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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의 의의

(1) 연구의 목표
  그간 군내 구타, 괴롭힘 등으로 인한 자살, 사망사고 방지하려는 많은 노력의 결
과 그 발생건수가 과거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군 자살사
고는 여전히 간과할 수 없는 수준에서 지속되고 있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군 
자살사고는 2016년 54건, 2017년 51건, 2018년 56건으로 비슷하게 유지되다가 
2019년 62건으로 늘어났으며, 전체 군 사망사고는 2016년 81건, 2017년 75건, 
2018년 86건, 2019년 86건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한 단 한 명의 군인도 구타, 괴롭
힘 사건 등과 관련 군부대의 불합리한 시스템에 노출되어 자살을 하는 일이 있어
서는 안된다. 나아가 군부대 주도로 진행되는 불합리한 조사, 수사 시스템 때문에 
자살하게 되는 일이 있다면 이는 제도적 결함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시정되
어야한다. 
  장교들의 폭언과 괴롭힘에 시달리다가 2018년 11월26일 자살한 제20 전투비행
단 최 일병(남성) 사건에서 군검찰은 “개인적인 원인 등에 의해 사망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잦은 질책 및 언어폭력으로 힘들어 한 상태에서 스트레스, 심적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면서도 모욕 혐의에 대
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하거나1), 제20전투비행단 김 모 하사(남성) 자살사고
에서도 헌병대대·보통검찰부는 부대 내 괴롭힘 정황을 대부분 파악하고도 사건을 
이성문제로 인한 좌절감에 의한 단순 변사로 종결하였다2). 그리고, 제20전투비행
단 A 모 하사(여성)의 변사사건 수사결과에서도 군사경찰이 사망의 원인이 된 강
제추행 사실은 반영하지 않은채 ‘보직 변경으로 인한 업무 과다’와 ‘코로나19로 인
한 우울감’으로 인한 사망으로 축소하였다가 유가족이 의심을 품고 가해자를 ‘업무
상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수사요청하고 수사기록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등 압박하
자 그제서야 공군본부 보통검찰부가 가해자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3)하

1) 이 중사, 김 하사, 최 일병···제20전투비행단 연이은 비극, 왜 (경향신문 2021.7.8. 자)
2) 이 중사 목숨 앗아간 공군 20전투비행단, 2년 전에도 ‘억울한 죽음’ (경향신문 2021.7.7. 

자).
3) 또다른 '이중사 사건' 있었는데…"공군, '스트레스성 자살'로 종결" (부산일보 2021.11.15.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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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하였다4).
  가장 최근에 있었던 성추행 사건 조사 중 자살한 제20 전투비행단 이 중사(여성) 
사건에서는 가해자-피해자를 공간적으로 미분리, 피해사실을 보고받은 지휘관이 사
건무마 회유·협박, 피해자 남편에게 합의와 선처를 위압적으로 종용, 직속상관 및 
가해자 측의 2차 가해, 강제추행 사건 늑장보고,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의 허위보
고, 군사경찰이 가해자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불구속 수사 결정, 뒤늦은 가해자 조
사 후에도 불구속 수사유지, 청와대 청원 및 언론보도 이후에야 공군법무실장 및 
고등검찰부장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토하는 등 군의 모든 조사, 수사 단계
에서 감추기, 늑장보고, 사건 본질 왜곡의 행태가 발견된다5). 이 사건에서 2차 가
해자나 늑장보고를 한 군인들에 대해서는 일부 기소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나, 최
초 초동수사를 부실하게 수행한 군사경찰, 군검찰 및 지휘부는 단 한명도 기소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망한 이 중사의 부친은 군의 수사지휘 및 최종 수사결과를 신
뢰할 수 없다면서 별도의 특검을 주장하기도 하였다6).  
  언급한 일련의 군내 사건에 대한 군경찰 및 군검찰의 사고 조사, 수사 및 기소
과정은 부실하다는 정도를 넘어 의도적이고 자의적인 축소, 왜곡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 이것은 소위 ‘지휘관 사법’으로 일컬어지는 현행 군 조
사, 수사제도가 가지는 구조적 폐쇄성과 불공정성이 원인으로 지목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현행 군 조사, 수사제도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진단해보고 
외국의 사례와 비교한 후 장·단기적 제도적 대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정식 사
법절차인 수사에 의한 군 사망사건 수사 외에 군옴부즈만 등 정식 사법절차 외의 조
사제도에 대해서도 비교연구를 행한 후 현재 우리나라 제도설계에 적합한 대안을 도
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필요성과 방향
 
  위와 같이 많은 문제를 노출하고 있는 현행 군 조사, 수사제도의 원인에 대하여 
군법무관 출신 김 모 변호사는 군부대에 수사권한을 주면 지휘관의 요구가 투영될 
수 밖에 없으며, 군 부대 수사기구에서는 수사관들이 수사 대상자들을 한 다리 건
너면 다 아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정에 끌려 정상적인 사건처리 및 처벌이 어
렵다고 진단한다7). 군부대라는 울타리 안에서 군부대 및 지휘관의 위신을 고려한 

4) 이 중사 사망한 그 5월...성추행 피해 여군 또 사망했었다 (경향신문 2021.11.15. 자)
5) 김은경, 국방부 ‘특단의 대책’은 왜 성폭력을 막지 못했나 ? - 여군 성폭력의 배경, 군조

직의 문제들, 2021.10.27. 열린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연속기획강좌 발표자료 10쪽 이하. 
6) ‘공군 이중사 사건’…문대통령까지 나섰지만 책임자들에 면죄부 (국민일보 2021.10.7. 자)
7) 이 중사, 김 하사, 최 일병···제20전투비행단 연이은 비극, 왜 (경향신문 2021.7.8.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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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축소, 은폐, 왜곡도 아주 최근인 2021년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이 모 중사(여
성) 자살사건에서 확인되기도 하였다.
  작금의 상황에서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가 더 이상 의혹을 남기지 않고 공정하
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는 군 조사 및 수사 체제가 확립되어 ‘제복을 입은 시
민’ 으로서의 군인들의 인권이 더 이상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
하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군 조사 및 수사체제 확립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해외사례 등을 참조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군 사망사고에 관한 조사 및 사법제도 개선연구에서는 군에 고유한 위계적·폐쇄
적 여건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감안하
여 제도개선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군 사망 사고관련 조사, 수사, 기
소 및 재판에 있어서 군기능 및 보안성을 담보하면서도, 일반적인 사법정의 및 실
체적 진실규명의 관점에서 그 과정과 결과가 이해관계자들에게 수용될 수 있도록 
투명성과 공정성도 함께 담보되는 제도개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021.9.24.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군인의 성폭력 및 아동청소년 성범죄, 군인의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군인이 신분 취득 전에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2심 군사
법원은 그 자체가 폐지된 이후에도 여전히 국방부 소속으로 존재하는 1심 군사법
원의 관할권을 배제하고 민간법원에서 재판관할권을 가지게 되었다(군사법원법 제2
조 제2항). 하지만, 언급한 범죄들의 재판관할이 1심부터 군사법원에서 일반법원의 
재판관할로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군검찰의 기소·수사관할권 및 군사경찰의 수사
관할권이 인정된다면 이 영역에서 ‘지휘관 사법’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것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군검찰 및 수사를 담당하는 군사경찰의 조직을 국방부 (군검찰단만 
해당, 군사경찰단은 국방부가 아닌 각 군 참모총장 직속으로 설치) 및 각 군 참모
총장 직속으로 상향하여8) 사단, 여단, 군단급 일선 군부대 지휘관의 영향력을 배제
하도록 한 것은 일정 정도의 개선으로 평가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직 상향조치만으로는 군검찰 및 군사경찰이 국방부 또는 군내에 존재하
는 조직으로서 가지는 군수사 및 군기소 과정의 폐쇄성이 완전히 제거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상향된 위치에 존재하는 군사경찰의 수사 및 군검찰의 수사·기소는 
여전히 언급한 범죄를 담당하는 1심 일반법원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
다. 언급한 범죄(즉, 군인의 성폭력 및 아동청소년 성범죄, 군인의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군인이 신분 취득 전에 범한 범죄)가 아닌 일반범죄는 여전히 1심 군사

8) 제36조(군검찰단) ① 군검사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소
속으로 검찰단을 설치한다.

   ② 국방부검찰단 및 각 군 검찰단에 각각 고등검찰부와 보통검찰부를 설치하고, 보통검
찰부는 제6조에 따른 군사법원에 대응하여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보통검찰부를 통합하
여 둘 수 있다. 제③항 ~ 제⑧항은 생략. [전문개정 2021. 9. 24.] [시행일: 202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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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신분적 재판권을 가지고, 이에 따라 군사경찰 및 군검찰이 수사, 기소관할 
권을 가지므로 군사경찰 및 군검찰이 상향된 위치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어느 정
도로 수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인지는 장담할 수 없다.
  다행히 이런 문제점을 감안하여 2021.9.24. 군사법원법 제286조가 개정되고, 제
228조 제3항이 신설되었다. 군사법원법 제286조는 기존에는 제명이 「검사에의 사
건 송치」였고 “군검사는 사건에 대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할 때에는 사
건을 서류·증거물과 함께 재판권을 가진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사에게 송치하여
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제명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의 
사건송치」로 바꾸면서 군검사가 사건에 대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것
을 알았을 때에는 (일반)검찰청의 (일반)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처 검사 
외에도 경찰청의 사법경찰관에게도 송치하도록 하였다. 또한, 군사법원법 제228조 
제3항이 신설되면서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제286조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수사
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건을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청에 이첩”하도록 하였다. 개정 군사법
원법 제286조가 군검사의 기소, 공소유지 단계에서 군검사가 군사법원 재판권 위
반을 발견한 경우 (일반)검찰청의 (일반)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처 검
사, 경찰청의 사법경찰관에게 송치할 것을 규정한 것이라면, 신설 군사법원법 제
228조 제3항은 군사경찰과 군사법 경찰의 수사단계에서부터 군사법원 재판관할권
이 아니라 일반법원 재판관할권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에 이를 일반경찰, 
일반검찰 등 수사기관에 이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2021.9.24.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개정에 따라 평시 군인의 성폭력 및 아동청소년 성범죄, 군인의 사망
의 원인이 되는 범죄, 군인이 신분 취득 전에 범한 범죄 및 앞의 범죄들의 경합범
에 대해서는 신분적 재판권이 적용되지 않게된 것, 즉, 이 범죄들은 1심부터 군사
법원이 아니라 일반법원의 재판관할권으로 변경된 것과 연계하여, 이 범죄들은 군
검사 단계 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인 군사법경찰 단계에서부터 일반경찰, 일반검찰
로 이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범죄들에 대한 군사경찰, 군검사의 
수사 및 기소관할권을 배제하는 군사법원법 제228조 제3항에 따른 자세한 절차, 
기관간 협력 내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
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제정되어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9).  
  군인의 성폭력 및 아동청소년 성범죄, 군인의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군인이 
신분 취득 전에 범한 범죄 및 그 경합범에 대하여 군사법원법 제2조에 따른 신분
적 재판권을 배제하고, 그 수사 및 기소도 군사경찰, 군검사가 아닌 일반경찰, 일

9) 군 성범죄 경찰 수사 반년 앞…현장은 업무과중 우려 (더팩트 2022.1.16. 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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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검사가 하도록 개정된 것은 그 동안 군사경찰, 군검찰, 나아가 군사법원 등 군수
사 및 군사법기관이 그 피해자를 적시에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원칙을 무시하여 
사건을 처리한 행태에 대하여 국민들의 공분과 군수사역량에 대한 불신이 반영된 
것이라는 전직 고등군사법원장의 평가가 있다10). 하지만, 언급한 영역을 제외한 범
죄, 예컨대, 사망의 결과에 까지는 이르지 않는 군 내무반에서의 폭행 등은 군사법
제도 개혁 일환으로 행해진 금번 군사법원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분적 재
판권이 적용되고(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군사경찰의 수사권 및 군검찰의 수사, 
기소관할권이 인정되는바, 이는 상당한 한계라고 생각된다. 피해군인이 죽음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폭행 등으로 중상 등에 이르는 경우 여전히 기존의 군사법원법 
제2조에 따라 신분적 재판권이 인정되고, 그에 따라 군사경찰 및 군검찰의 수사, 
기소관할권이 인정되는 바, 이런 구도하에서는 여전히 군인 피해자에 대한 사법구
제의 사각지대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 금번 군사법원법 개정 내용에는 군검찰 
및 수사를 담당하는 군사경찰의 조직을 국방부 (군검찰만 해당) 및 각 군 참모총장 
직속으로 상향함으로써 사단, 여단, 군단급 일선 군부대 지휘관의 영향력을 배제한 
것도 포함되는바, 이는 일정한 개선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군검
찰 및 군사경찰이 국방부 또는 군내에 존재하는 조직으로서 가지는 폐쇄성이 완전
히 제거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하위 법령에서 일선 군부대 지휘관의 군
수사기관 및 군검찰 기관 구성에의 관여를 인정하도록 정하는 경우 위와 같이 군
사법원법에서 군사경찰 및 군검찰의 조직이 위치하는 단위를 상향하는 것의 의미
가 얼마든지 반감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깊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군사망사고의 공정하고 독립적인 재판, 기소 및 수사에 대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군사법원법에 특유하게 존재하였거나 존재하고 있는 군사법원, 군검찰 및 군사경찰
의 조직과 제도, 소송절차를 중심으로 제시하는 것이 금번 연구를 진행해 나감에 
있어 적당한 방향키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정식의 사법제도에 의한 군사망사고에 대한 수사, 기소 및 재판 외에도 군사망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군옴부즈만,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의한 사망사고 조사도 이 
연구의 범위에 포함된다. 먼저 제2장부터 제4장에 걸쳐 군사망사고 관련 정식의 
군사법 제도를 우리나라, 해외 순서로 일별하고, 이어서 우리나라의 군사망사고 관
련 군사법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 뒤 제5장에서 정식사법절차 외 군사망
사고 조사 관련 해외 및 우리나라 제도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제6장에서는 
군사망사고 관련된 정식의 군사법제도와 정식사법절차 외 군사망사고 조사제도를 
종합하여 우리 현실에서 가장 합당한 군사망사고에 대한 수사, 기소, 재판 등 군사
법제도 및 정식의 군사법제도외 조사제도가 무엇일지를 제안하면서 결론을 대하도

10) 최재석 변호사(前 고등군사법원장), 개정 군사법원법에 관한 소고, 법률신문 2021.9.9.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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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겠다.  
       

2. 군 조사 및 사법제도 관련 선행연구

  그 동안 군 수사 및 군 사법제도를 다룬 연구는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윤 일병 
사건으로 대표되는 내무실 등에서 이루어진 폭행에 의한 사망사건(2014년) 외에도 
포로훈련 체험 중 장비부실, 지휘 소홀 등에 의한 특전사 하사 사망사건(2014년) 
등 군사훈련과 관련된 사건, 각종 성희롱, 성폭력 사건 및 그에 따른 자살사건(대
표적으로 상관의 지속적인 성추행과 가혹행위로 인한 2013년 오 모 대위 자살사
건) 등이 발생하면서 그에 대한 군 수사 및 군사 재판 절차에 대한 개선의 요구가 
폭발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에 따라 군사법원 폐지까지 주장하는 군사법제도 관
련 연구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의 경향을 둘러싼 저간의 사정을 알기 위해서는 일단은 우리나라
의 군 조사 및 사법제도의 기원을 간단하게나마 알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
고 이어서 해당 시대의 군 조사 및 사법 제도를 반영하여 어떻게 관련 연구가 진
행되었는지를 검토해보는 것이 최근 군사망사고로부터 촉발된 군사법제도 개혁을 
둘러싼 연구의 경향을 진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군사망사고 수사
를 위한 전형적 사법절차로서의 군사법제도는 정부 수립을 전후하여 존재하여 왔
지만, 전형적 사법절차를 벗어난 군옴부즈만 등에 의한 군 사망사건 조사제도는 비
교적 최근에 이르러서야 舊 국민고충처리위원회 (現 국민권익위원회) 군사소위원
회, 국가인권위원회, (실제로 현실화되지는 못했지만) 국회 소속 군옴부즈만 설치 
등으로 그 제도화가 논의되었다. 여기서는 군사법제도를 먼저 고찰해보고 전형적 
사법절차 외의 군사망사건 조사제도 논의는 제5장에서 행하도록 한다.    

