충분히(의심의 여지없
이) 조사된 연후에야 할 수 있다. 범죄의 혐의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 있는 상관(징계권자의 상관)이 사건을 직접 조사하거나 조사하도록 명령해야 한
다.60) 해당군인으로부터는 진술을 들어야 한다. 징계절차상 이 단계에서는 해당군인
이 접견할 변호인이 없어도 무관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중개위원(Spokesman)이 대체
로 조언자의 역할을 한다.
덴마크법에 따르더라도 역시 군인에게는 항고권이 있다. 항고심사를 담당할 자는
제1차적으로 징계조치를 내리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다. 징계 조치가 지휘관회의
(Rettergangschef)61)가 아니라 중급단위 부대(대대나 연대)의 지휘관에 의해 내려졌을
경우에는 해당군인은 지휘관회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62) 지휘관회의의 판단은
(그것이 첫 번째 결정으로 내려진 것이건 혹은 이의제기에 의한 것이건) 징계위원회
에 회부될 수 있다. 이 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 된다: 군 검찰관, 징계처분대상자와 같
은 계급의 중개위원, 그리고 징계처분대상자의 직속(直屬, 直近) 상관이다.63) 징계위원
회의 결정에 대한 항고는 민간인 판사, 군 검찰총장, 그리고 독립적인 재야 법조인
으로 구성되는 항고심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64) 이 모든 이의제기는 징계조치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못하지만, 지휘관회의의 의장 혹은 항고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집행
정지 결정을 내릴 수 있다.65) 덴마크 군 사법 행정법 제37조 제3항과 제43조 제2항은
징계조치에 대한 결정은 법원에 제소하지 못한다고 못 박고 있다. 또한 항고심사위원
회의 결정에 대해 국방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도 없다. 따라서 덴마크에서는
징계조치에 대한 군인의 법적 보호 면에서 상당한 제한이 있다.
59) Administratve Order No. 64 of 22 January 1985; Kundgarelse for Forsvaret B. 5-1985,
pkt. 2.
60) Art. 20 MRPL.
61) 상급부대의 지도자들(leaders).
62) Art. 42 MRPL.
63) Art. 43 (1-3) MRPL.
64) Art. 43 (2) 및 (3) MRPL.
65) Art. 44 MRPL.

- 314 -

cc.프랑스
프랑스 징계 절차의 주요 요소는 프랑스 군 징계법 제33조-제39조에 규정돼 있다.
모든 프랑스 군인은 자신의 부하 또는 자신보다 낮은 계급의 군인에 의한 위반행위
를 보고할 의무가 있지만, 상관 또는 동일한 계급의 군인의 위반행위를 보고할 권한
은 없다. 처벌 요구는 징계피의자의 지휘관(Chef de Corps)에게 보내진다. 지휘관은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 해당군인으로부터 진술을 들은 후 그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징계회부사유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 지휘관은 자신의 징계권한의 범위 내에서 있는
처벌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처벌보다 강하게 처벌하고자 할 경
우에는 사건을 자신의 상급기관에게 보낼 수 있다. 해당 군인에게는 청문권이 있다.
그는 서면으로 혹은 구두로 청문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자기 사건이 자신의 지휘관
보다 상급기관에서 처리되는 경우에는 이 권리를 서면으로 행사할 수 있다.
해당군인은 항고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droit de recours). 국참사원(Conseil d' Etat)의
판례에 따르면 군인들은 개인 인사기록에 등재되는 징계조치에 대해서는 행정법원
(tribunal administratif)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그에 앞서 군인은 먼저 항고
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commission prealable des recours). 이 위원회는 순
수하게 권고적 기능만 갖고 있으므로, 이의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은 국방부 장관이
내린다. 장관이 군인의 이의제기에 대해 기각을 하면 해당 군인은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행정법원은 행정행위를 심사시 적용하는 기준에 따라 심판한다(越權
訴訟, recours pour exces de pouvoir). 징계권자에게 징계권한이 없는 경우 혹은 절차상
의 법위반이 있으면 행정결정은 취소된다. 판사는 또한 재량의 행사에 실체적 오류가
있는 경우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erreur manifeste d;appreciation).
dd. 독일
독일에서는 단순 징계 조치(einfache Disziplinarmassnahmen)는 징계처분권자에 의해
부과될 수 있는 반면, 군인의 지위 또는 경력에 관한 중징계 조치는 법원에 의해서만
부과될 수 있다(gerichtliche Disziplinarmassnahmen). 따라서 징계에는 두 가지 다른 절
차가 적용된다: 다음 절차는 단순 징계 조치에 적용된다:66) 징계 절차의 개시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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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권자의 재량사항은 아니다. 그는 군인이 위반행위를 했다는 의심을 갖게 하는 사
실관계를 인지하게 됐을 때 사건에 대하여 객관적인 조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그는
또한 장교에게 그 수사를 할 권한을 줄 수도 있다. 수사의 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한
도에서 최대한 빠른 시점에서 해당군인에게 수사에 관한 통지를 해야 한다. 위반행위
가 행해진 경우에 징계조치를 할 수도 있고 일반적 교육 조치를 내릴 수도 있다. 징
계 조치는 다른 수단을 모두 거친 후에 보충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그 징계조치는 위
반행위가 있은 후 적어도 하룻밤이 지난 후에야 할 수 있다. 징계 체포를 할 경우에
는 관할 군 행정법원의 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당군인은 징계처분권자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67) 이의제기가 있
으면 징계 조치의 집행이 정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징계를 명한 상관의 상관이 이
이의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또한

그

결정에

대한

이의는

행정법원

(Truppendienstgericht)에 제기한다. 체포의 경우에는 행정법원(Truppendienstgericht)에게
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징계 처분이 국방부에 의해 부과된 경우에는 연방행정법
원 군사부에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법원이

징계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가

적용된다:68)

관할부서

(Einleitungsbehörde)가 군인의 진술을 들은 후 명령서에 의해 절차를 개시한다.69) 관할
부서는 피의자인 군인의 계급에 의하여 결정된다. 대령 이상의 장교의 경우 국방부가
절차를 개시한다. 다른 사건의 경우에는 사단의 지휘관이 관할권을 가진다. 절차의
개시사실은 해당군인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군 징계담당관(Wehrdisziplinaranwalt)가 수
사를 진행한다. 수사가 종결되면 절차가 종료되거나(위반행위에 대한 입증이 불충분
한 경우), 군징계담당관이 공식적인 고발장(Anshuldigung)을 제출한다.70) 고발사실은
해당군인에게 통지된다. 다음 단계는 재판이다.71) 일반적인 형사 재판과는 달리, 심리
는 비공개이지만 해당 군인이 공개재판을 요구할 수 있다.72) 재판 진행을 통하여 증
거가 수집된다. 법원은 징계 처분 또는 무죄 판결로서 재판을 종결한다. 일정한 경우
66)
67)
68)
69)
70)
71)
72)

Sect.
Sect.
Sect.
Sect.
Sect.
Sect.
Sect.