(1) 우리나라의 군 수사 및 사법제도의 변천 
  

 가. 해방 이후  

  1945년 해방 이후 미 군정 하에 있던 우리나라에서 군 사법제도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국방경비법(1948년 8월 4일 공포)이 제정되었다. 동법에 규정된 군법회의
(단심제) 등 군사법 제도는 내용, 형식 및 절차가 미 육군 형법 등 미군 사법제도
를 전수받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차 세계 대전 중 동원된 미국인 
1,600만명 중 약 200만명에 대한 군법회의를 소집하여 8만명이 넘는 군인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중한 처벌을 받은바 있다. 당시 이에 대하여 많은 미국인들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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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 방어권, 인권 보호 측면에서 보장되던 민간사법제도의 여러 절차가 군법회의
에서는 마련되지 않고 않아 군법회의가 군지휘관 중심적인 제도라는 나쁜 인상을 
형성하게 되었다고 한다11). 미국 헌법 제정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군법회의에 
관하여 미국 헌법 기초자들은 연방 사법체계에 관한 규정인 미헌법 제3조에서 군
과 관련된 어떠한 권한도 사법부에 부여하지 않았는바, 이에 따라 군법회의는 사법
부의 통제로부터 배제될 수 밖에 없었다. 미국 군법회의는 일반재판기관이라기 보
다는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행사를 보좌하고, 군기유지를 통한 군 임무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에12) ‘제복을 입은 시민’으로서의 군인의 재판청구권이 
시원적으로 제한될 수 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다. 이런 점을 고려
하면 2차 세계 대전 동원된 미군에 대한 당시 군법회의에 대해 나쁜 인상이 형성
된 것은 결국 개인의 권리, 공정성, 불편부당(不偏不黨)이 보장되지 않은 미 군사
법제도가 오히려 군부대의 사기 및 적정한 군사기능의 유지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일반 국민들과 군부도 인식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13). 이에 따라 미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1948년 Elston Act 와 1950년 ‘군사법 통일법
전’(Uniform Code of Military Justice)을 거쳐 나름대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왔
다14). 하지만, 이들 법제에 따른 다소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미국 군사법제도는 
관할관 제도, 지휘관 중심적 사법절차를 가지고 있어 여전히 ‘제복을 입은 시민’으
로서의 군인의 재판청구권, 인권을 보장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있다. 1948
년 7월 제정되어 1962년 6월 1일 폐지된 국방경비법에 따른 군법회의는 미군 군
사법의 직접적인 영향 아래 형성되어 왔다. 국방경비법상 군법회의는 재판을 한번
만 하는 단심제였다. 
  이승만 대통령이 실각한 후인 1962년에 이르러서야 군법회의 단심제 운영이 3심
제를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과 충돌한다는 위헌 논란이 불거져 3심제 등을 규정한 
군법회의법이 제정되었다. 민주화 운동에 따라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이 이루어
지고 이와 맞물려 같은 해 12월 「군법회의법」이 「군사법원법」으로 전면개정(시행 
1988. 2. 25)됨으로써 비로소 군인에 관한 사안을 다루는 재판정의 명칭이 ‘군법회
의’에서 ‘군사법원’으로 변경되게 되었다. 

11) 고석, 한국 군사재판제도의 성립과 개편 과정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 논
문, 2006, 56쪽, 60쪽 이하.

12) 김현주/정승환, 개정 군사법원법에 대한 비판적 연구 - 군사법원의 설립과 변천과정 그
리고 군사법제도의 발전 방향,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한국군사학논집 제73권 제3
호, 2017, 131쪽 이하.

13) 고석, 한국 군사재판제도의 성립과 개편 과정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 논
문, 2006, 56쪽, 60쪽 이하.

14) 고석, 한국 군사재판제도의 성립과 개편 과정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 논
문, 2006, 56쪽, 60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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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방이후부터 문민정부 출범 이전까지 군사법제도에 대해서는 제2장 우리나라의 
군사법제도에 대한 분석에서 우리나라 군사법제도의 연혁과 더불어 자세히 살펴보
도록 한다. 

나. 문민정부 출범 이후 

  문민정부 출범 후인 1994년 민주화에 대한 열망으로 「군사법원법」이 대폭 개정
(1994.1.5. 개정)되었다. 먼저 이전까지 법관이 아닌 일반 장교인 지휘관(관할관)이 
발부하던 구속영장을 군 판사가 발부하도록 변경되었다. 1심 군사법원 재판부(합의
부)는 군 판사 1명과 일반 장교(심판관) 2~4명으로 구성되었는데, 군 판사 2명과 
일반 장교 1명으로 바뀌었다. 1962.1.20. 제정된 군법회의법까지 거슬거 올라가는 
형집행면제권까지 포함하는 관할관의 확인조치권도 1994.1.5.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형집행면제권이 폐지되어 감경권으로만 축소되었고, 판결 중 
무죄, 면소, 공소기각,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
인조치권의 형감경 대상에서 제외되게 되었다. ‘제복을 입은 시민’으로서의 군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최소한의 선에서 개정한 것을 두고서도 당시 군 내부에선 군
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불만이 나왔다고 한다. 군대 내부의 위계적 문화, 폐
쇄성, 군사주의가 얼마나 강고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15).
  이후 평시 군사법원 폐지, 관할관의 확인조치권 및 감경권 폐지를 비롯한 군사
법원제도 개혁논의에 대하여 군대 내부에서 지속적인 군사주의에 기반한 저항이 
있어 왔다. 

다. 참여정부의 군사법제도 개혁 

  참여정부는 군사법 제도의 문민화를 위한 종합적·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인 최초의 
정부라 할 수 있다. 2005년 1월 18일 출범(2006년 12월 31일 활동종료)한 사법제
도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에서는 ‘군사법제도 개혁방안’을 주요 논의 안건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의결 안건 제9호, 제12호)으로 삼아 중점적으로 다루었
다. 여러 가지 개혁의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개추위는 (현재까지의 규정방식과 같
이 군사법원법 제1편에서 군사법원 및 군검찰을 함께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군관
련 법률을 기능별로 세부적으로 나누어 새로이 제정할 것을 제안하고 기존에 있던 
법률의 개정 사항을 제안하였다.    

15) 권혁철, 피를 먹고 자란 군사법원, 한겨레 신문 2021년 8월 30일 자 칼럼 (https://ww
w.hani.co.kr/arti/opinion/column/1009727.html#csidxf1d0ae294170c1680edf8d2e8
2a1a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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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개추위는 먼저 군사법원의 독립성·공정성 강화를 위해서 「군사법원의조직등에 
관한 법률」 및 「장병의 군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군
검찰의 중립성 강화를 위해서는 「군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어서 군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강화를 위하여 「군형사소송법」
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군사법원과 군검찰이 별도로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사
개추위는 군사법원, 군검찰 및 군사경찰이 함께 규정되어 있는 「군사법원법」은 폐
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먼저 「군사법원의 조직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평시 심판관 및 관할관 제도의 폐
지를 제안하고 있다. 군사재판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를 위하여 일반장교들이 
재판의 심판관으로 참여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심판권을 군판사 3인으로 구성되는 
각급 군사법원의 합의부에서 행사하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군사법원법 규정에 의
한 관할관제도는 사건의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부의 구성과 재판결과의 확인에 이
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군부대 지휘관인 관할관의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어 군사재
판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관할관제도를 폐지하고 
고등군사법원장이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군사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고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관계 직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하며, 지역군사법원장이 당해 
지역군사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하였다. 요
컨대, 평시 관할관제도를 폐지하고 각급 군사법원장으로 하여금 사법행정사무와 관
계 직원의 지휘·감독을 하게 하여 군사재판에 대한 관할관의 개입을 차단함으로써 
군사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군사법원의 재판관 전원을 군법무관 또는 민간 법조인력 중에서 선임된 
군판사로 구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군판사에 대한 인사권을 독립시키기 위
하여 군판사의 소속은 사단, 군단급 부대가 아닌 국방부로 하고, 그 임명은 민간인
도 참여하는 군판사 인사위원회를 거쳐 국방부 장관이 하도록 하였으며 군사재판 
1심과 관련해서는 - 국방부 본부 및 국방부 직할 통합 부대와 각 군 본부 및 예하 
부대 중 편제상 장관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설치하는 군사법원인 - 보통군사
법원 체제를 폐지하는 대신에 1심은 여전히 군에서 담당하되 5개의 지역군사법원
으로 설치하여 각 권역별 군판사단이 부대를 순회하며 재판을 실시하도록 함으로
써 사단급 부대 지휘관의 재판에 대한 관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군사재판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기존에 각 군별로 설치되어 있던 것을 국방부에 
통합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고등군사법원장은 국방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
명하도록 하며, 고등군사법원장을 비롯한 군판사 중 일정 비율은 민간인으로 충원
하도록 함으로써 부분적 문민화 및 고등군사재판의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
도를 담고 있다16). 
  하지만, 이와 같은 사개추위의 군사법원제도 개혁안은 여전히 1심 군사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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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산하 지역군사법원으로, 2심 고등군사법원은 국방부에 통합 설치하는 것으
로 하고 있기 때문에 평시 군사법원의 폐지의 정도에 이르는 완전한 군사법원의 
문민화 개혁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사개추위가 제안한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의 군사법원에 관한 제
도 개선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 기존 제도와 비교

구  분 현  행 개  선

군사법원의
설치/소속

▪2심: 고등군사법원 1개 (각 군별)
▪1심: 보통군사법원 86개 (부대별)

▪2심: 고등군사법원 1개(국방부 소속) 
▪1심: 지역군사법원 5개(국방부 소속)

재판부
구성

▪관할관이 심판관 및 재판관 임명
  (비상설의 회의체적 운영)

▪군판사 3인으로만 재판부 구성
 (군인 장교 심판관제도 폐지, 다만,
전시 운용)

판결확인
조치권

▪평시 : 관할관 판결확인 (실형·
벌금 감경권)
▪전시 : 집행 확인권 보유

▪평시 : 관할관 판결확인권 폐지
(전시 부활)
▪전시 : 집행 확인권 보유

군판사의 
소속/선발

▪각군 소속
▪각군 총장이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

▪국방부 소속/장관 임명
  (군판사인사위원회 심의)
▪민간법조인에서 1/3선발

 
  「군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에서는 군검찰의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2
심 고등군사법원에 대응하는 각 군 본부 고등검찰부를 폐지하고 국방부 소속으로 

16)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하), 2006, 147쪽.

ㅇ 고등군사법원(2심) 및 지역군사법원(1심)의 설치
 - 군사법원을 국방부소속으로 일원화함
 - 2심: 고등군사법원을 국방부에 단수 설치
 - 1심: 서울, 경기, 강원, 경상·제주, 충청·전라의 5개 지역법원 설치
ㅇ 관할관 제도 및 심판관 제도 평시 폐지
ㅇ 고등군사법원장은 국방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ㅇ 국방부에 군판사인사위원회 설치
 - 민간위원 등 참여(대법원장, 법무부장관, 변협회장 추천)
ㅇ 군판사의 임명 및 임기
 - 군판사는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이 임명(임기 5년)
 - 군판사중 1/3을 민간법조인에서 선발
ㅇ 전시·사변시 부대별 보통군사법원으로 전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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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검찰단으로 일원화하고, 1심 보통군사법원에 대응하는 사단급 부대의 보통검찰
부를 폐지하고 국방부 소속의 지역 검찰단을 5개 지역으로 구분 설치함으로써 각 
군본부 지휘관 및 사단 지휘관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국방부 장관은 군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군검찰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지되,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는 고등검찰단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구체적 사건에 관한 지휘권은 
육·해·공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17). 
  공정하고 독립성이 강화된 군검사 인사를 위하여 국방부에 군검사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시 민간인이 참여가능하도록 하였다. 고등검찰단장은 군법무관인 
장관급 장교 또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하고, 국방부 소속 군검사인사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고등검찰단장을 비롯한 군검사 중 1/3
을 민간인으로 충원하여 특정직 공무원으로 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전시에는 기존
대로 부대별 보통검찰부/각 군 고등검찰부 체제로 전환하도록 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사개추위가 제안한 「군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의 군검찰제도에 관한 제
도 개선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 기존 제도와 비교

17)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하), 2006, 149쪽 이하.

ㅇ 고등검찰단 및 지역검찰단의 설치
 - 군검찰을 국방부소속으로 일원화

ㅇ 국방부장관의 군검찰에 대한 지휘감독
 - 장관은 군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 지휘감독

 - 육·해·공군 총장에게 구체적 지휘감독권 위임

ㅇ 고등검찰단장은 국방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ㅇ 국방부에 군검사인사위원회 설치
 - 민간위원등 참여(대법원장, 법무부장관, 변협회장 추천)

ㅇ 군검사의 임명 및 임기
 - 군검사는 군검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이 임명(임기 3년)

 - 군검사중 1/3을 민간법조인에서 선발

ㅇ 전시 부대별 보통검찰부/각군 고등검찰부 전환·운용

구  분 현  행 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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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병(군사법경찰)과 관련해서는 사개추위 「군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에
서 현행 「군사법원법」 제1편 군사법원 및 군검찰 제4장 검찰기관 제43조 내지 제
46조에 규정된 군사법경찰관리에 대한 내용과 대동소이하게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군형사소송법(안)」 제정을 통해 군사법경찰에 대한 군검찰의 수사지휘권을 강화함
으로써 군부대 지휘관의 헌병(군사법경찰)에 대한 영향력을 최소화할 것을 제안하
고 있다. 「군형사소송법(안)」은 개별적 사건의 범죄수사 및 공소유지를 위해 군검
사와 군사법경찰간 상호협력의무를 규정하면서도 군사법경찰관이 중요범죄, 고급장
교 등에 대한 범죄를 발견한 때에는 수사를 받는 자의 성명, 발견경위 등을 명시
하여 48시간 이내에 관할 지역검찰단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군사법경찰관의 입
건 또는 사건이첩시 48시간 이내에 통보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이 때 당해 사건에 
대한 증거판단, 법령적용에 관하여 군검사의 구체적 수사지침을 받도록 하는 등 군
사법경찰이 군검사에게 법률적 지휘를 받게 함으로써 군부대 지휘관의 비법률적 
사건 관여로부터 군사법경찰 수사의 독립성·공정성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군검사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 군사법경찰관리의 입건미통보, 수사태만행위 기타 
상호협력의무위반 등 적법절차 미준수에 대해서는 직무감찰을 행할 수 있고, 그 결
과 위법한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군사법경찰관의 인사권자에게 징계 등을 요
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군부대 지휘관이거나 그의 영향을 직접 받을 수 있는) 인사
권자는 그 결과를 군검찰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징계요구 대상을 대위 
이하 군사법경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18).  
  사개추위(2005.1.18.~2006.12.31.)의 추진안은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 6월 
김장수 국방부 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의 동의서까지 받아 2005.12.26. 「군사법원
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에 반영되어 정부안의 형태로 국회에 제안되었다. 참여
정부에서는 정부안 외에도 평시 군사법원 및 군검찰의 폐지에까지 이르는 군사법
제도 개혁을 담은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주성영 의원 대표발의 2006.11.10., 
의안번호 175326) 등 야당의 의원입법안도 국회에 제안되었다19). 결국 대선

18)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하), 2006, 149쪽 이하.

군검찰의
설치/소속

▪고등검찰부 4개 (국방부 및 각 군) 
▪보통검찰부 94개 (각급 부대 소속)

▪고등검찰단 1개 (국방부 소속) 
▪지역검찰단 5개 (국방부 소속)

검찰업무
지휘감독

▪검찰부 설치부대장이 군검찰에
  대한 일반적·구체적 지휘감독권  
  행사

▪일반적 지휘감독 : 장관
▪구체적 지휘감독 : 장관 또는   
장관이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가능

군검사의 
소속/선발

▪각급 부대 소속
▪각군 총장이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선발

▪국방부 소속, 장관 임명
  (군검사인사위원회 심의)
▪민간법조인에서 1/3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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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9.) 정국 속에서 2008년 5월 29일 17대 국회의 임기 만료와 함께 이들 
안들은 모두 자동폐기되었다. 
  사개추위의 안에 기반한 정부안에서 군검사에 의한 군사법경찰에 대한 법률적 
통제, 지휘를 통해 군부대 지휘관의 군사법경찰에 대한 부당한 사건관여를 배제하
도록 한 것은 일정 부분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안에 따라 군검사인
사위원회가 설치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검사의 인사에 군인 지휘관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 군사경찰을 지휘하는 
- 군(국방부) 소속 군검찰 제도의 유지를 전제로 하는 이와 같은 사개추위의 군사
법경찰 중립성 강화방안은 근본적인 군사법경찰 제도 개혁에는 이르지는 못한다고 
생각된다.