31-41 WDO.
42 WDO.
82 WDO.
93 WDO.
99 WDO.
104 WDO.
101 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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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법원이 절차를 중단할 수도 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군인과 군징계담당관
모두 연방행정법원 군사부에 상고할 수 있다.73)
ee. 이탈리아
이탈리아 군사법 제도는 신분에 관한(at corpus) 징계조치와 직무와 관련한(at status)
징계조치로 구분한다. 신분에 관한 징계조치는 군인의 신분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거
나 영구적으로 박탈한다. 이러한 구분은 프랑스와 벨기에서 단순 징계 처분과 법정
징계 조치(statutory professional disciplinary measure)로 구분하는 것과 유사하다. 신
분에 관한 징계처분의 경우 그 징계 절차는 1978/382호 법률 제15조와 이탈리아 군
징계령 제58조 및 제59조에 의해 규율된다. 징계 절차는 사실관계의 보고, 해당군인
에 대한 고소 내용의 통지, 군인의 진술청취 및 증인을 통한 사실관계의 추가적 검토,
서면형식의 최종결정,74) 그리고 해당군인에 대한 결정의 통지로 구성된다. 형사 절차
대상이 아닌 경미한 범죄 또는 체포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절차적 보장이 존재한다.75)
피의자 군인보다 계급이 높은 2인의 군인과 동일 계급의 1인의 군인으로 구성된 3인
의 특별자문위원회가 구성된다. 위원장은 해당 단위부대의 최고계급 장교가 맡는다.
이 경우, 해당군인은 군 변호인(Military Counsel)의 변호를 받아야 한다. 벨기에와 프
랑스에서처럼 위원회는 권고적 기능만을 수행한다. 지휘관이 확정된 징계 처분에 대
하여 결정을 한다.
직무와 관련한 징계처분의 절차는 부대의 지휘관이 개시한다. 이 절차에는 보다 면
밀한 조사와 5인의 장교로 구성된 징계 회의(disciplinary council)의 권고결정이 포함
된다. 절차의 각 단계에는 엄격한 기간 제한이 있다.
이탈리아 군 사법제도상 지휘계통 내에서 징계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관
할 행정법원에 제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밖에 사법절차상의 보호를 대신하여 대통
령의 특별구제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73) Sect. 115 WDO.
74) 구두경고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
75) Art. 15 Law No. 382/1978 및 Arts. 66-69 Regulation on Military Discipline of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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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의 군사법 하에서는 징계대상위반행위가 있다는 주장이 있는 경우, 징계
관할권이 있는 상관 또는 징계위원회 (conseil de discipline)가 수사를 개시한다. 상관은
해당 군인에게 고소에 대한 통지를 해준다. 해당군인은 고소내용에 대하여 10일 내에
답변을 해야 한다. 진행절차와 상관이 내리는 결정은 지휘관(Chef de Corps)에게 보고
된다. 수사결과 해당군인이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론에 이르거나 징계 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경우 지휘관은 절차를 중지시킬 수 있다. 수사
결과 사실관계가 징계대상 위반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지휘관은 자신의
권한 내에서 징계처분을 한다. 가능한 징계 처분은 다음과 같다 : 경고, 견책, 체포,
벌금. 만약 징계대상위반행위가 이 보다 더 중한 조치를 요한다면(예를 들어 군인의
지위에 관한 조치), 지휘관은 진행절차를 징계위원회(consil de discipline)에 회부해야
한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이 되는 판사, 행정부 고위 관료, 군 장교, 경찰기동대의 고위
간부, 경찰청의 고위 간부로 구성된다. 징계 조치에 대한 이의 제기권도 존재한다. 이
의는 결정의 통지가 있은 후 3일 내에 제기돼야 하고, 징계 조치의 집행을 정지시킨
다. 징계상관의 상관이 이의를 심리할 권한이 있다.76)
gg. 네덜란드
네덜란드의 징계절차는 네덜란드 군 징계법 제51조-제61조에 규정되어 있다.77) 일
부 규정은 국제 작전의 경우 수정되어 적용된다. 징계 절차의 개시는 관할 상관의 재
량 사항이다. 먼저, 행위의 발생 또는 그 발견이 있은 후 21일 내에 해당군인에게 고
소장(written accusation)을 송부한다. 국제 작전의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이 기간
이 60일로 연장된다. 해당군인이 자신에 대한 고소를 통지 받은 후 최소 24시간이 지
난 후에 지휘관은 피의자, 증인, 또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청문(hearing)을 연다. 이 절
차는 공개되지 않는다. 지휘관은 청문이 있고 난 다음날의 근무시간이 경과하기 전에
76) Arts. 29-44 of the Law of April 1979.
77) Arts. 51-61 W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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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절차는 법률상 당연히 종료된다.
징계혐의자는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는 언제든지 통상 자신이 속한 단위부대의 군
인 또는 군무원 중에서 선발되는 중개위원(vertrouwensman)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
다.
네덜란드에서 군인들은 징계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사법 보호를 받을 권리
가 있다. 이의는 1심 징계 상관의 지휘상관에게 제기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1심에서
와 같은 절차가 적용되고 기한에 미세한 차이가 존재한다.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
이 적용된다. 이의에 대한 결정이 있은 후 해당 군인은 3인으로 구성된 아른헴 지방
법원 군사부에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hh. 폴란드
폴란드에서 징계 절차는 군 징계에 관한 1997년 9월 4일의 법이 규율한다. 징계처
분권자가 절차를 개시하지만, 피해자도 절차의 개시를 요구할 수 있다. 1999년 7월 19
일 국방부 규정(the Regulation of the Ministry of Defence of 19 July 1999)에 의해
임명된 징계위원이 수사절차를 진행하고, 이 절차는 그가 징계 상관에게 보내는 결론
을 내용으로 하는 보고서에 의해 종료된다. 징계 위원장, 피의자 군인, 변호인으로부
터 진술을 들은 후 상관은 징계 처분에 관한 결정을 내린다.
징계 절차상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여러 법적 보호장치들이 현재 마련되어 있다: 무
죄추정,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in dubio pro reo)의 원칙, 방어권
(right to defence), 변호인청구권이 있다.
군인 또는 징계 위원장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징계 위원장은 또한 군인에게 유
리하게 행동할 수 있다. 이의는 상급심의 징계상관에게 제기된다.
ii. 스페인
스페인에는 스페인 군징계법(1998/8호 법률)에 징계 절차가 규정돼 있다. 징계 절
차에는 두 가지 다른 유형이 있다: 단순한 위반행위에 대한 것과(제49조-제50조) 중대
한 위반행위에 관한 것(제51조-제63조)이 그것이다. 그 외에 이른바 특별제재조치(제