라. 2014년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 이후    
 
  보수정권의 출범 이후 군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잠잠하다가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2014년), 현역 17사단장 성추행 긴급체포 사건(2014년), 오 모 대위 성추
행 자살사건(2013년)은 다시 한 번 전면적인 군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의 불씨
를 당겼다. 
  윤 일병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2014년 5월 2일 제28사단 보통검찰부는 피고 이
모 병장(25), 하모 병장(22), 이모·지모 상병(모두 20) 등 구속된 피고인 4명을 상
해치사죄로 기소하였다. 28사단 검찰부는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서 사망 사유를 
(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쇄에 의한 뇌손상 등’으로 기재했고, 5월 13일 부검결과에
서는 ‘기도폐색성 질식사 추정’으로 변경하여 결론내렸다. 반면 부검의는 공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폭행행위가 기도폐색의 유발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술했다. 부검의가 공판정에서 폭행이 사망의 직접적인 유발요인이 될 수 있다는 
증언을 하고, 국민들의 비난 여론도 거세지자 제28사단의 상급 부대인 제3군단 검
찰부는 1심 계속 중인 2014년 9월 2일 의료기록과 부검기록 재검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윤 일병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지속적인 폭행 등 가혹행위로 인

19) 주성영 의원 대표발의 법안(제안일자 2006.11.10., 의안번호 175326)은 평시 군사법원 
및 군검찰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같은 당의 박세환 의원 대표발의 법안(제안일자 2
006.2.6., 의안번호 173816)은 군사법체계는 군 기강확립을 통해 지휘권을 보장하여 군 
본연의 임무달성을 하는 것을 우선시하여야 한다는 점, 다만, 현재 군사재판의 관할관인 
군사법원 설치부대 지휘관의 관할권 행사 및 일부 심판관제도의 부분적인 문제점이 노출
되고, 군판사와 군검찰관이 서로 보직을 순환하기도 하며 또한 군법무관이 군사법원에서 
국선변호활동을 하는 등 재판기관과 소추기관이 분리되어있지 않은 면이 있어 탄핵적 소
송구조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군사법제도에 적절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점에 기반하여 
현행 군사법제도를 시정·보완하되 군사법제도에 있어서 지휘권확보란 대원칙을 포기하지 
않는 가운데 장병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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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공소장의 사인을 ‘장기 폭행으로 인한 
쇼크 등으로 사망’이라고 변경하였다. 동시에 제3군단 검찰부는 기존에 제28사단 
보통검찰부가 상해치사죄로 기소한 것을 살인죄를 주위적 공소사실(공소장에 기재
하여 공소를 제기한 주된 범죄 사실)로, 상해치사죄를 예비적 공소사실(검찰이 주
위적 공소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추가하는 공소 사실)로 공소
장 변경허가 신청하여 이것이 제1심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20). 
  공소장에 기재된 사망원인이 살인에 대한 과실을 암시할 수 있는 ‘기도폐쇄에 
의한 뇌손상 등’에서 살인에 대한 고의를 증명할 수 있는 ‘장기 폭행으로 인한 쇼
크 등으로 사망’으로 변경되기까지, 마찬가지로 공소장의 죄명이 과실을 전제하는 
상해치사죄에서 고의를 인정하는 살인죄로 변경되기까지 군 수사 및 공소유지 단
계에서 직·간접적으로 수많은 사건 은폐, 축소 및 왜곡이 발견되었다.
  2013년 발생한 오 모 대위 성추행 자살사건, 2014년 발생한 제13공수 특전여단 
포로훈련 중 특전사 사망사건에서도 군 수사, 공소유지 및 군사재판 단계에서 유사
한 사건 은폐, 축소 및 왜곡이 발견된다21).   
  이 사건들 이후 국방부는 2014년 8월 6일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를 출범
시켜 군사법제도를 비롯한 병영 부조리를 혁신하겠다고 나섰다. 동시에 국회에서도 
별도로 군사법제도의 개혁 및 군인권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기구로 ‘군 인권개선·병
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런 가운데 2014년 8월 13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방부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에서 ‘인권이 보장되고 기강이 바로 선 강한 군대’ 건설을 위
한 ‘병영문화 혁신방안’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윤 일병 
사건 등의 여파로 병영문화의 일대 쇄신이 필요함을 엄중히 인식하고 인권이 보장
되는 병영문화 정착 및 제도적 개선을 위해 「군인복무기본법」 제정, 국방통합인권
시스템 구축, 국방인권모니터단 운영, 고충처리제도 개선, 국방인권협의회 신설을 
통한 국가인권위원회·국가권익위원회와의 협업체계 강화, 보호관심병사 관리체계 
개선, 부대병영 전문상담관 추가 배치 및 24시간 국방헬프콜의 효율적 운영여건 
등 상담시스템 체계 개선, 취약지역에 대한 CCTV 설치, 초급간부에 대한 리더십 
및 군법교육 강화, GOP 경계근무자들에 대한 면회제도 신설 등을 제시하였다22). 
하지만, 이와 같은 제안들의 대부분은 국방부가 군 부대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제시한 단발적 대책과 유사한 수준의 것들이고 정작 윤일병 사건의 수사 및 기소

20) 박병욱, 군인의 죽음에 국가는 책임이 없는가: [광장에 나온 판결] 고 윤 일병 유족의 
가해자와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 비평, 오마이뉴스 2021.8.12. 자.

21) 이계수/박병욱, 군사법원 폐지를 위한 사례연구, 민주법학 제60호, 2016, 233쪽 이하.
22) 병영문화 혁신을 위한 긴급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개최 - 군, ‘인권이 보장되고 기강

이 바로 선 강한 군대’로 환골탈태(여성종합뉴스, 2014.8.13.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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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드러난 사건 은폐 및 축소, 부실 수사와 관련된 군사법제도에 존재하는 
폐해의 근본적인 개선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   
  2014.12.12. 국방부 소속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에서는 평시 사단급 보통
군사법원 폐지, 심판관제도의 원칙적 폐지, 관할관 확인감경권 제한, 수사 공정성 
침해 우려 사건 상급부대 이전 의무화, 국방인권 옴부즈만 제도 등을 담은 군사법
제도 개혁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비하여 2015.4.30. 제시된 국회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 권고안은 훨씬 
더 개혁적이다. 해당 권고안은 평시 군사법원폐지, 관할관 제도 및 관할관의 확인
조치권 폐지, 심판관제도 폐지, 군검찰조직의 독립성 제고, 국방부의 외부23)에 설
치될 군옴부즈만에게 자료제출요구권 및 불시방문조사권 부여 등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회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 권고안은 국방부 소속 민·관·
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의 안보다도 다소 후퇴된 내용을 담고 있는 국방부 병영문
화 혁신 실행계획(15.9.6)에도 밀리게 되었고, 그 결과 정부(국방부)안(2015.6.30. 
제안, 2015.12.9. 대안반영폐기) 및 국회 법사위/국방위 합의안(2015.11.25.)을 반
영하여 국회법제사위원장 명의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법률 제
13722호로 2016. 1. 6. 개정, 2017년 7월 7일 시행)24)25)의 형태로 군사법원법 개
정에 이르게 되었다. 이것은 가장 개혁적이라 할 수 있는 국회 병영문화혁신 특별
위원회 권고안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26) 하지만, 이 정도라도 군
사법제도의 외형적 개혁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참여정부의 사개추위에서 고민되
었던 군사법제도 개혁과 관련된 안, 군사법원 및 군검찰 폐지를 담고 있는 제17대 
국회 주성영 의원 대표발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제안일자 2006.11.10., 의
안번호: 175326), 제19대 국회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군사법원법 폐지법률안(제안
일자: 2014.8.13., 의안번호:1911388)이상민의원 등 13인)27) 등 관련 논의가 있었
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된다.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법률 제13722호로 2016. 1. 6. 공포, 2017
년 7월 7일 시행)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기존 사단급에 설치하
던 보통군사법원(기존 육군은 사단급 이상, 해군은 함대급 이상, 공군은 비행단급 

23) 국회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 권고안은 군옴부즈만으로서의 “군인권보호관”이 설치될 
기관으로 가. 국회, 나. 국무총리실, 또는 다.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중 국회가 추천한 
위원을 군 인권보호관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4) 2015년 6월 30일 정부는 국방부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권고안을 토대로 「군사법
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2015년 11월 국회 법사위/국방부의 합의, 
2015년 12월 8일 법제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2015년 12월 9일 국회는 정부안 등을 기초
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을 의결하였다.

25) 윤일병 사건이후 제기된 군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주요 쟁점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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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부대에서 설치·운영)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군단급 군사법원으로 재편 (제
6조 제2항), 2) 심판관 제도를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 즉, 군형법 및 군사비밀 보
호법에 관한 사건 중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사건으로 한정(제27조의2
항), 3) 보통군사법원의 일반판결에서는 원칙적으로 군판사 3명이 재판관을 맡고 
심판관은 두지 않되, 다만, 위와 같이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에서는 군판사 2명, 심
판관 1명을 재판관으로 둘 수 있도록 하고(제26조 제1항), 4) 재판장은 원칙적으로 
선임 군판사가 하되, 영관급이 아닌 장관급 장교가 심판관으로 지정된 사건의 경우

 

민·관·군 병영문화  
혁신위 (14. 12. 12.)

국회 병영문화 혁신 
특위 (15. 4. 30.)

국방부 병영문화혁신 
실행계획(15. 9. 6.)

국회 법사위/국방위 
합의안(15. 11. 25.)

군사법원
- 군사법원 존치 
- 1심 군사법원을 사단
급에서 군단급으로 상향

폐지
- 군사법원 존치 
- 1심 군사법원을 사단
급에서 군답급으로 상향

- 군사법원 존치 
- 1심 군사법원을 사단
급에서 군단급으로 상향

관할관 및
확인조치권 - 대상 및 요건 강화 폐지 - 확인조치권 행사 

대상 축소

- (대상) 사형, 무기
징역, 무기금고를 제
외한 판결
- (감경 범위) 
  1/2 → 1/3

심판관 
- 원칙적 폐지
- 관할관 지정사건에 
한해 예외적 운영

폐지

- 존치
- 군사적 전문지식·
경험이 필요한 경우
에만 

- 존치
- 군사적 전문지식·
경험이 필요한 경우
에만 

군검찰제도
- 공정수사 의심사건 
한해 군검찰부 상부로 
관할이전 의무화

- 공정수사 의심사건 
한해 군검찰부 상부로 
관할이전 의무화
- 군검찰관 지위 상향
- 군검찰 전문성 향상 
등

- 공정수사 의심사
건에 한해 군검찰부 
상부로 관할이전 의
무화

- 공정수사 의심사건
한해 군검찰부 상부로 
관할이전 의무화
- 군검찰관을 군검사
로 명칭 변경
- 군검찰단장을 영관
급 또는 장관급으로 
할 수 있게 함

군옴부즈만 - 도입 긍정 - 도입 긍정 - 도입 부정(신중론) - 군인권보호관 도입
(국회운영위)

조사권 - 조사권 부여  - 조사권 부여

방문권 - 사전통보 방문권  - 불시 방문권

    이계수/노진석/박병욱/박지웅/임재성/전학선/최관호, 군사수와 사법제도 현황 및 개선
방안 연구,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 2015, 44쪽 도표 전제.

26) 말많던 ‘군사법원’ 존치…기대 못 미친 軍 사법개혁(헤럴드 경제, 2015.9.7. 자)
27) 해당 법률안은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1386호), 「군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1387호), 「군형사소송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
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을 전제로 제안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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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장관급 장교인 심판관을 재판장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며(제22조 제4항), 5) 관
할관의 확인조치권은 관할관 감경권의 대상을 무죄, 면소, 공소기각, 형의 면제, 형
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제외한 판결
에 대해서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감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 범죄를 작전 
등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로 한정하고 감경범위를 1/3 미
만으로 축소(제379조 제1항)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법률 제13722호)은 문재인 정부 
출범(2017.5.10.) 이전 개정·공포되고(2016.1.6.) 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7월 
7일 시행되었는데 국방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획기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심판관제도 및 관할관 제도를 평시에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을 담
고 있는 노무현 정부 사개추위안에 기반한 일련의 군사법제도 개혁법률안이나, 군
사법원 및 군검찰을 완전히 폐지할 것을 담고 있는 군사법제도 개혁법률안에 비해
서는 후퇴된 면도 있다. 물론, 군사법제도의 특수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조정안이라
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법안에 대하여 2017년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장병과 국민의 여망과 염원을 
담은 진일보한 개혁”이라고 평가하였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군사법제도 개혁을 포함한 국방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여러 차례 의지를 피력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다28). 하지만, 이와 같은 군사법제도 개혁은 여전
히 평시에 1, 2 심 군사법원이 국방부, 군부내 내부에 존재하고, 군지휘관의 강력
한 영향력 아래에 있는 군검찰 및 군헌병(군사법경찰)도 여전히 건재하고 있으며, 
국방부 내부에 설치된 군사법원의 판결에 일정한 요건이 주어지기는 하였지만 군
지휘관이 결정하면 언제든지 군인인 심판관이 지정될 수 있으며, 이 때 장관급 이
상이 심판관으로 참여하면 심지어 그가 재판장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여전히 군지
휘관이 군판사 및 군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며, 관할관의 확인조치권이 감면
권에서 1/3미만 감경권으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군지휘관에 의한 감경이 가능하
다는 점에서 지휘관 사법의 본질은 변경된 것이 없다고 평가될 수 밖에 없다29).

마. 문재인 정부의 군사법제도 개혁

  문재인 정부는 2021년 공군 제20 전투비행단 이 중사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군
사법제도 개혁에 다시 한 번 박차를 가하였다. 결국 국회는 2021.9.24.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1심 보통군사법원을 폐지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고, 2심 고등

28) [박수찬의 軍] 과거 정책 재활용해놓고 개혁 외치는 국방부 (세계일보 2018.4.22. 자)
29) 이계수/박병욱, 군사법원 폐지를 위한 사례연구, 민주법학 제60호, 2016, 228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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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을 폐지하여 일반 법원에서 항소심을 담당하게 하게 하였다. 그리고, 수사
의 공정성 및 군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
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설치하며, 관할관 및 심판관 제도를 폐지하고, 군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부대의 장의 승인을 받는 제도를 폐지하였다. 나아가 군 사
법(司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피해자의 인권보장과 사법정의의 실
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성폭력범죄, 군인 등의 사망사
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 및 군인 등이 그 신분을 취득하기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
해서는 1심부터 군사법원의 재판관할권에서 배제하고 일반법원에서 담당하도록 하
는 등 많은 진전을 이루어 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성폭력범죄, 군인등의 사망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 
및 군인등이 그 신분을 취득하기 전에 저지른 범죄를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
되었다 (제2조제2항).
 
  두 번째로 군 장병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기존 군사재
판 항소심인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그 관할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하는 한편, 
2016.1.6. 「군사법원법」 일부개정(2017년 7월 7일 시행)에 따라 군단급 이상의 부
대에 설치되어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던 보통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국방부에 각 군 
군사법원을 통합하여 중앙지역군사법원·제1지역군사법원·제2지역군사법원·제3지역
군사법원·제4지역군사법원을 설치하도록 하였다(현행 제5조 삭제, 제6조 및 제10
조, 별표 1 신설). 드디어 참여정부 사개추위가 제안한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
한 법률(안)」의 내용이 금번 2021.9.24.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반영된 것이다.

  세 번째로 공정한 법원에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평시 관할관 확인제도를 폐지함과 아울러 심판관 관련 규정도 삭제함으로써 군판
사 외에 심판관이 재판에 참여하던 군사법원의 재판관 구성을 민간 법원의 조직구
성과 유사하게 변경하는 한편, 군사법원에서는 군판사 3명을 재판관으로 하였다(제
8조 및 제22조). 2021.9.24.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따라 평시 관할관 확인제도가 폐
지되었으므로 관할관의 군사법원 판결에 대한 감경권도 폐지된 것이다. 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해 군지휘관이 군사기능, 지휘권 등을 명문으로 개입하는 길이 차단된 것
이다. 군사법원의 판결이 군사기능 및 군지휘권을 고려한 군지휘관의 은사적 조치
에 따라 유지될 수 있다는 생각은 이제는 더 이상 발붙일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은 군사법제도하에서는 ‘합리적 인간으로서의 군인’, ‘제복을 입은 시민’으로서의 
군인은 군인의 본분과, 군사기능의 유지 및 향상에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주체적 인
간으로서 취급되는 것이므로 개별 군인의 책임은 더 커졌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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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째로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종전에는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보통검찰부를 설치하였으나 앞으로는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두는 것으로 변경하는 한편, 군검찰 수사의 독립성
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은 군검사를 일반적으로 지휘·감
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는 소속 검찰단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하였다(제36
조, 제38조 및 제39조). 2021.9.24. 군사법원법 개정에서 보여지는 검찰제도의 개
혁 또한 참여정부 사개추위가 제안한 「군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이 그대로 2021.9.24. 개정 군사법원법에 수용된 사례이다. 

  다섯 번째로 군사경찰에 대한 군검찰의 사법적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군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군사경찰의 업무를 좌지우지 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구체적 사건의 범죄수사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상호 간에 협력하
여야 함이 명시되었고, 군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시작하여 입건하였거나 입건된 사건
을 이첩받은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관할 검찰단에 통보하도록 하였다. 또한, 군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한 후 군검사로부터 보완 수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정당
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군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
였다(제228조 및 제283조, 제228조의2 신설). 이는 참여정부 사개추위가 제정할 
것을 제안한 「군형사소송법(안)」 의 내용이 거의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여섯 번째로 군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해당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
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규정을 삭제하였다(현행 제238조제3항 삭제). 군부
대 지휘관이 소송절차의 중요한 부분인 군검찰 구속영장 청구에 관여할 수 없게 
된 것은 군검찰제도가 군지휘관으로부터 독립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
징적인 내용이라고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평시 군사법제도 개혁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전시 군사
법원의 설치근거와 관할, 재판관으로 심판관을 지정할 수 있고, 판결에 대한 확인
조치권을 행사하는 등의 관할관의 권한, 전시 군검찰부의 설치근거와 군검찰부에 
대한 지휘관의 지휘권 등 전시 특례를 신설하여 전시 군사기능의 중요성을 고려하
여 군사법제도에 있어서 군사기능 유지담보의 측면을 반영하였다(제534조의2부터 
제534조의18까지 신설).

  군사법제도의 개혁이 이 정도로 진전되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었다는 
점은 부인될 수 없지만,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실확정에 있어 초기 경찰수사, 군검



- 20 -

찰수사, 제1심 사실심 판단이 중요한데 초동 수사를 여전히 군부대 내 헌병(군사경
찰)이 담당하며, 수사 및 기소를 국방부 내 군검찰이 담당하고, 광범위한 영역의 
군사 관련 범죄에 있어서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사실심인 1심 군사법원이 존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제복을 입은 시민으로서의 군인의 재판권, 인권을 보장하기에는 한
계가 있다는 지적이 여전히 있다. 2017 ~ 2019년 군사법원연감 분석을 토대로 군
사법원에 기소되어 접수된 사건의 수가 적은데다가 군사법경찰, 군검찰이 다루는  
사건이 대부분 군사기능과 관계없는 일반범죄이므로 군사법경찰, 군검찰 조직 유지
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대표적이다30).   
  다소나마 또는 보기에 따라 상당한 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루어
지지 못한 군사법제도 개혁 논의를 위해서는 선행연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선행
연구는 이제까지의 군사법제도 개혁의 방향성을 진단하게 해주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의 개혁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2) 2000년대 이후 군사법제도 관련 선행 연구 

30)  https://news.v.daum.net/v/20210923150901698 평시 군사법원, 정말 폐지하면 안 
될까? [청년정치 와글와글], (오마이뉴스 2021.9.23.자 기사)

• 국가인권위원회(이계수/오동석/최정학/오병두), 군 사법제도 운영 및 인권침해
현황 실태조사, 2003.

• 윤상민, “군 수사절차상 인신구속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제
14권 제3호, 2003.

• 이계수, “군 사법제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민주법학, 제26호, 2004.

• 송광섭, “군 사법제도의 개선방안”, 형사법연구, 제24호, 2005.

• 오윤성, “군 사법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고찰 : 사법개혁위원회 안을 중심으
로”,  한국경찰학회보, 제9권, 2005.

• 송기춘, “군사재판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 군사법원의 구성과 운영의 개선방
안을 중심으로. 공법연구 제13권 제3호, 2005.

• 이만종, “군 수사체계 발전방향에 관한 고찰”, 형사정책연구 제16권 제2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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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호, “국방경영 혁신을 위한 과제와 추진 ; 군사법원과 장병인권 보장 ― 사
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군 사법제도 개혁방안을 중심으로 ―”, 국방정책연
구, 제70권, 2005.

• 국방부 법무관리관, 군 사법 개혁과 법치주의의 확립(제도개혁의 필요성), 
2006.31)

• 고석, 한국 군사재판 제도의 성립과 개편과정에 관한 연구: 국방경비법에서 군
법회의법 제정시까지,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

• 윤상민, “군형사사법제도의 개혁방안”, 비교법학, 제8집, 2008.

• 최강욱, ‘지휘관 사법’의 폐해와 그 폐지론 - 관할관, 심판관제도를 중심으로, 
홍익법학, 제9권 제3호, 2008.

• 정준섭, “군사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법연구, 제22권 제4호, 2010.

• 장영수, “군 사법제도 개혁의 요청과 군사법원의 발전방향”, 고려법학 제56호, 
2010.

• 지대남, “한국과 미국의 군사재판제도의 비교”, 헌법학연구 제17권 제1호, 
2011.

• 강동욱, “군 사법절차의 관할관 확인조치권에 관한 비판적 고찰”, 법과정책연구 
제12권 제1호, 2012.

• 최재석, “군사법절차에 있어서의 장병의 기본권 향상 방안 연구”, 연세 공공거
버넌스와 법, 제3권 제2호, 2012.

• 박찬걸, 군사재판에 있어서 관할관제도 및 심판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
사정책연구 통권 제92호, 2012.

• 고석, “관할관 확인제도 개선방안”,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제4권 제2호, 2012.

• 김범식, “군 사법제도에 관한 고찰”, 성균관법학, 제24권 제1호, 2012.

• 박성현, 군 사법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관할관·심판관 제도를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20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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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법원 개혁과 관련한 2000년대 초반의 대표적인 연구로 송기춘(“군사재판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 군사법원의 구성과 운영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공법연구 
제13권 제3호, 2005)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논문은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

31) 국방부 법무관 박동수의 논문으로 참여정부의 국방부 군사법제도 개혁 의견에 가까운 
내용이다.

32) 이 논문은 관할관·심판관의 개선을 다루었다.
33) 군 수사기관인 헌병에 관한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헌병의 직무와 관련하여 특히 행

정경찰작용의 기본규정에 대한 입법안을 제시하고 있다.
34) 확인조치 기준 및 검증절차 마련, 재판에 대한 관할관 영향력 행사 최소화를 위한 군판

사 조직 및 직제 개편안을 다루고 있다.

• 국방부(책임연구원 정승환), 헌병 직무활동 근거법령 입법방안, 2013.33)

• 김양현 외, “군사법경찰관(헌병)의 직무집행 관련법규 정비에 관한 연구”, 한국
경찰학회보, 제40권, 2013.

• 한석현/이재일, 군사법원법상 관할관, 심판관 제도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제191호, 2013.34)

• 서기호 의원실, 재판실태로 본 군사법원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2014.

• 이계수/노진석/박병욱/박지웅/임재성/전학선/최관호, 군 수사와 사법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2015.

• 조상혁, 군사법원의 관할관의 확인조치권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 제17권 제3호, 
2016. 

• 이계수/박병욱, 군사법원 폐지를 위한 사례연구, 민주법학 제60호, 2016.

• 박병욱/이계수, 독일 군 사법제도 재론(再論) - 기능주의 군형법, 군 형사재판 
및 군무법원을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제17권 제3호, 2016.

• 김용주/오윤성, 군사법제도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제19권 
제2호, 2017.

• 김현주/정승환, 개정 군사법원법에 대한 비판적 연구 - 군사법원의 설립과 변
천과정 그리고 군사법제도의 발전 방향,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한국군사
학논집 제73권 제3호, 2017.

• 박혜림, 군사법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동아법학 제12권 제1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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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가 2004년 11월 29일 관할관의 감형권 폐지, 심판관제도 폐지, 사단급 이상의 
부대에 소속된 군검찰을 국방부 소속으로 통합하여 군검찰의 독립성 강화35), 군검
찰이 헌병과 기무부대의 수사를 지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법적 통제강화, 1심 
재판은 국방부 산하 군판사단의 순회재판 실시, 2심 재판은 기존대로 서울의 고등
군사법원에서 하되 재판부 구성을 3명 모두 군판사로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
은 군사법원법개정을 의결하고, 대통령 직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실무 작
업을 담당하던 즈음에 발간된 논문이다. 이와 같은 개혁안에 대하여 당시 군 관계
자는 “지금도 막강한 권한이 있는 군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기구로 변질될 수 있
다”며 “군검찰 독립은 일선 부대장에게 주어진 권한을 분산시켜, 군의 핵심인 ‘지
휘권’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이 논문은 군사법제도 개혁을 폐쇄적인 조직으로서 시민의 통제
로부터 벗어나 있는 군대 내에서의 군인의 인권보장 문제와 연결하여 논의하고 있
다. 그리고, 군대도 시민사회의 일부이므로 군대에 대한 입헌적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군사법제도를 포함하여 군대운영과 관련하여 군인의 권리가 더 
이상 군지휘관의 시혜에 종속되어서는 안되므로 불합리하고 강제적인 복종이 아닌 
진정으로 헌법적 가치가 존중되는 ‘입헌적 군기’를 세울 것을 제안한다. 군사법제
도는 더 이상 군에 한정되는 문제가 아닌 국방의 의무를 지는 모든 국민과 그 가
족들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군사법제도가 명령과 복종에 기반한 폐쇄성을 극복하고 
일반경찰, 일반검찰에 의한 수사, 기소보다 더 인권이 보장되는 군사법절차를 구현
할 것을 희망한다. 그러나, 군사법제도의 제도적 개혁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최병호(“국방경영 혁신을 위한 과제와 추진; 군사법원과 장병인권 보장 ― 사법
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군 사법제도 개혁방안을 중심으로 ―”, 국방정책연구, 제70
권, 2005)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안이 오류가 있다고 비판하면서 당시 군사
법제도의 폐지 또는 변경보다는 당시 군사법제도 틀 내에서 문제점을 보완할 것을 
주장한다. 이 연구는 군사법원은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한 헌법이 정하는 특별법
원이지만, 일반법원과 마찬가지로 사법권을 행사하므로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사
법체계의 통일성과 인권보장이라는 헌법적 요청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도, 군사법제도는 평시라 할지라도 사개추위가 제시하는 바와 같이 일반사회와 동
일한 기준으로 운영될 경우 군이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
하기 어려운 상황이 초래될 수 있고, 나아가 실질적으로 정치권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군사법제도가 군지휘권 확립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입

35) 당시에는 국방부에만 검찰단이 있고, 각 군에서는 구속 여부 등을 정할 때 검찰관이 소
속 부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군검찰의 독립적인 수사가 어려웠다.(군검찰, 국방부 
직속 독립, 한겨레 2004. 11. 30.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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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서 있다. 특히, 사개추위의 안은 장병들의 인권보호에 기여하기보다는 군법무
관들의 군사법 독점을 위한 것이라는 오해를 낳을 소지가 있다고 우려하면서 관할
관, 심판관 제도를 완전히 폐지할 것이 아니라 법률전문가의 사법독점을 방지하고 
군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선된 형태로 존치시킬 것을 주장한다. 이런 견지
에서 이 연구는 선택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방안을 선택적 대안으로 제시
한다. 
  첫 번째로, 평시 보통군사법원을 폐지하고 지방법원 형사부에서 군사건을 처리하
는 경우 지방법원은 지휘관에게 재판일정과 재판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지휘관이 
공판 전 재판부에 의견을 참고적으로 제시할 제도를 장치를 강구할 것을 제시한다. 
  두 번째로 평시 군사법원을 특수법원으로 사법부 내에 두는 경우 군사법원을 국
방부 내부에 둘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 특허법원, 행정법원과 같이 특수법원으로 
사법부 내에 둘 것을 제안하면서 군사법원을 문민화 시키되 군사사건만을 전담케 
함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있다고 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재판일정 및 
재판결과를 군지휘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공판 전에 군지휘관이 재판부에 참고적
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세 번째로 현행 군사법원 제도 내에서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보
통군사법원의 문제점으로 거론되는 군인 심판관이 재판장이 되는 폐해를 개선하여 
선임 군판사가 군사법원 재판장이 되도록 하고 관할관의 확인조치권은 형을 감경
할 수 있는 사유를 군기강 및 지휘권 확립, 군사적 필요가 있는 경우 등으로 제한
하고, 감경범위를 군사법원이 판결한 형의 1/2(또는 1/3)의 범위 내로 할 것을 제
안한다.          

  군사법제도 개혁방안을 구체적·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한 대표적인 글로 이계
수/오동석/최정학/오병두(군 사법제도 운영 및 인권침해현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
원회 연구용역보고서, 2003)의 용역보고서를 들 수 있다. 이 보고서는 군사법원 개
선론, 존치론, 폐지론을 비교하고 당시 국방부의 군사법제도 개선안을 검토한다. 
이어서 유럽, 영미 등 각국의 군사법제도를 고찰한 뒤 미국을 제외하고는 평시에 
국내 군사법원을 폐지하는 것이 추세이고, 현대적 의미의 군지휘권은 지휘관의 자
의적인 (군)사법권 행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를 매개로 군대 
내의 질서를 유지할 때 비로소 확보된다고 보면서, 헌법적으로 평시 군사법원을 설
치하는 것이 위헌은 아니지만 평시에 국내 군사법원이 설치되면 오히려 인권침해, 
민주주의 원리 위반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평시에 국내의 군사
법원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군검찰과 관련해서는 국방부 직속으로 기능과 위상을 
강화하되 국방부로부터의 독립을 주장한다. 순정군사범죄 이외의 사건(일반형사사
건 및 단순군무이탈사건 등 이른바 군의문사 사건을 포함한 군대 내 사망사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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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는 외부의 민간검찰과 연계하여 군검찰이 수사·기소권을 행사하는 공동수
사·공동기소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또는 군검찰에서 전역한 이들 중 일부는 민간검
찰에서 재임용하여 이들에게 위 사건을 처리하게 하는 방안, 군검찰과 민간검찰의 
인사교류를 실시하여 상호간 유기적 협조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헌병과 관련해서도 수사헌병조직을 단위 부대의 지휘·명령계통에서 독립된 기구로 
만들어 국방부 소속으로 하는 방안, 또는 위에서 제시한 독립성을 가진 군검찰과 
통합하는 방안, 수사헌병의 권한을 민간경찰로 이양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동시에 헌병을 수사전문헌병과 일반행정헌병(경호, 시설경비 및 영내 질서유지, 교
통사건 처리 등을 담당하는 행정헌병)을 조직적으로 분리하여 운용할 것을 제안한
다. 이와 같은 방식은 독일의 경우 헌병이 형사상 수사권한은 일체 가지지 않고 
영내 위험방지권한(경호, 시설경비 및 영내 질서유지, 교통사건 처리 등) 및 징계조
사권한을 가지는 일반행정헌병만 존재한다는 것과 대비될 수 있을 것이다36).  
  송광섭(“군 사법제도의 개선방안”, 형사법연구, 제24호, 2005)은 먼저 관할관제
도 및 심판관제도는 폐지할 것을 주장한다. 그리고, 당시 국방부가 제안한 보통군
사법원을 폐지하고 국방부 소속의 군판사로 구성된 순회판사제도를 도입하는 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개선된 안으로 평가하면서 슬기롭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군사법원의 민간이양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은 평화상태라면 군사법원을 폐지
하되 군사재판이 민간으로 이양될 경우 여전히 존치될 수 있는 군검찰과 민간법원
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장기간 논의되어야 할 문제라는 선에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왜냐하면, 군검찰이 기소편의주의를 들어 민감한 사안의 경우 기소자체를 아
예 하지 않을 위험성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최강욱(‘지휘관 사법’의 폐해와 그 폐지론 - 관할관, 심판관제도를 중심으로, 홍
익법학, 제9권 제3호, 2008)은 군사법제도의 입헌적 통제를 주장하면서, 소위 ‘지
휘관 사법’으로부터의 단절을 주장한다. 그러나, 군사법원의 조직 개혁 형태에 대
해서는 구체적으로 거론하고 있지 않다. 다만, 군사법제도에 대한 입헌적 통제, ‘지
휘관 사법’ 으로부터의 단절을 위해 무엇보다 관할관 및 심판관제도의 폐지가 필요
함을 역설한다. 

  정준섭(“군사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법연구, 제22권 제4호, 2010)은 
관할관 확인조치권 폐지, 군인장교 신분의 심판관 풀 운영을 통한 전문성 향상 및 
이를 통한 지휘관의 재판간섭 배제, 군법무관과 군검찰 기능 분리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현행 군사법제도의 틀을 유지하는 바탕 위에서의 군사법제도 개혁 주장

36) 평시 군사법원, 정말 폐지하면 안 될까? [청년정치 와글와글-칼럼] 또 누가 죽어야만 손 
볼 것인가 (오마이뉴스 2021.9.23. 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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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된다. 하지만, 군장교 신분 전문 심판관의 대안으로 민간인으로 구성된 배
심원 제도의 운영, 군사법원을 군 내부에 두되 사법부의 특별법원으로 이해하여 여
기에 군판사로 군사법원의 재판부로 구성하지 말고 민간법원의 판사들이 상주 또
는 순회근무37)하게 하여 군사법원을 구성하도록 안은 현행 군사법제도의 틀을 상
당 부분 벗어난 문민화된 군사법제도를 전제하는 주장이다. 군사법원 판사 구성을 
문민 판사로 제한한다는 점에서는 획기적이라 볼 수 있으나 군사법원이 국방부 내
부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군사법원 조직은 현행의 틀을 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장영수(“군 사법제도 개혁의 요청과 군사법원의 발전방향”, 고려법학 제56호, 
2010)는 전시·계엄시에는 군사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하되 평시에는 군사법원이 아
닌 일반법원이 군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적지 않은 문제점을 보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주장이 대두된 것이라는 점은 인정
한다. 하지만,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사법원, 군검찰을 폐지하고 그 관할을 민
간으로 전면이양하기 보다는 군사법원, 군검찰의 존치를 전제로 제도를 합리화할 
것을 주장한다. 이를 위하여 관할관 및 심판관 제도를 폐지 또는 개선하고38), 군판
사의 (군지휘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신분을 보장할 것을 주장하는 선에
서의 군사법제도 개혁을 주장한다. 