- 319 -

64-제66조) 부분에 규정되어 있는 특별징계조치도 있다. 절차에 관한 일반 원칙은 스
페인 군 징계법 제44조-제48조에 규정돼 있다.
모든 군인은 의심이 가는 위반행위을 발견한 경우에 관할 상관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 단순한 위반행위의 경우 사실관계의 조사, 피의 군인에 대한 청문(hearing), 확
정 결정으로 구성되는 구술 절차가 진행된다. 처벌을 부과할 때, 상관은 행위의 제반
상황과 해당군인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결정은 해당군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단위부대에 공지해야 한다.
일반원칙으로서 국방부 장관, 국방부 차관(the Undersecretary of Defence), 합참의
장(the Chiefs of the General Staff of the Defence)과 각 군 참모총장(the Chiefs of
each service branch)만이 중대한 위반행위에 관한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여기서는
서면상의 절차가 요구된다. 조사는 3달까지 진행될 수 있다. 장교 - 반드시 법적 경력
을 가진 사람일 필요는 없다 - 중에 1인이 조사관(Instructor)으로 지명된다. 피의자에
게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다른 군인을 조언자(법률고문)로 지명할
수도 있다. 절차의 개시는 군 검찰관에게 통지된다. 군기의 유지를 위하여 피의자를
구금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은 최대 한 달을 넘지 못한다.
조사절차는 조사관의 보고로 끝난다. 이 보고서에는 사실관계, 법적인 고려사항, 가
능한 처벌에 대한 제안이 포함된다. 징계대상자인 군인은 이 문서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고 자신을 위한 증거의 수집을 요구할 수 있다. 조사관은 내려져야 할 결정
에 관한 최종 제안을 작성하는데, 이에는 사실관계, 위반사항, 그리고 제안되는 처벌
이 포함된다. 이 보고서는 국방부 장관, 국방부 차관과 같은 관할징계 기관에 제출된
다. 이들은 징계처분을 하거나 징계요구를 기각한다. 만약 그 위반행위가 중대하여
이들 징계기관이 더 이상 그에 대한 판단을 권한이 없을 때에는 사건은 권한 있는
기관으로 이송된다. 만약 그 절차가 행정적으로 혹은 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라
면 행정청 혹은 사법당국, 특히 군 검찰관에게 사건이 통지된다.
스페인 군사법 제도는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군 지휘계통 내에 또는 행정법원에
징계 처분에 관한 법적 구제책을 두고 있다. 군 지휘계통 내의 이의제기는 1998/9호
법률 제75조-제81조의 규율을 받는다. 중대한 위반행위와 특별징계조치의 경우에는 지
휘계통 내의 상소절차를 모두 거친 경우에 비로소 행정법원에의 제소가 가능하다. 통상
의 법원제소절차는 군 소송절차에 관한 1989/2호 법률 제448조-제517조에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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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 영국
영국에서는 징계 절차가 1955년 육군법의 규율을 받는다. 혐의를 받고 있는 군인의
지휘관은 1955년 육군법에 따라 위반행위를 조사해야 한다.78) 그는 징계요구를 기각
하거나 사안을 상부(지휘관 자신보다 군 지휘계통상 상급의 장교)에 회부하거나, 약식
절차에서 처리하거나 민간경찰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지휘관이 사안을 상부에 의뢰하면 그 상급기관은 사안을 검찰당국에 회부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사안이 군사법원에 회부될 수 있다. 그러나 상급기관은 징계청
구를 기각하라는 명령과 함께 사안을 지휘관에게 환송하거나 약식절차로 동 사안에