  최재석(“군사법절차에 있어서의 장병의 기본권 향상 방안 연구”, 연세 공공거버
넌스와 법, 제3권 제2호, 2012)은 현행 군사법제도의 틀 내에서 군인의 기본권 보
호측면에서 군사법원법상 절차 규정의 개선, 실체법인 군형법상 상관의 개념의 범
위축소, 군형법상 “강간등 죄”(군형법 제92조 내지 92조의8)를 폐지하고 일반 형법
에 따를 것을 주장하면서 군사법제도 개혁문제를 다루고 있으나, 군부대 내부에 존
재하는 군사법원 제도 및 군사법원법상 신분적 관할권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의견
을 밝히지 않고 있다39).    

37) 1인의 민간 법관은 군사법원에 상주하게 하여 주심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부장판사와 
주심아닌 배석판사는 해당 군사법원 소재지 인근 법원 등에서 순회하면서 재판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순회방식은  민간법원의 시·군법원 판사제도 순회 방식에서 아이디
어를 얻고 있다. 정준섭, “군사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법연구, 제22권 제4호, 
2010, 89쪽.

38) 다만, 관할관의 확인조치권은 군지휘관의 군사재판에 관한 권한을 남용하는 수단이 되
었고, 결과적으로 군사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므로 반드시 
폐지할 것을 주장한다.

39) 최재석은 군사법원의 조직법적 문제도출과 개선방안의 제시, 특히 평시 군사법원제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지가 군사법제도 개혁 논의에 있어서 핵심이지만, 관련된 논의의 내
용이 방대해서 다루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최재석, “군사법절차에 있어서의 장병의 
기본권 향상 방안 연구”,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제3권 제2호, 2012, 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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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법원의 즉시 폐지보다는 군사법원 체제 하에서 관할관의 확인조치권을 제한
하자는 논의는 대표적으로 박찬걸(군사재판에 있어서 관할관제도 및 심판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92호, 2012)의 논문을 들 수 있다. 이 논
문에서는 군사법원의 전면적 폐지를 주장하기 보다는 확인조치권의 행사를 적정화
하자는 취지로 군사법제도의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이 논문은 확인조치권 행사의 
적정화를 위하여 첫째, 확인조치권의 행사시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양형참작 사유
중 재판관이 고려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별도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밝히는 작업을 거칠 것, 둘째, 확인조치권 행사의 범위를 제도의 도
입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순정군사범 위주로 제한하고, 비순정군사범죄에 대해서
는 관할관의 확인조치권 행사범위에서 제외할 것, 셋째, 관할관에게 주어진 확인조
치권의 남용가능성에 대한 대책으로 형의 감경 정도와 그 한계에 대해 법원의 양
형기준과 같이 공통된 ‘감경기준’을 마련할 것 등을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조상혁(군사법원의 관할관의 확인조치권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 제
17권 제3호, 2016)은 관할관의 확인조치권은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 및 사법의 
본질을 침해하므로 군지휘권에 사법권의 행사가 당연히 포함된다는 인식은 더 이
상 유지되어서는 안되며, 따라서 평시에는 군지휘권으로부터 사법권의 행사를 전면
적으로 폐지할 것을 주장한다. 다만, 전시에는 관할관의 확인조치권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2016년 군사법원법 개정까지의 군사법제도 개혁을 지속적인 개혁 도상에 있는 
것으로 보고 평시 군사법원을 궁극적으로 전면폐지, 군검찰 및 군사법경찰의 전문
성 강화 및 군지휘관으로부터의 독립성 강화를 통해 최종적인 군사법제도 개혁을 
달성하자는 연구로 이계수/박병욱/박지웅/임재성/전학선/최관호의 보고서(군 수사
와 사법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2015) 및 이
계수/박병욱(군사법원 폐지를 위한 사례연구, 민주법학 제60호, 2016), 김현주/정
승환(개정 군사법원법에 대한 비판적 연구 - 군사법원의 설립과 변천과정 그리고 
군사법제도의 발전 방향,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한국군사학논집 제73권 제3
호, 2017), 박혜림(군사법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동아법학 제12권 제1호, 2018)
의 논문을 들 수 있다. 
  특히, 이계수 등(2015)의 연구용역보고서는 군검찰과 관련해서 국방부 직속 독립
부대로 두었을 때도 여전히 폐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독일의 해외 파병지 사건 
군수사 모델처럼 검찰과 (독일) 국방부 법률자문관이 협력해서 군형사사건을 수사
하되 기소는 일반검사가 행하는 방안을 군사법제도 개혁의 하나로 제시한다. 이 보
고서는 중요한 것은 군검찰이 권력기관화되지 않으면서 군지휘관으로부터 독립성
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다만, 현재와 같이 군
검찰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군검찰이 군사경찰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확보하여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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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경찰이 군지휘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부당한 영향을 차단하고 법률적인 통제
를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2000년대 초반의 많은 연구들이 기존의 군사법제도의 틀 내에서 관할관 및 심판
관제도 폐지, 군검찰의 군부대 지휘관으로부터의 독립성 강화, 군검찰의 헌병에 대
한 사법지휘권 강화를 통한 군부대 지휘관의 영향력 배제 등을 주장하는 선에서 
기존 군사법제체 유지적 개혁방안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2014년 윤 일병 폭행사
망 사건 및 현역 17사단장 성추행 긴급체포 사건, 그리고 2013년 오 모 대위 성추
행 자살 사건 이후에는 군사법원을 폐지하여 민간에서 담당할 것을 주장하는 것을 
넘어서 국방부 소속 군검찰을 폐지하고 군사사건 기소업무를 일반검찰에서 담당하
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는 연구들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주
목을 요한다.    
  물론, 최근에도 이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논문도 있다. 평시군사법원을 폐지하
고, 군형법도 군사기능과 관련된 필수적인 경우에만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필
요가 있지만, 즉시 군사법원을 폐지할 것이 아니라 현행 군사법원제도에서 나타나
는 불공정성을 점진적으로 제도개선을 통해 해결해나감으로써 부작용을 최소화하
자는 김용주/오윤성(군사법제도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제19
권 제2호, 2017)의 논문이 그러하다. 특히, 이 논문은 군수사의 현실에서 군사법경
찰관이 관할관의 명에 따라 군검사를 배제하고 자의적으로 수사를 하는 경우는 없
다고 단정한다. 이러한 전제에서 우리나라의 일반 검경관계에서 엄격한 수사지휘 
구조가 존재한다고 해서 군사건 초동수사를 담당하는 군사법경찰에 의한 부실수사, 
사건 축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군검찰 조직에 의한 군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 도입은 당위적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평가 및 전망
  위에서 살펴본 군사법제도의 변천과 선행연구는 정부 수립 이후 존재하는 우리
나라의 군사법제도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가리키고 있다. 실제로 군사법원
법을 비롯한 군사법제 상당 부분 이러한 문제점을 수용하여 군사법제도에서 군지
휘관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다. 관련 연구도 최근으로 올수록 과거에는 군사법제도의 고유한 권한으로 인정
되던 관할관제도, 관할관의 확인조치권 및 감면·감경권, 심판관제도, 군검찰 및 군
사경찰을 폐지 또는 축소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2021년 공군 제20비행단 이모 중사 성추행 후 자살사건은 
평시 제1심 군사법원 폐지를 담은 2021.9.24. 군사법원법 개정의 유력한 지렛대가 
되었다. 최근 군사법원의 폐쇄성을 거론하고 군사법제도도 일반 사법제도와 마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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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제복을 입은 시민’으로서의 군인의 재판청구권과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
소리가 점점 힘을 얻어가고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은 군사법체계가 지휘권과 군기강 
확립에 필요한 장치라는 군의 주장은 억지에 가깝다고 본다. 즉, 법원을 직접 지
휘, 감독하며 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군의 지휘권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수사, 기소 및 재판을 통해 이루어질 때 지휘권이 확립될 수 있는 것이며, 
군기강 확립도 군인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행위양태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을 잘 
갖추어 둠으로써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것이지, 군인만을 관할하는 법원을 둔다
고 해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40). 2015년 국가인권위원
회의 연구용역41)의 전문가 면담에서도 전직 군법무관들은 ‘군사법원을 폐지하더라
도 군지휘권 확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군 지휘권 확보를 위해 군이 사법권
한까지 보유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다’라는 답변하였는바, 이도 같은 맥
락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비록 2021.9.24. 개정으로 2심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되고 
서울 고등법원으로 그 관할이 이전되었지만, 국방부로 통합된 지역군사법원(사실심
을 담당하는 제1심 군사법원)의 폐지를 주장하는 연구가 계속될 수 밖에 없는 상
황이라고 생각된다42). 또한, 전직 군법무관이 말한 군지휘권 유지를 위해 필요없는 
‘군의 사법권한’은 군사법원 뿐만이 아니라 군검찰, 군사법경찰에도 해당된다 할 
것이다.
  군사법원, 군검찰, 군사법 경찰제도에 있어서 자의적인 군지휘권을 최대한 배제
하고 군사법제도의 객관성,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제안하는 것은  
연구용역보고서의 주제인 군사망사고 관련 군사법 절차, 제도개선의 핵심적인 내용
이다.     
 

40) 평시 군사법원, 정말 폐지하면 안 될까? [청년정치 와글와글-칼럼] 또 누가 죽어야만 손 
볼 것인가 (오마이뉴스 2021.9.23. 자 기사)

41) 이계수/박병욱/박지웅/임재성/전학선/최관호, 군 수사와 사법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
구,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2015.

42) 김종대 “평시 군사법원 폐지가 맞다” (한겨레 2021.9.4. 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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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우리나라의 군사법제도에 대한 분석

1. 군사법원법 제정까지의 군사법제도 연혁

  현재 우리나라 군사법제도는 실체법인 군형법과 군사재판(군판사), 군수사(군검찰 
및 군사법경찰 - 舊 수사헌병)와 관련된 조직과 소송·기소·수사 절차를 담고 있는 
군사법원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나라 군사법제도의 효시를 이루는 조선경비법, 
국방경비법에서는 실체법과 절차법의 내용을 하나의 법령 안에 담고 있다가 1962
년 군법회의법(1962.1.20. 제정, 1962.6.1. 시행), 군형법(1962.1.20. 제정 및 시행)
을 별도로 분법하여 제정하면서 오늘날과 같은 실체법·절차법 분법의 형태로 군사
법제도 관련 법률의 틀이 형성된 것이다. 군사법제도의 개혁은 물론 군형법의 적용
범위, 예컨대, 군형법상 구성요건을 군사적 기능과 관련된 것으로 제한,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 상관의 범위 제한(예컨대, 항명죄 등), 군형법에서 민간인의 적용범위
에 대한 제한 등을 포함하고 있지만, 실체법적인 군형법보다는 절차법으로서의 군
사법원법을 중심으로 논의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소위 ‘지휘관 사법’의 본질을 
이루는 관할관의 확인조치권 및 감경권, 심판관제도, 관할관의 군사법원·군검찰에 
대한 구성권 및 인사권이 대부분 군사법원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사법제도의 연혁과 관련해서는 절차법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실
체법, 절차법을 모두 담고 있는 조선경비법, 국방경비법에서는 절차법 내용 위주로 
살펴보고 이어서 군법회의법(1962.1.20. 제정, 1962.6.1. 시행), 군사법원법
(1987.12.4. 전부개정, 1988.2.25. 시행)을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한다.

(1) 조선경비법
  1945년 8월 15일 광복과 함께 한반도 이남에서 미군정에 의하여 제정된 법률이
다. 1945년 11월 13일 미군정 법령 제28호에 의하여 미군정청 치안국장 겸 점령
군사령부 헌병사령관인 쉬크(Lawrence E. Schick) 준장을 최고책임자로 하는 국
방사령부(Office of Director of the National Defence)가 미군정청 내에 설치되
었고, 국방사령부내 군무국(Bureau of Armed Forces)과 경무국(Bureau of 
Police)이 설치된다43). 이후 남조선 경비대와 남조선경비사관학교가 창설되었다. 
「조선경비법」은 조선경비대의 기율유지를 위하여 1946년 6월 15일 미군정청 법령 
제86호로 공포·시행되었는데, 「조선국방경비법」과 「조선해안경비법」으로 이루어졌

43) 박안서, 군형법 제정의 역사적 배경과 관련 문제점, 군사 제82호, 2012, 2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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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선해안경비법」은 「조선국방경비법」에 부록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단지 4개
의 조문으로만 이루어져 있었는데 제1조에서 조선해안경비대에 동법(즉, 「조선해안
경비법」)을 적용한다는 점과 「조선국방경비법」의 각 본조를 준용한다는 점을 규정
하고 있다. 「조선경비법」은 「미 육군 전시군법전」(the Articles of War of 1920)
을 당시 법무관이던 김완룡, 이지형 등이 그대로 번역한 것이라고 한다44).
  조선경비법은 총 9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1장, 제2장 지휘관의 권한과 직무, 
제3장 국방경비대와 보통재판소의 관계, 제4장 형벌규정, 제5장 군법회의, 제6장 
피고인의 권리, 제7장 군법회의의 소송 수속, 제8장 수감, 제9장 판결의 승인 및 
확인 또는 평의로 모두 군사법제도와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장의 제목을 통해 알 
수 있다.      
  

(2) 국방경비법
가. 연혁 

  
  국방경비법은 1948년 7월 5일자 미군정장관의 직권으로 제정·공포되고 같은 해 
8월 4일부터 시행된 법률이다. 미 전시군법전(the Articles of War of 1920)을 거
의 그대로 번역한 「조선경비법」 에 흠결이 다수 발견되어 김완룡 등에 의하여 군
법회의 관련 내용을 일부 보완하여 국방경비법이란 이름으로 공포·시행하였다고 한
다45). 국방경비법은 제1편 총칙, 제2편 죄, 제3편 군법회의, 제4편 잡칙 등 4개의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규정된 내용들은 위 조선경비법의 것과 큰 차이가 없다.
  제1편 총칙에서는 민간재판소와 군법회의 재판권의 관계, 민간당국에 대한 범인
인도 등이, 제2편 죄에서는 군형법에 해당되는 군사범죄의 구성요건과 처벌조항들
이, 제3편 군법회의에서는 소송 법규를 포함한 소송절차 조항을, 제4편 잡칙에서는 
즉결처벌권, 징계처벌, 장병의 제대에 관한 규칙 등이 포함되어 있다46).
  국방경비법이 제정되고 나서 얼마 안있어 전시, 즉, 1950년 한국전쟁에 바로 적
용되다 보니 전시 정부에 의해 발령된 특별법령(예컨대, 1950.6.25. 대통령 긴급명
령 제1호)의 엄중함의 영향을 받아 군법회의 등 판결이 가혹하게 행해졌다는 점, 
피고인의 권리구제 등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미흡하다는 점 때문에 국민들 사이에
서 국방경비법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었다고 한다47). 군형법 제안이유에도 “현행 

44) 박안서, 위의 논문 217쪽.
45) 육군본부, 「법무 50년사」, 1996, 98쪽 이하; 문준영, 미군정 법령체제와 국방경비법, 민

주법학 제34호, 2007, 107쪽.
46) 박안서, 위의 논문 217쪽 이하.
47) 박안서, 위의 논문 223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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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경비법은 정부 수립 이전에 제정된 과도정부 법률로서 현 실정에 맞지 않는 
점이 허다할 뿐만이 아니라 실체법적 규정과 절차법적 규정이 혼합 규정되고 있어 
법체계상에 있어서도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 군형법을 제정”한다고 밝히고 있
다.     
  이런 상황에서 1962년에 이르러서야 순정군사범 및 불순정군사범48)의 구성요건
과 그 처벌을 규정한 「군형법」, 군법회의의 조직과 구성 및 군형사절차에 관한 
「군법회의법」49), 행형에 관련된 「군행형법」50)으로 세분화된 법률이 정립되게 되었
다. 다만, 군인징계와 관련된 내용은 별도로 「군인징계법」을 제정하지 않고 새로 
제정된 「군인사법」에 포함하여 규율하게 되었다51).
  