대해 결정할 수도 있다. 군인이 자신의 지휘관에 의해 진행되는 약식절차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군사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사법원은 지휘관이 내릴 수
있는 징계의 범위 내에서만 형량을 부과할 수 있다.79)
해당 군인이 지휘관에 의한 약식절차에 출두하는 경우에는 조력자를 둘 권리가 있
다. 군에 구속돼 있는 군인은 법원이 임명한 변호사 또는 법률상 자격 있는 장교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지휘관의 약식절차에서 처벌을 받은 군인은 2000년 군 징계법에 의해 도입된 약식
항소법원(summary appeal court)에 제소할 수 있다. 이 법원은 1인의 군 판사(judge
advocate)와 2인의 군 장교로 구성된다. 이 법원은 지휘관의 권한범위내의 형량으로
형량을 변경할 수 있지만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검찰당국은 두 가지 군사법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일반 군사법원과 지방 군
사법원이다. 군사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군 항소법원(courts-martial Appeal Court) 이는 항소법원(형사부)의 일종이다 - 에만 항소할 수 있다.80) 이 법원은 군인이 참여
하지 않는 민간 법원이다. 그 이상의 상고는 민간 상고에서와 마찬가지로 상원(귀족
원, House of Lords)에 제기한다. 군사제도의 영역을 벗어나는 이러한 상소권은 군사
법원의 판단이 순수한 군 위반행위에 관한 것인지 일반형사범죄에 관한 것인지와 무
관하게 부여된다.

78) Sect. 76 Army Act 1955.
79) Sect. 85A Army Act 1955.
80) Courts-Martial(Appeals Act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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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징계 절차상 군의 대표자
독일의 군 징계담당관(혹은 군 징계검찰관 Wehrdisziplinaranwalt)에 직접 비견되는
기관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 이들 국가에는 1심으로서 징계처분을 부과
할 군 행정법원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에서 군을 대표할 기관이 필요 없는 것이
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군 검찰국(APA)의 구성원으로서 법무관이 군을 대표하여 군법
회의 절차에 참석한다. 영국에서 군 징계법과 군형법을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이 법
무관은 독일의 군 징계담당관보다는 검찰관에 더 가깝다.
몇몇 국가에는 독일의 군 징계담당관의 일부 기능을 수행하는 징계절차상의 특수
기관들이 존재한다. 벨기에에서는 징계회의(conseil de discipline)가 징계처분에 대한
이의 사건 절차에 참여한다. 이 회의의 기능은 사실관계와 법 논리구성에 관한 권고
의견을 제공하는 것이다. 폴란드에서는 징계위원장이 수사를 진행하고, 징계 상관에
게 제출하는 자신의 결론을 포함한 권고적 보고서를 제출한다. 스페인에서는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또는 특별징계가 부과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사관(Instructor)이 절
차에 참여해야 한다.
덴마크와 네덜란드에서는 군 징계담당관의 일부 기능이 징계 상관에 의해 수행된
다. 이는 특히 수사기능에 관해서 그렇다. 덴마크에서는 징계처분을 법원에 제소할
수 없기 때문에 독일의 군 징계담당관에 유사한 기관이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
다. 네덜란드에서는 군사법원상의 절차 중에 군 검찰관이 건의를 할 권한이 있고81)
이 권한은 자주 사용된다.

81) Art. 91 W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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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8 제2차 세계대전 전후의 일본의 군사법원에 관한 논의

이하의 내용은 일본의 대표적인 군사법 연구자인 와세다 대학의 미즈시마 아사호(水島朝
穗) 교수의 역저인 現代軍事法制の硏究: 脫軍事化への道程 , 日本評論社, 2000, 140면 이하
의 내용을 번역한 것이다. 이것은 일본에서의 논의이지만, 메이지 시대부터 제2차 세계대전
시기를 거쳐 전후 단계에서의 군사법원에 관한 논의들을 법제사적․법이론적 관점에서 잘
정리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군 사법제도의 연혁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나아가
우리나라 군 사법제도의 개선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하나의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1. 개관
일본 군법회의 연혁은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군사재판소 확립의 1단계는 군재판
소의 관할이 오락가락하면서 틀을 잡는 시기이다. 1869년 군인에 대해 형사재판을 하
는 규문사를 두었는데, 행군시를 제외하면 군인도 통상의 형법으로 처벌하였다. 얼마
안 있어 1872년에는 규문사를 육군재판소와 해군재판소로 대체하고, 군인・군속의 범
죄는 공사를 불문하고 육군재판소와 해군재판소에서 재판하도록 하였다. 다시 1873년
“海陸軍刑律”은 군재판소의 재판권을 군사범에 한정하였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군재
판소의 관할은 군사범에 한정하였던 것이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군사재판소의 관할은 군인 신분인 자의 모든 범죄를 관할하
게 된다. 즉, 군사재판소 확립의 2단계에서는 1883년 太政官布告로써 “陸軍治罪法”,
1884년 “海軍治罪法”을 제정하여 군인・군속의 모든 범죄를 군법회의에서 재판하도
록 하였고, 태정관 폐지에 따라 1888년 “陸軍治罪法”(법률 제2호), 1889년 “海軍治罪
法”(법률 제5호)을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군사재판소 확립의 제3단계에
이르면, 19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 “육군군법회의법”과 “해군군법회의법”에 따라 양
군법회의에서는 군인 신분인 자의 모든 범죄를 재판한다. 재판관은 판사와 법무관으
로 구성된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미 1923년에 법학자 末弘嚴太郞이 군법회의폐지론을 전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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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治維新 때 특권계급으로서의 군인은 법제상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도
모두 동일하게 국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실상, 스스로를 특히 충성스런
신민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특히 좁은 국가사상으로 일반국민을 강요하고 있다
고 생각한다. 그래서 제도상으로도 역시, 자기에게 독특한 형사재판권을 가지고,
군인범죄는 단지 군인이기 때문에, 특히―일반국민의 기준으로 처리되지 않고―
특별한 군인고유의 척도를 가지고, 재판하는 형태는, 첫째 명치유신의 근본정신
인 四民平等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후에도 점점 군인과
일반국민사이에 골(溝渠)을 깊게 하는 바이다. … 군인은, 군무에 관한 한―다른
일반문관과 마찬가지로―그들에게 특유한 징계제도를 가져야 하고, 그리고 전시,
군의 행동에 필요로 하는 한, 이것에 특별한 형법과 그 운용기관을 가지는 것을
방해하지 말아야 하고, 이것에 반하여 군인이 서민과 마찬가지로 일반 형법상의
죄를 범했을 때, 단지 군인이기 때문에, 군인만으로 구성된 특별재판소로 하는,
재판을 교묘하게 빼돌리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末弘의 군법회의 폐지론은, 군무와 전시에 군형법과 특별재판소 설치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전의 조건 하에서, 형사재판상 군인과 일반국민을 평등하게
취급해야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그런 관점에서 군법회의의 특권성을 비판한 점은, 용
기 있는 문제제기로 주목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1)
2. 일본국헌법 제정 이후 군사재판소 설치금지론
비교헌법적으로 보면, 일본국헌법의 현저한 특징 중의 한가지는 1953년 단계에서
R・닉슨(당시 부대통령)이 “거짓 없는 잘못(an honest mistake)”이라고 말했던, 헌법
제9조의 철저한 무군비평화주의이다. 일반적으로 전쟁은 “시민사회질서의 파괴”, “민
주정을 지지하는 기초로서의 인권의 말살”, “차별적 취급의 확대와 강화” 등을 초래
한다. 일본국헌법은 전쟁이라는 직접적 폭력뿐만 아니라, “구조적 폭력”에서의 해방