  1948년부터 시행된 국방경비법에 따른 군법회의는 제헌헌법에 근거조항이 없다
가 1954년 11월 29일 제2차 개정헌법에서 제83조의2항이 신설됨으로써 비로소 그 
법적인 근거를 가지게 되었다.

 

 제83조의2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군법회의를 둘 수 있다. 단, 법률이 
정하는 재판사항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군법회의의 조직, 권한과 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써 정한다.  

  
  당시 군법회의는 미국식 법제도를 그대로 수용하여 도입·설치된 것이므로 제2차 
개정 헌법에서 ‘제5장 법원’의 장 아래에 군법회의 조항(제83조의2)이 규정되어 있
지만, 헌법 제76조가 말하는 일반 사법권의 ‘법원’에 대응하는 개념이 아니라고 보
는 견해가 있다. 이 주장은 군사법원은 미국 연방헌법 제3조 제1항52)이 정하는 미

48) 순정군사범죄와 불순정군사범죄는 일본 군형법의 용례를 따른 것인데, 전자는 군법피적
용자의 신분을 가진 자만이 처벌 주체가 될 수 있는 군법상의 범죄를 말하고, 후자는 그 
신분이 형의 가감사유가 되는 군법상의 범죄를 지칭한다. 이를 형법의 용례에 따라 진정
군사범과 부진정군사범으로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는 견해도 있다. 박안서, 위의 논문, 22
5쪽 (각주 39).  

49) 군법회의법 및 그 후신인 군사법원법에는 2006년 사개추위가 제안한 「군사법원의조직등
에 관한 법률(안)」,  「군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군형사소송법(안)」을 모두 포
함하고 있다. 즉, 군사법원의 조직 및 구성, 군검찰의 조직 및 구성, 군형사소송절차에 
관련된 모든 내용이 군법회의법 및 군사법원법에 포괄적으로 담겨 있는 것이다.

50) 민간인에 대한 교정행정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혁하기 위하여 「행형법」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법률 제8728호, 2007. 12. 21. 공포, 2008. 12. 
22.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군행형법의 제명을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약칭: 군형집행법)」(법률 제9819호, 2009. 11. 2., 전부개정, 2010. 5. 
3. 시행)으로 바꾸었다. 

51) 군인사법의 하위 법령으로서의 군인징계령은 2007. 8. 22. 제정되었다. 
52) 미연방헌법 제3조제1항 미합중국의 사법권은 1개의 연방대법원에, 그리고 연방의회가 

임의로 제정·설치하는 하급법원에 속한다. 연방대법원 및 하급법원의 판사는 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한 그 직을 보유하며, 그 직무에 대하여 정기에 보수를 받고 그 보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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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중국의 사법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미 연방대법원의 판례53)의 기조를 고려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군법회의도 국군의 조직과 편성의 일부로 구성되고, - 일반법
원이 사법부에 설치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군통수체계 
하의 ‘행정부’인 국군조직에 군법회의가 설치되어 있다는 점54), 군법회의의 소송세
칙 제정권도 정부수석, 즉, 대통령에게 부여되어 있다는 점(국방경비법 제85조) 등
의 논거를 제시한다. 그러나, 비록 국방경비법이 「미 육군 전시군법전」(the 
Articles of War of 1920)에 기초하여 제정되었으므로 ‘미국식 제도를 본받은 (우
리나라) 군법회의는 군을 사회와 분리된 공동체로 보고’55) 있다는 주장은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인식이라는 점, 당시 2차 개정 헌법
에서는 명시적으로 ‘제5장 법원’의 하위 요소로 군법회의 조항(제83조의2)을 규정
하고 있다는 점56) 등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주장은 다소 지나친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이 같은 주장을 하는 연구자의 논거처럼 군사재판을 담당하는 군법회의가 
일반법원과 다르게 설치, 구성, 조직되며 소송세칙도 일반법원과 달리 행정부의 수
반에 의해 제정된다는 점은 인정될 수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률상의 문제이
다. 앞서 제시한 논거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제2차 개정헌법이 군법회의가 
사법부의 법적 통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선언한 바 없다.
  미국의 경우 미의회가 대통령에게 군법회의 제도에 대한 최고의 지휘·감독권과 
소송세칙 제정권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대통령이 정기적으로 소송세칙 제·개
정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의 군법회의 관련 권한행사를 의회의 
통제하에 두도록 구성하였다. 그러나, 국방경비법에서는 이와 같은 의회의 통제부
분을 생략하고 받아들였다57). 
  국방경비법의 모태인 미군법전에서는 군법회의 판결의 승인제도만으로는 문제점
이 발생하여 군법회의 판결에 대한 확인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확인제도는 1917년 
미국 휴스턴에서 발생한 제24보병사단 폭동에 따른 민간인을 포함한 18명 사망사

재임중에 감액되지 아니한다.
53) 군사법원은 연방헌법 제3조의 의미에서의 사법제도에 속하지 않는다(Dynes v. Hoover 

61 U.S. 65 [1859]); 군사법원의 재판권은 오로지 피고인이 군사통일법(UCMJ)에 복종하
는 군인 신분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가 군 업무와 관련
할 필요는 전혀 없다(Solorio v. United States, 483 U.S. 435 [1987])

54) 고석, 한국 군사재판제도의 성립과 개편 과정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 논
문, 2006, 52쪽 이하.

55) 고석, 위의 박사학위 논문, 53쪽에서 전제. 
56) 제2차 개정헌법 제4장 정부는 제1절 대통령, 제2절 국무원, 제3절 행정각부로 편제되어 

있는바, 여기에서도 국방부(군)은 명백히 제4장 정부 제3절 행정 각 부의 하위 개념이다. 
고석의 주장대로 헌법 제·개정권자가 군법회의를 (행)정부 소속으로 인식했다면 군법회의 
설치, 조직, 권한 조항(제2차 헌법 83조의2)을 ‘제5장 법원’의 장이 아니라 ‘제4장 정부’
의 ‘제1절 대통령’ 또는 ‘제3절 행정 각부’의 하위에 두었어야 할 것이다. 

57) 고석, 위의 박사학위 논문, 76쪽에서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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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에 대한 군법회의 판결 이후 도입되었다. 이 사건에서 남부사령부는 폭동자 중 
63명을 반란, 살인 등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하였는바, 이에 따라 13명에게 교수
형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단 하루만에 군법회의 설치장관이 이를 승인함으로써 그 
다음날 바로 교수형이 집행되었다. 피고인의 권리보장에 취약한 승인제도의 문제점
을 보완하기 위하여 미의회는 모든 사형판결을 국방성에 의해 검토되기 전까지는 
당해 군법회의 관할관에 의해 승인될 수 없도록 하고, 군법회의 설치장관으로 하여
금 늦어도 판결 선고일로부터 3주일 이내는 모든 사형판결, 해임, 불명예 전역 등
에 대한 전반적인 심사절차를 소속 법무심사관이 진행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는 
조문을 추가하였는바, 이것이 바로 확인제도이다. 즉, 확인제도는 법무심사관의 확
인절차를 통하여 군법회의 설치장관의 무분별한 승인을 제한함으로써 군법회의 피
고인의 권리를 나름 보장하고자 도입된 것이다58).

나. 군법회의 설치장관, 구성, 재판권 및 소송절차

  먼저 국방경비법상 군법회의의 종류 및 재판관할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국방
경비법에 군법회의는 단심으로서 이는 그 모태가 된 미군법전과 동일한 방식이다. 
국방경비법에는 모두 단심이긴 하지만 예상되는 형의 경중에 따라 약심군법회의, 
특설군법회의, 고등군법회의가 존재하였다. 이는 미군법전의 영문표기를 그대로 번
역한 것이다.

 
  특설군법회의는 국방경비법상 범죄 중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 이외의 범죄, 

국방경비법 미전시군법전
제85조(소송절차 세칙의 준용)
① 정부수석은 필요에 응하여 규정으로 군

법회의 소송 사건에 대한 증거법규를 
포함한 소송세칙을 제정하며, 수시 이 
세칙을 수정할 수 있음

② 적절한 형식으로 당해 규정이 승인·선포
될 때까지 증거법규에 한하여서는 민간 
형사사건 재판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
는 규정을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군
법회의 사건심판에서 준용함

제38조(President may priscribe rules)
① 좌동
② 좌동
③ 본법률에 저촉되는 소송세칙은 제정될 

수 없음
④ 본 조에 의거하여 제정되는 모든 소송

세칙들은 매년 의회에 모고되어야 함. 

58) 고석, 위의 박사학위 논문, 29쪽, 130쪽, 173쪽.

국방경비법 미군법전
제51조 군법회의의 종류
1. 고등군법회의
2. 특설군법회의
3. 약식군법회의

제3조 군법회의의 종류
1. general courts-martial
2. special courts-martial
3. summary courts-mar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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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 이외의 자에 대한 재판권을 가졌으며, 6개월을 초과하는 수감형과 6개월을 
초과하는 급료의 3분의 2 상당액을 초과하는 몰수형을 언도할 권한이 없었다(국방
경비법 제60조). 반대로 해석하면 6개월 이하의 수감형, 6개월 이내의 급료의 3분
의 2 이내에 대한 몰수형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약식군법회의는 특설군법회의와 동일한 재판권을 가지나 처벌의 상한이 1개월을 
초과한 수감형, 3개월을 초과한 근신형과 1개월을 초과한 급료 몰수형을 언도할 
권한이 없었다(국방경비법 제61조). 이 또한 반대로 해석하면 약식군법회의는 처벌
의 상한이 1개월 이내의 수감형, 3개월 이내의 근신형, 1개월 이내의 급료 몰수형
을 언도할 권한을 가진다는 것이 되겠다. 이러한 점과 군법회의의 명칭을 고려하면 
약식군법회의는 군인의 경미 범죄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하는 법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고등군법회의는 영문 번역상의 일정한 오류로 인하여 이것이 항소심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 ‘고등군법회의’의 영문명은 ‘general 
courts-martial’로 이를 번역하면 ‘일반군법회의’ 또는 ‘보통군법회의’ 정도가 적
당할 것이다. 이와 같이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고등군법회의’라는 명칭으로 규정
한 것은 구일본 군법회의법에서 심급이 아니라 그 위상이 가장 높다는 견지에서 
‘general courts-martial’을 ‘고등군법회의’로 번역한 것을 우리나라 국방경비법이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어쨌든 국방경비법상 고등군법회의는 항소심
(2심)이 아니라 당시 단심으로 진행되던 군사재판의 1심이다. 국방경비법상 군법회
의에 대해서는 항소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정부수석 또는 심사장관이 일정한 경우 
인가 또는 명령하는 경우 군법회의 판결에 대한 재심이 인정되었다(국방경비법 제
100조). 나중에 1962년 군법회의법이 제정되고 군법회의에도 심급이 도입되면서 
‘고등군법회의’는 2심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게 된다59). 
  당시 국방경비법에 따르면 고등군법회의는 정부수석(군통수권자, 즉, 대통령), 조
선경비대 여단장 또는 그 이상의 상급 장관이 이를 설치할 수 있었다(국방경비법 
제54조 제1항). 특설군법회의는 연대장 및 그 상급 장관이 (국방경비법 제55조), 
약식군법회의는 대대장 또는 그 상급 장관이 설치할 수 있었다(국방경비법 제56
조). 따라서, 일정한 직급 이상의 군 지휘관들은 이상과 같은 군법회의의 소집 및 
소송절차를 주도하는 장관(長官)으로서의 권한과 지위를 누렸다. 군통수권자인 대
통령이 군법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것은 영국 국왕이 영국군의 최고사령관이자 통
치권자로서 가지는 대권(大權)으로부터 유래된 것이다. 군 장관(長官)들이 군법회의
를 소집할 수 있는 것은 국왕이 그 대권을 위임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영국 의회가 성립된 이후에도 영국 국왕은 왕실회의(king's council)로부터 유래된 

59) 고석, 위의 박사학위 논문, 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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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왕대권재판소(royal prerogative court, 國王大權裁判所)60)를 가지고 있었던바, 
국왕은 법적 면책권·특권·재량권 등을 이 재판소를 통해 행사할 수 있었다. 즉, 군
사 영역을 포함한 많은 영역의 사법재판에 국왕이 대권을 바탕으로 얼마든지 관여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국방경비법상 군법회의 소집권자를 지칭하던 ‘장관(長官)’은 1962년 군법회의법 
제정에 따라 ‘관할관’으로 명칭이 변경된다61).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송세칙 
제정권한은 정부수석(즉, 대통령)만이 가진다.
  군법회의의 군사재판을 담당하는 자는 법률가 자격을 가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심판관으로 불렸는데(국방경비법 제54조 제3항), 특설군법회의는 최저 3인 이상, 
약식군법회의는 1인의 심판관으로 구성된다(국방경비법 제53조). 조선경비대 등의 
전 장교 또는 연합국 장교로서 통위부장의 필요에 의하여 특별히 인가하는 장교가 
군법회의의 법관인 심판관으로 임명될 수 있다(국방경비법 제52조 제1항). 다만, 
최저 5인 이상의 장교로 구성되는 고등군법회의의 경우 심판관으로 법무부 장교 1
인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었다(국방경비법 제54조 제1항). 군법회의의 재판
장은 계급이 상급자인 경우로 지정되며, 군 지휘관과의 대화창구 역할을 수행하였
다. 다만, 재판장은 절차의 진행과 관련된 명령을 발할 권한은 없었으며 오직 군법
회의 소집권자만이 그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62). 사법제도에 속하는 재판의 
소송절차가 군지휘관의 명령에 의한다는 것은 당시 군법회의 제도가 사법제도라기
보다는 군사행정의 일부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고등군법회의 및 특설군법회의 설치장관은 검찰관과 변호인을 임명하며, 고등군
법회에서는 필요에 따라 1인의 보검찰관 및 보변호인을 임명할 수 있었다(국방경
비법 제67조, 제68조).
  국방경비법은 제54조 제1항 고등군법회의 설치장관, 제94조 설치장관에 의한 조
치(제1항 법무심사관에 의한 심사, 제2항 군법회의 설치장관 또는 그 당시 관계장
관의 승인), 제95조 판결승인권에 부대하는 권한, 제96조 판결의 확인, 제97조 판
결확인권에 부대하는 권한, 제98조 판결의 감경·면제, 제99조 판결의 심사, 제100
조 재심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문들을 살펴보면 군법회의 소송절차를 알수 있는데, 먼저 국방경비법 제
96조에 따라 제1호 장관급 장교에 대한 판결, 제2호 종신 수감형의 판결, 제3호 

60) 국왕대권재판소의 사례로 공공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는 성실법원(星室法
院 Star Chamber), 종교개혁의 협정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고등종교법원(High Com
mission), 소액청구를 다루던 빈민법원으로서의 청원법원(Requests), 형법법 법원으로서
의 대법관부 법원(Chancery)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상설 특별기관이 된다. 이들 법원
은 의회가 등장한 이후 왕권수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던 국왕대권재판소였다.

61) 고석, 위의 박사학위 논문, 40쪽 각주 157.
62) 고석, 위의 박사학위 논문, 116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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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선고의 군법회의 설치장관(또는 그 당시 관계장관)의 승인에 첨가하여 정부수
석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바63)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군법회의의 판결은 일반적으로 판결의 선고로 일단 완성되지만, 그 판결의 효력
발생 및 집행을 위해서는 군법회의 설치장관이 이를 승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
하였다(국방경비법 제94조). 군법회의 설치장관의 판결 승인권은 판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 또는 부인하는 권한 및 재심에 회부하는 권한 등 포함하는 바, 군법
회의 설치장관은 판결 승인권을 통해 사실상 군법회의의 판결을 무제한적으로 변
경할 수 있었던 것이다(국방경비법 제95조). 다만, 군법회의 설치장관이 이를 최종

63) 제96조 판결의 확인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군법회의 판결은 본법 제94조에 의하여 필요한 

승인에 첨가하여 정부수석이 이를 확인하기 전에 당해 판결은 집행할 수 없음.
    1. 장관급 장교에 대한 판결
    2. 종신 수감형의 판결
    3. 사형선고

연번 내  용
국방경비법

조문

1 군법회의 설치장관에 의한 군법회의 설치 
제94조 
제2항

2 심판관들에 의한 군법회의 심판

3
판결심사장관(법무총감) 또는 확인장관(정부수석) 소속 법무심사관
으로 구성된 판결심사 심의회에 의한 군법회의 판결 심사

제94조 제1항

4 법무총감 소속 판결심사 심의회가 심사결과를 법무총감에게 제출
제99조 제2항 

전단

5
법무총감은 소송기록 및 심의회 의견서와 함께 자기건의서를 정부
수석의 조치를 받기 위하여 즉시 통위부장(현 국방장관)에게 상달

제99조 제2항 
후단

6-1 통위부장(현 국방장관)이 이를 검토 제99조 제4항

6-2 통위부장(현 국방장관)이 정부수석에게 확인을 요청
제99조 제4항 

추정

7

군법회의 설치장관 또는 관계 장관에 의한 승인: 비로소 군법회의 
판결이 효력발생. (승인을 하는 경우에도 확인이 요구되는 경우 
위 3 ~ 6-2 의 절차를 마칠 때까지 승인에 따른 판결의 효력발생
은 유예됨).