1) 역주: 20세기 초 일본의 군사법원 폐지론은 이것을 고색창연하다고 무시하기보다 우리 군
사법원 제도가 시대착오적인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
라 헌법 제110조는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사법원을 반드시 설
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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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평화적 생존권이라는 인권의 형태에서도 보장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헌법 제76조 제2항은 “특별재판소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행정기관은 종심
으로서의 재판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말하는 “특별재판소”란 “[헌법 제
76조 제1항의] 재판소조직체계와 전혀 연결되지 않은 재판소”, “특수한 사람 또는 특
수한 사건에 대하여 재판하기 위하여, 통상재판소의 계열 외에 설치되는 특별재판기
관”, “사건의 종류, 당사자의 범위 등을 특정해서 재판하기 위하여, 통상재판소의 계
열과 다르게 설치되는 재판소”를 지칭한다. 이것에는 혁명, 내란, 패전 후에, 이것에
관한 특정 구체적 사건만을 재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예외재판소”의 여러 형태(사
변재판소, 전범재판소)와 특정신분을 가진 자 또는 특정종류의 사건만을 재판하는 협
의의 “특별재판소”의 여러 형태(군법회의, 황실재판소등)가 있다. 淸宮四郞교수는, 군
법회의를 특별재판소의 “전형적 사례”로 부른다.
학설상 특별재판소설치금지의 근거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宮澤俊義 교수는
“① 특별한 신분을 가진 인간에 관해서만 관할권을 가진 특별재판소를 설치하는 것
은, 법 앞에 평등한 원칙에 반한다”는 것, ② “재판소에 의한 법의 해석통일의 목적
에서, 극히 불편하다”는 것을 든다.
小林直樹 교수는 이것에 부가하여 “사법의 민주화 원칙에 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
한다. 특별재판소가 설치되면, “그 곳에서의 심의가 통상재판소와는 다른 원리로 지
배되는 것으로 되고, 공평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된다”라는 지적도 있다. 특
별재판소설치금지목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헌법규정에 입각해서 풀이하면, “법 앞의
평등과 재판 받을 권리의 보장의 철저함을 꾀하고, 사법권의 통합적 행사를 통해서
법의 질서 있는 해석운용을 꾀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학설상으로는 이 같은 특별재판소 설치금지의 헌법상 근거를 헌법 제14조와 제32
조에서 구하는 설이 유력하다. 특히 제32조의 “재판청구권”을 중시하여, 특별재판소
설치금지를 가지고, “관련된 재판청구권의 내용을 국가기관의 설치측면에서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설도 있다. 특별재판소의 배제를, 인권으로서 재판을 받을 권리
의 제도적 보장으로 해석하는 것도 동일한 취지이다.
다만 특정 종류의 사건만을 취급하는 재판소가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즉, 당
해 재판소가 통상재판소의 조직 계열 하에 설치되어 있는지, 어떤지를 징표로 하여,
그것을 만족시키면, 헌법상 설치가 금지되고 있는 특별재판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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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특별재판소는, 그 판결에 대해서 통상 재판소에 상소할 수 없는 것에 한정된
다”라는 형태로 좁게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가령, “통상재판소의 조직 계열 하
에서”라는 형식을 취한다 해도, 그것이 제14조 및 제32조를 침해하는 것 같은 것이
있을 때에는 위헌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군법회의는 가장 전형적인 형태이고, 일본
국헌법 하에서 그것에 유사한 제도를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최고재판소를 정점으로 하는 재판소의 조직체계로부터 독립된 군사재판소 또는
군법회의의 설치가, 군대의 설치와 함께, 종종 문제로 된다. 그런 특별재판소를
설치하는 것은, 물론 본 항이 금지하는 바이고,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허용되
지 않는 것이다.