제94조 제2항

8-1
군법회의 설치장관 또는 그 관계 장관은 집행명령권한으로 당해 
판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또는 감경할 권한을 행사 

제98조 제1항

8-2
판결을 언도한 군법회의와 동일 유형의 군법회의 설치장관 또는 
그 이상 상급장관은 군법회의 언도 판결 미집행 부분을 감경 또는 
면제 가능 

제98조 
제2항

9 군법회의 설치장관 또는 그 관계 장관에 의한 판결 집행 제9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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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승인하기 전에 판결심사장관(법무총감) 및 소속 법무심사관의 심사를 행하
고 확인장관(정부수석)의 확인을 거쳐야 하는 절차적 제한이 따르기는 하였다. 
  군법회의의 판결은 군법회의 설치 장관 또는 그 당시 관계장관이 이를 승인한 
이후에야 집행이 가능하였다(국방경비법 제94조 제2항)64). 또한, 판결이 승인되지 
않으면 부적법 판결이 되고 따라서 부적법 판결에 대해서는 정부수석(군통수권자)
의 확인에 의해서도 치유될 수 없다고 보았다. 이러한 승인제도의 위상은 장교들로 
구성되는 군법회의의 판결이 군지휘관을 상대로 한 건의(recommendation)에 불
과하다는 것을 반증해 준다. 즉, 군지휘관이 군법회의 판결을 승인하지 않으면 판
결은 효력을 가지지도 못하기 때문에, 결국 군법회의 판결은 군지휘관을 상대로 장
교단의 보고나 의견 정도의 취급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65).  
  국방경비법에서도 군법회의 설치장관의 승인제도 외에 그 모태인 미군법전과 같
이 정부수석(군통수권자)에 의한 확인제도를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 때 
정부수석에 의한 확인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방경비법 제
96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한정된다. 군법회의 판결은 군법회의 설치장관(또는 그 
당시 관계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비로소 효력을 가지고, 이 효력을 바탕으로 비로
소 집행에 나아갈 수 있다. 하지만, 위 정부수석에 의한 확인이 필요한 판결의 경
우에는 승인 이전에 반드시 확인을 거쳐야 이를 바탕으로 비로소 집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결국 국방경비법 제96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확인이 요구되는 군법회의 
판결은 확인 이전에는 승인의 효력이 사실상 유예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국방경비법을 검토해 보면 국방경비법 제96조 제1호 내지 제3호가 아닌 경우에
는 별도로 확인절차가 요구되지는 않고 군법회의 설치장관인 군부대 지휘관의 승
인으로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방경비법상 군부대지휘관의 승인권은 오
늘날의 관할관의 확인권보다 그 영향력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훨씬 
크다. 왜냐하면 현행 군사법원법에 따르더라도 군부대 지휘관인 관할관(2016. 1. 
6. 군사법원법 일부개정으로 군단장이 관할관, 그 이전에는 사단장이 관할관)은 군
사법원 판결에 대한 확인을 하면서 군사법원이 판결한 형의 감경권66)만을 가지고 
있는데 반하여, 국방경비법상 군법회의 설치장관, 즉 군부대 지휘관의 승인권은 군
법회의가 행한 판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 또는 부인까지 할 수 있었고(국방경
비법 제95조), 앞의 절차에 따른 군법회의 설치장관의 승인으로 판결의 효력이 확
정되었다고 할지라도(즉, 군법회의 판결문에 죄명과 형량이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그에 이어 다음 순서로 확정된 판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집행시 면제 또는 감

64) 국방경비법 제94조(설치장관에 의한 조치) ② 군법회의 판결은 당해 군법회의 설치장관 
또는 그 당시 관계 장관이 이를 승인하기 전에는 집행하지 못함.

65) 고석, 위의 박사학위 논문, 127쪽 이하.
66) 2016. 1. 6. 군사법원법 일부개정으로 관할관의 확인후 감경권이 3분의 1로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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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국방경비법 제98조 제1항).    
  
  이러한 내용들을 검토해 보면 국방경비법에 따른 군법회의 설치장관인 군부대 
지휘관은 재판에 직접 참여하지만 않았지 판결승인권을 통해 소송 수행에 사실상
의 주도적이고 직접적인 역할을 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제96조 제1호 내지 
3호에 해당하는 군법회의 판결의 경우 정부수석의 확인 전에 이를 검토하는 통위
부장(현 국방장관)은 검토권한(국방경비법 제99조 제3항) 및 이에 부수하는 유죄판
정의 전부 또는 일부 승인, 부인 또는 무효선언, 집행시 감경·면제 권한, 그리고, 
무효선언에 따른 피고인에 대한 복권권한 등(국방경비법 제99조 제4항)을 행사할 
수 있었다. 용어가 검토였을 뿐이지 내용을 보면 통위부장(현 국방장관)의 검토권
한은 사실상의 승인·확인권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법상의 군법회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 예심조사

  오늘날 우리나라 군사법제도와 비교해보면 국방경비법에서는 예심조사를 둔 점
이 특이하다. 즉, 국방경비법에서는 고등군법회의에 회부할 피고사건은 완전공평한 
예심조사를 하지 않고서는 이를 심판에 회부할 수 없도록 하였다. 예심조사관은 통
위부장이 제정하는 규정에 의거하여 법무부 장교 중에서 임명되었다. 예심조사는  
제기된 기소에 표현된 사항의 진위, 기소양식 및 군사법과 군기상 취하여야 할 당
해 피고사건 처리에 관한 요령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국방경비법 제65조 제1항). 
예심조사관은 피고인에게 소환가능한 모든 증인에게 반대신문할 기회와 피고인 자
신을 위한 변호 또는 정상작량이 될 여하한 것이라도 요망하면 제시할 수 있는 기
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또한 피고인이 신청하는 증인으로서 소환가능한 증인을 모
두 신문하여야 한다(국방경비법 제65조 제2항). 예심조사관은 조사를 종료하면 양
당사자로부터 청취한 증언을 골자로 기록한 증인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조사보고서
를 피고사건과 함께 제출함을 요한다(국방경비법 제65조 제3항). 
  예심조사보고를 받은 관할 장관이 이를 기초로 피조사자에 대한 재판회부명령을 
발하면 비로소 당해 군법회의에 소송계속이 발생하게 된다67).

라. 검찰과 변호

  고등 또는 특설 각 군법회의를 위하여 당해 군법회의 설치장관은 검찰관과 변호

67) 고석, 위의 박사학위 논문, 1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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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임명하며 고등군법회의를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 1인의 보검찰관 및 보변호인
을 임명할 수 있다(국방경비법 제57조 제1항). 단, 심판관, 검찰관, 보검찰관, 변호
인 또는 보변호인으로서 사건에 관여한 장교는 그 후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심판
관 또는 확인장관에 대한 법무장관에 대한 법무심사관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할 수 
없다 (국방경비법 제57조 제2항).   
  검찰관은 조선국가의 이름으로 범죄를 추구, 구형하며 당해 군법회의 지휘 하에 
공판조서를 작성한다(국방경비법 제67조 제1항). 피고인은 민간인 또는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군인을 사선변호인으로 의뢰할 수 있으며, 없는 경우 정식으로 임면된 
군법회의 관선변호인에게 자기변호를 위임할 권리가 있다(국방경비법 제67조 제2
항). 
  군법회의의 검찰관은 기소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군법회의 지휘하에 공판조서를 
작성하는 등 단지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뿐이었다68). 군법회의의 기소권한을 가
지는 것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국방경비법에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국방경비법 
제64조(기소제기 및 심판관여의 결정) 제2항은 “금족 또는 감찰을 당한 군법피적용
자에 대해여서는 ‘관계관’은 신속히 기소 또는 기타 적절할 조치를 취함을 요함” 
이라고만 정하고 있을 뿐이다. 다만, 동조 제3항에서는 “각 군법회의 설치장관은 
피고사건을 접수하는 때에는 법규에 의거하여 이를 ‘심판을 위하여 회부하든지’ 또
는 ‘기소를 각하하든지’ 기타 적절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함”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4항에서는 “고등군법회의에 의한 심판을 받을 필요가 있는 소속 지
휘관관은 피고인이 금족 또는 감찰을 당한 날로부터 가능하면 1개월 이내에 기소
장을 고등군법회의 설치장관에게 송달함”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분석해보면 
‘소속 지휘관이 피고인에 대한 기소장을 고등군법회의 설치장관에게 송달’하는 것
이므로 소속 지휘관이 기소를 하였든지 적어도 기소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였
다고 볼 수 있다. 즉, 어느 경우든 군검찰관이 기소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국방경비법상의 군검찰의 권한과 임무는 나중에 살펴볼 미국의 현행 군사법제도(통
일군사법전, the Uniform Code of Military Justice: 이하 UCMJ)에서 소속 군지
휘관, 즉 관할관이 기소권한을 행사하고, 미국 군검찰은 지역사령부의 예하 법무참
모부 소속으로 공소유지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만 수행하는 모습과 거의 대동소이
하다고 할 것이다. 오늘날 군사법원법에 따른 군검찰의 핵심업무인 군사범죄 기소
업무를 군법회의법 적용 당시에는 군부대 지휘관이 담당하던 것은 단순히 군부대 
지휘관이 군검찰에 대한 인사권, 수사지휘권을 보유하는 권한을 넘어서는 막강한 
지휘관 사법의 모습이라고 생각된다. 
  

68) 태윤기, 일반형사절차와 군형사절차, 법정 제12권, 1957, 9쪽 이하 (고석, 위의 박사학
위 논문, 273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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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소결

  정부수석 및 군부대 지휘관의 군법회의 설치권한 및 소송절차 관여 권한은 의회
가 성립된 이후에도 존재하였던 국왕의 대권으로부터 유래된 것으로서69) 이와 같
은 권한들은 군대에 대한 전제군주적 통치방식과 맞닿아 있다. 국방경비법상의 군
법회의의 모습은 정부가 막 수립되어 민주공화정의 견지에서 특별한 검토를 할 수 
없었던 1948년 전후라면 몰라도 민주공화정이 확립된 오늘날에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군법회의 재심제도도 법원이 아니라 행정가인 정부수석 
또는 군인인 심사장관이 재심에 대한 ‘인가’ 또는 ‘명령’의 방법으로 관여한다는 것
은 오늘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사법제도로서의 재심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고 
할 것이다. 국방경비법에서 검찰관이 군법회의 지휘하에 공판조서를 작성한다는 것
은 – 국방경비법상 군법회의 설치장관은 군부대 지휘관이므로 - 군검찰관의 기소 
및 공소유지 절차가 군사기능 유지 및 군부대의 기강잡힌 운영, 나아가 군부대 위
신을 고려한 군부대 지휘관의 자의적인 판단의 직접적인 영향하에 놓여있다는 것
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사망사고와 관련된 수사, 기소 및 재
판이 객관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공정하게 이루어졌을 것이라고는 기대하기 어렵다.
  현행의 군사법원법상 군사법원 제도 및 군검찰·군수사 제도를 통틀어 위에서 언
급한 전근대적인 전제군주적 통치의 요소가 남아 있다면 – 군사기능의 유지를 적
정하게 고려하는 가운데 - 오늘날의 민주공화정에 맞게 수정될 필요가 있다는 것
은 반박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와 같은 군법회의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은 아니었지만, 다음에 설
명할 1962년 군법회의법의 제정은 민주공화정에 부합하는 군사법제도로의 진전을 
향한 첫 걸음마 정도에는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3) 군법회의법 제정: 군법회의 헤게모니에 대한 행정부
(국방부, 군대)와 사법부의 대립

  한국전쟁 과정을 거치면서 1948년 국방경비법에 따른 군법회의는 형량이 지나치
게 가혹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학계에서도 군법회의 제도가 정치적으
로 남용될 수 있다는 점70), 우리나라 1954년 제정 형사소송법 등이 대륙법계의 법
제도를 계수하였는데 반하여 군법회의는 영미식 제도라서 사법상의 통일성을 기하
기 어렵다는 점71), 단심재판이라 군인의 재판청구권이 일반인에 비하여 지나치게 

69) 고석, 위의 박사학위 논문, 102쪽 이하.
70) 대표적으로 이종극, 헌법상으로 본 군법회의: 헌법 제83조의2를 중심으로, 법정, 제12권 

제2호, 1957, 4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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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이런 논란 속에서 1962.6.1. 「군법회의법」
이 제정되었다.
  제2차 개정 헌법(1954.11.29. 개정)은 그 개정 이유의 하나로 “군법회의의 설치
근거를 헌법에 의하도록 함” 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 헌법 제83조의2를 신
설하여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군법회의를 둘 수 있다. 단, 법률이 정하는 
재판사항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군법회의의 조직, 권한과 심판관의 자
격은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하였다. 
  제2차 개정 헌법 제83조의2는 군법회의 판결도 ‘법률이 정하는 재판사항’에 해
당되는 경우 단심이 아니라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다. 
그러나, 당시 군 지휘부는 대법원이 상고심으로 관할하는 대상으로 “법률이 정하는 
사항” 이라고 하였으므로 반드시 군법회의 재판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문언해석할 
수 없고, 이렇게 규정한 것은 군법회의는 그 속성상 군통수권 보좌기능을 가지므로 
“법률이 정하는 사항”에서 제외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보았다. 군부는 이런 논리 
아래서 군법회의에 대하여 대법원이 관할하는 상고심을 허용할 필요가 없다는 주
장을 펼쳤다. 실제로 군당국은 「국방경비법」을 대신하는 「군법회의법」을 국방부 
주도로 제정하려는 노력을 경주하면서 자신들의 주장대로 「군법회의법」에 대한 상
고심을 대법원으로 하지 않는 안을 계획하여 제2차 개정헌법 제83조의2의 적용을 
피하려는 의도를 보여주었다72).
  하지만, 학계에서는 제2차 개정 헌법 제83조의2가 헌법 제5장 법원 편에 추가·
삽입되었으므로 군법회의는 행정권이 아니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일종이라
고 보았다. 결국 군법회의에서도 사법권의 독립이나 법관의 직무상의 독립을 보장
한 헌법 제76조, 제77조73)의 원칙들이 군사적 특수성을 들어 무시될 수 없다는 주
장이다74). 특히, 이종극은 군법회의 위헌론에 대하여 ‘순수 법해석론적 의미에서 
다분히 합리성을 지니고 있는 매우 유력한 학설이며 지배적인 통설’로 평가하면서 
그 근거로 군법회의는 “정치적으로 위험시”되는 것이며, “순수한 군사사법·국방상
의 목적에 한정되어야 하는데, 그 남용의 예를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점을 들었
다75).    

71) 고석, 위의 박사학위 논문, 269쪽. 실제로 1962년 제정 군법회의법은 소송절차와 관련
하여서는 1954년 제정 형사소송법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72) 고석, 위의 박사학위 논문, 270쪽.
73) 제76조 사법권은 법관으로써 조직된 법원이 행한다.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하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써 정한다.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77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립하여 심판한다.
74) 고석, 앞의 박사학위 논문, 270쪽.
75) 이종극, 앞의 논문, 1957, 5쪽 이하 (오동석, 1950년대 군법회의와 군 사법권 독립 논

의, 공법학연구 제8권 제4호, 2007, 288쪽 각주 18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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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2.6.1. 「군법회의법」 제정 이전에 - 군법회의의 법률상 근거인 「국방경비
법」 이라는 군정법률은 존재하지만 군법회의에 대한 헌법상 근거가 신설
(1954.11.29. 제2차 개정 헌법 제83조의2)되기 이전의 시기에 이미 「국방경비법」
상 군법회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이 구체적으로 문제점으로 제기된 바 있다. 
  첫째, 헌법상 사법권은 법관으로 조직된 법원만이 행사할 수 있는데, 국방경비법
상 군법회의는 군법회의의 설치, 기소, 불기소 또는 판결의 승인, 부인, 재심의 권
한마저 군부대 지휘관의 권한으로 하고 있어 헌법이 정하는 내용에 위반된다.
  둘째, 일반재판에서는 법원조직법에 의하여 3심이 허용되나, 군법회의는 단심으
로 진행되어 국민의 법앞에 평등, 군인인 국민의 재판청구권 침해를 가져올 수 있
다.
  셋째, 일반형사재판은 전문성이 담보되지만, 군법회의에 따른 군형사재판은 그러
하지 못하여 공정의 요청에 배치되며, 그에 따라 피고인이 군법회의 판결을 수용하
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생길 수 밖에 없다.
  넷째, 일반법원은 상설기관이지만 군법회의는 상설기관이 아니라 구속적부심사, 
보석 신청, 그 외 항고에 이르기까지 소송행위에 대한 법원 또는 관련 기관이 불
명확하여 피고인의 권리옹호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
  다섯째, 군법회의의 검찰관은 사법경찰관에 해당하는 군헌병에 대한 수사지휘권
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기소, 불기소의 결정권도 가지지 않고, 단지 공소
사실을 법정에서 추구할 뿐이므로 이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
  여섯째, 영미법 체계, 대륙법 체계 어느 법체계가 우월하다고 볼 수 없지만 동일 
국가영역에서 상반된 법체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이유는 석연치 
않다.
  일곱째, 일반형사재판과는 달리 군사재판은 설치장관 또는 상급장관의 조치(승
인, 확인)가 있음으로써 비로소 확정되는 것인데 군 지휘관 개인의 의사에 따라 인
권이 사실상 좌지우지 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76).  
        