3. 일본국헌법 제정 이후 유사시 군사재판소 설치논의
주지하듯이 일본의 자위대를 둘러싼 논의는 일본 헌법담론의 핵심이다. 유사시 군
사재판소 설치론 역시 이와 맞닿아 있다.
군대라는 것은, 통상의 재판제도 외의, 그것을(통상재판을) 경유하지 않은 군 고유
의 재판권, 군사사법 내지 군사재판소제도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무기를 가지고
외적에 대항하는 전투집단”이며, “전시, 통상의 도덕규범에 반하는 기물의 파괴, 인원
의 살상이 공연하게 행해져, 생명을 경시하는 위험한 행동이 요구되는” 곳인 군에서
는, ‘군기의 보호유지’라는 논리에 의해, 특별한 규제・강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도 ‘유사’시에는 군사사법의 여러 형태가 검토의 대상이 되어왔다.
하지만, 일본국자위대를 말하자면 “산파(모)적”존재인 미군사 고문단 막료장 F・코
워르스키 대령은, “[일본국헌법] 제9조 외에 헌법에는 어떠한 재군비계획에도 중대한
법적 장해를 초래할 조항이 2개 있다”고 하여, 노예적 구속・고역으로부터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8조의 규정과 함께, 특별재판소의 설치를 금지한 제76조 제2항을 들
고 있다. 전자는 소집과 의무병역을 불가능하게 하고, 후자는 “일본의 군대는 군법회
의제도를 가질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한다. 코워르스키가 적절히 기술한 바
와 같이, 일본에서는 군사사법 내지 군사재판소제도의 설치가 일본국헌법이라는 큰
장애물에 의해 저지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자위대에도 군법회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경무대도 “주로 범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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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피의자의 체포를 행하며, 아울러 부대 등이 오래 동안 이동하는 경우 교통통제,
경호 등 규율위반의 방지 등에 협력하고 이러한 직무를 행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고
되어,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헌병과 같은 권한은 없다. 그리고 자위대법상의 처벌도,
정치적 행위금지, 겸직금지, 태업금지 등, 일반직 공무원만의 처벌이 많고, 군형법에
유사한 규정은, 출동시의 직무이탈금지, 직무명령반항금지, 불복종금지 등이 있을 뿐,
구 일본군에서 군기문란이라는 이유로 형벌의 대상이 되었던 행위도, 자위대법상으로
는 징계처분의 대상으로 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국헌법은 특별재판소를 설치
하는 것 및 행정기관이 종심으로서 재판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군법회의가 설
치되고 군법이 형성될 여지는 없다. 그리고 정부는 종종 군법회의가 없는 것은 자위
대가 일반군대와 다르다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한 논거가 된다고 본다. 이것은 현 단
계에서의 방위청 측의 거의 공식적 견해로 보아도 될 것이다.
그럼 여러 개헌안에서, 군사재판소 내지 특별재판소는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 것인
가. 우선 1954년 2월 5일의 “자유당 헌법개정안 요강”은 “군사특별재판소”에 관한 규
정을 둠과 동시에, “사법”의 장에서 “법률에 의한 특별재판소를 설치할 수 있는 것으
로 한다.”라는 규정을 넣을 것을 주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1973년 5월 3일의 “자유당
헌법개정요강”에서는 이점에 대하여 전혀 건드릴 수가 없었다. 1982년 8월 2일의 “자
유당 헌법조사회 총괄소위원회 중간보고”에 따르면 “특별재판소를 두기 위해, 제76조
를 개정해야하는지의 문제에 대해 현행제도로 충분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점하고 있
었지만, 개정해야 한다는 소수의견도 있어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다.”고 되어있
다. 오늘날에도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군법회의 내지 군사(방위)형사재판소등의 특
별재판소의 설치를 정면에서 주장하는 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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