  어쨌든 이와 같은 논란 속에서 결론적으로 국가재건최고회의 법사전문위원으로 
1962년 군법회의법 성안에 관여한 이종극 교수 등 학자들의 주장이 일정 부분 받
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군법회의는 1심으로 보통군법회의를, 2심으로 고등군법회의
를, 그리고 상고심을 대법원이 관할(제정 군법회의법 제9조 대법원의 재판사항)77)

76) 태윤기, 일반형사절차와 군형사절차, 법정 제12권 제2호, 1957, 10쪽(고석, 앞의 박사학
위 논문, 273쪽 이하에서 재인요).

77) 제9조 (대법원의 재판사항) 대법원은 군법회의 판결의 상고사건에 대하여 심판한다.
    제10조 (고등군법회의의 재판사항) 고등군법회의는 관하 각 군부대 보통군법회의의 재

판에 대한 공소사건, 항고사건 기타법률에 의하여 고등군법회의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에 
대하여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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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하였다. 군법회의에 대한 헤게모니를 두고 벌인 싸움에서 적어도 군법회의
의 상고심 인정여부와 관련해서는 군법회의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상고심이 되어서
는 안된다는 국방부나 군부대 지휘관의 주장을 학자들의 군법회의 위헌론이 제압
한 것이다. 그 외에도 기존에는 국방경비법상 정부수석(행정부수반, 군통수권자로
서의 대통령)이 가진 군법회의의 소송세칙 제정권(국방경비법 제85조)을 1962년 
「군법회의법」 제정에 따라 적어도 형식으로는 대법원이 가지게 되었다(군법회의법 
제4조 대법원의 규칙제정권)78). 그러나, 여전히 내용적으로는 대법원보다 행정부
(국방부)가 군법회의 규칙 제정권한에 관한 실권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군법회의규칙 제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군법무관회의는 국방부장관을 의장으로 
하고 각군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군법무관인 법무사와 검찰관 각 1인으로써 구성되
기 때문이다(제정 군법회의법 제4조 제2항). 
  하지만, 군법회의의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이 상고심으로 관할권을 가지게 되었
고, 군법회의 재판관의 헌법과 법률에 따른 독립적인 재판이 보장되고(제정 군법회
의법 제28조 제1항), 재판관, 검찰관 및 변호인은 재판에 관한 직무상의 행위로 인
하여 징계 및 여하한 처분도 받지 아니하며(제정 군법회의법 제28조 제2항), 군사
범죄사건 기소권한을 - 국방경비법에서는 군검찰관이 아니라 소속 군부대 지휘관
이 기소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나(국방경비법 제64조 제 2, 3항) - 군검
찰관이 가지는 것으로 변경(제정 군법회의법 제37조 제1호)된 것은 군법회의나 군
수사제도가 미국식의 지휘관 사법의 외피를 벗는 매우 중요한 첫걸음을 디딘 것이
라고 생각된다. 또한, 군법회의 판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군법회의 설치
장관의 승인권이 관할관의 확인권, 감경권 및 형집행 면제권으로 제한된 것은(제
369조 제1항) 미국식 ‘지휘관 사법’의 정도를 약화시킨 것이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군법회의법 제정에 따라 군검찰부가 별도로 설치되고, 그 조직은 고

    제11조 (보통군법회의의 재판사항) 
  ① 보통군법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 군법회의가 설치되는 부대의 장의 직속부하와 직접감독을 받는 자에 대한 피고사건. 

단, 그 례하부대에 군법회의가 설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군법회의가 설치되는 부대의 작전지역, 관할지역 또는 경비지역내에 있는 자군부대에 

속하는 자와 그 부대의 장의 감독을 받는 자에 대한 피고사건. 단, 그 부대에 군법회의가 
설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군법회의가 설치되는 부대의 작전지역, 관할지역 또는 경비지역내에 현재하거나 또는 
그 지역내에서 죄를 범한 군형법 제1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피고사건. 단, 피고인소속
부대의 군법회의가 그 지역내에 있거나 그 피고사건이 타군 군법회의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각 군 본부 보통군법회의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장관급장교에 대한 피고사건 및 
어느 군법회의의 관할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피고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

78) 제4조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① 대법원은 군법무관회의의 의결로써 군법회의의 내부규
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군법회의규칙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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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검찰부는 고등군법회의에, 보통검찰부는 보통군법회의에 부치하게 함으로써 군검
찰이 실질적으로는 아닐지 몰라도 형식적으로는 군지휘관 소속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제정 군법회의법 제36조 제1, 2항). 
  하지만, 여전히 관할관이 재판장을 지정하며(제정 군법회의법 제30조), 군법회의 
판결에 대한 관할관의 확인권, 형량 감경권 및 형집행면제권(제369조 제1항)이 인
정되었으며, 검찰관은 당해 군법회의의 관할관에 소속하며(제37조), 검찰관은 군법
무관 중에서 관할관이 임명하며(제41조), 관할관은 소관 군검찰사무를 장리하고 소
속 검찰관을 지휘감독(제40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관할관인 군부대 지휘관의 군법
회의 재판, 검찰에 관한 권한은 여전히 막강한 상태라고 할 것이다. 요컨대, 군법
회의법에 드러난 군사법제도는 최소한의 군법회의 재판, 검찰사무 및 이를 담당하
는 재판관, 검찰관들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이 인정되나 ‘지휘관 
사법’의 틀을 벗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요원한 상태로 보여진다.   

(4) 군사법원법
  1962년 군사정권에서 제정된 「군법회의법」은 1987.12.4. 「군사법원법」 제정
(1988.2.25. 시행)으로 폐지된다. 1987년 제정 군사법원법에서야 비로소 군사법원
의 재판관인 ‘법무사’의 명칭이 ‘군판사’로 변경되었다. 1987년 제정 군사법원법은  
그 외에도 형사소송법 개정을 반영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자가 고지받을 사항과 
그 가족 등이 통지받을 사항을 정하고, 피고인 및 피의자 구속시에 보장되는 변호
인선임 의뢰권 등을 현행범인체포의 경우에도 인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구속적
부심사청구에 대한 제한을 없애고 모든 범죄에 대하여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범
죄피해자는 증인으로서 당해 사건의 공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
용을 규정하였다. 제정 군사법원법은 군사법제도의 소송 절차나 군사법제도의 구조 
자체를 변경하려는 의도라기보다는 1897년 헌법 개정의 민주적, 삼권분립적 요소
를 반영하여 군판사의 위상을 명칭 변경을 통해 제고하고, 군 형사소송절차에서 피
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도에 국한되었다.
  이후 1994.1.5. 「군사법원법」 일부개정에서는 사회민주화 추세에 발맞추어 군사
법제도의 불합리한 요소들을 개선함으로써 군사법권의 독립 및 군사법제도의 효율
적인 운영으로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군의 
민주화에 기여하려고 하였다. 국방부 및 각군 본부에 두던 고등군사법원을 통합하
여 국방부에 설치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을 고등군사법원의 관할관으로 하였으며, 
보통군사법원 및 고등군사법원의 재판부 구성을 개선하여 군판사의 비율을 높이고, 
군검찰부를 군사법원으로부터 독립하여 설치하고 검찰수사관제도를 신설한 것 등
이 조직상의 개선조치이다. 그리고, 구속영장의 발부권자를 관할관에서 군판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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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하는 대신 검찰관이 구속영장 청구시 소속 부대의 장의 승인을 요하도록 하였
다. 관할관의 확인조치의 대상이 되는 판결의 범위를 제한하고, 형집행면제권을 폐
지하며, 항소심에서의 확인조치권은 폐지하였다. 상당한 정도로 군사법절차가 민주
화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여전히 군사법제도 및 군검찰 제도가 군지휘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상태라고 할 것이다. 즉, 일선 부대 지휘관이 여전히 보유하는 관할관
의 확인조치권 및 감경권, 구속영장 청구시 승인권 등은 전형적인 지휘관 사법의 
모습이라 할 것이다. 
  그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된 군사법제도의 소송절차 및 군사재판, 군검찰의 조직
법인 측면에서의 개혁은 위의 제1장 서론 2. 군 조사 및 사법제도 관련 선행연구 
(1) 우리나라의 군 수사 및 사법제도의 변천 항목의 다. 참여정부의 군사법제도 개
혁 이하에서 서술한 바와 같다.  

(5) 소결
  국방경비법, 군법회의법, 그리고 군사법원법의 개혁 과정을 거치면서 군사법제도 
및 군수사 제도와 관련하여 군사재판, 군검찰의 기소 및 공소유지, 그리고, 군사경
찰의 수사권한(사법경찰권)에 일선 군부대 지휘관의 시혜적 은사권이 제한·폐지되
고 소송 및 수사절차에 관여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다. 이는 유럽, 대만 등 선진국가의 군사법제도 및 군수사 제도 개혁의 방향의 흐
름에는 부합된다. 그러나, 2021.9.24. 군사법원법 개정 내용처럼 군사재판을 국방
부 직속으로, 군검찰의 기소 및 공소유지 권한과 군사경찰의 수사권을 국방부 직속
이나 각 군 참모총장으로 두어 군사적 영향력의 가능성을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계속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한 개혁 
내지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제4장 현행 군사법제도 개선방안에서 자세히 서술하도
록 한다.   

2. 군 지휘관 사법을 지탱하던 군사법원법상의 제도 

(1) 개관
  1962년 군법회의법 제정과 함께 정부수석의 확인권(사실상 통위부장, 즉, 국방장
관이 확인권 행사)은 폐지되고, 국방경비법상의 군부대 지휘관의 승인권은 관할관
의 확인권으로 축소되었다(제정 군법회의법 제369조: 판결에 대한 관할의 확인조치 
및 상소에 대한 고지). 그리고, 승인 또는 확인에 부대하는 조치로서 판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 또는 확인하는 군지휘관의 권한도 폐지되었다. 이와 같은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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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은 1962년 군법회의법 제정으로 군사판결의 효력 자체에 대해서는 군지휘관이 
더 이상 관여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관할관은 판결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고, 
확인이 있은 후에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수 있는 권한, 
즉, 판결 확정 후 집행시 형벌 감면권을 행사할 수는 있었다.
  군법회의법 제정으로 이제는 새로운 형태의 관할관의 확인권만 남게 되었지만 
행정인 군지휘관이 군법회의 판결을 확인한 후 판결집행에 대하여 은사적 형태의 
형면제권으로 판결을 사실상 무위로 돌리거나 감경권으로 판결의 취지를 크게 약
화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군법회의가 군사법제도적 측면보다는 군사행정제
도적 측면으로 존속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될 수 없었다. 이와 같은 군사재판의 성
격은 제정 군법회의법 당시 뿐만이 아니라 구속영장의 발부권자를 관할관에서 군
판사로 변경하고, 검찰관이 구속영장청구시 소속 부대의 장의 승인을 요하도록 하
던 때(1994. 1. 5. 개정 군사법원법), 관할관의 형집행 면제권을 폐지하고 항소심
에서의 확인조치권은 폐지하던 때(1994. 1. 5. 개정 군사법원법), 관할관의 감경권
을 3분의 1로 축소한 때(2016. 1. 6. 개정 군사법원법)에 일부 군사행정제도적 측
면이 감소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지휘관 사법’이라는 본질에 있어서는 크게 달라
진 바가 없다고 할 것이다. 
  군사법원법상 심판관제도는 군인이 군사재판에 심판관으로 참여하여 재판장으로
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소송절차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의견을 제시하게 하는 것
을 가능케 하였던바, 이는 ‘제복을 입은 시민’으로서의 군인의 재판청구권에 심각
한 침해로 작용하였다. 2016.1.6. 개정 「군사법원법」 에 따라 관할관이 지정한 사
건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심판관을 재판관으로 둘 수 있도록 심판관의 운용을 제한
하였으나, 금번 2021.9.24. 「군사법원법」 개정에서는 평시 심판관 제도 자체를 아
예 폐지해버렸다. 
  2021. 9. 24. 개정 「군사법원법」 은 평시 심판관 제도 외에도 관할관의 평시 확
인권 및 평시 감경권마저 폐지하였고, 2심 고등군사법원도 폐지하여 일반법원이 
담당하게 하였으므로, 이제는 국방부 소속 보통군사법원(1심) 제도가 재판의 독립
성,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군사법원이 더 이상 군부
대 소속이 아니라 문민장관인 국방부 소속으로 변경되었지만 군사법원이 이로써 
독립성, 공정성을 갖추게 되었는지는 여전히 평가를 요한다. 이에 대한 정당한 평
가는 이번 군사법원법 개정에서 드러난 또는 이를 기반으로 곧 제정될 하위 법령
에서의 세부적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본 이후에야 가능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의 조직으로 편제(2021. 9. 24. 
군사법원법 제36조 제1항)되게 된 군검찰 체제 하에서 군검찰이 사단, 군단, 여단
급 군부대 지휘관의 부당한 영향력으로부터 배제되어 사건의 실체를 초기부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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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게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군검찰은 2021. 9. 
24. 군사법원법 개정(2022. 7. 1. 시행)에 따라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
속의 군검찰단 조직으로 편제되었다 (개정 군사법원법 제36조). 
  마지막으로 군사경찰, 즉 헌병과 관련된 것이다. 현재 군사경찰대대는 장성급 이
상의 지휘관이 관할하는 부대에 설치되어 있다. 그런데, 올해 제20전투비행단 공군 
이 중사 성추행 사망사건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군지휘관이 군사경찰에 대한 인사
권과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어 초동 수사단계에서부터 사건의 실체를 은폐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4항: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은 소관 군사경찰 직무를 관장하고 
소속 군사경찰을 지휘·감독한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국방부는 일선부대 군사경찰
은 부대 경비, 교통, 작전 등 행정경찰업무만 담당하고, 수사경찰기능은 폐지하기
로 하였다고 한다. 대신 수사 기능은 육군, 해군, 공군 등 각 군 참모총장 직속의 
본부 수사단으로 통합되고, 그 아래 권역별로 육군은 7개, 해군과 공군은 각각 5개
의 광역수사단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군사경찰의 경우 – 군검찰과 달리 - 그 조직
과 관련된 내용은 「군사법원법」에 담겨 있지 않고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바, 일단은 금번 군사법원법 개정과 관계없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79). 하지만, 일선 부대에 설치된 군사경찰
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5항80)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군검찰에 의한 군사경찰에 대한 
사법상의 통제는 2021. 9. 24.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일선 군부대의 군사경찰 기능에서 수사기능을 제외하여 일선 군부대 지휘관이 
초동수사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진일보한 개혁이라고 생각된다. 군사경찰에 
대한 군검찰의 사법적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일선 군부대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군
사경찰의 수사업무를 좌지우지 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2021. 9. 24.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구체적 사건의 
범죄수사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상호 간에 협력하여야 하며(제228조의2 신설), 군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시작하여 입건하였거나 입건된 사건을 이첩받은 경우에는 48

79) 일선부대 군사경찰 폐지…참모총장 직속 수사단 신설 (MBC 뉴스 2021. 6. 22자 보도). 
80) 제5조(군사경찰의 직무범위와 지휘·감독) ① 군사경찰은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의 지휘·감독 하에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③ 각 군 참모총장은 각 군 군사경찰 직무의 지휘자·감독자로서 각 군 소속 부대의 군사

경찰 직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군사경찰실이나 군사경찰단을 둔다.
   ④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은 소관 군사경찰 직무를 관장하고 소속 군

사경찰을 지휘·감독한다.
   ⑤ 군사경찰인 병은 소속 군사경찰부대 간부(제3조제1호에 규정된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군무원을 말한다)의 지시를 받아 군사에 관한 경찰의 직무를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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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이내에 관할 군검찰단에 통보하도록 하였다(제228조 제2항 개정). 또한, 군사
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한 후 군검사로부터 보완 수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군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였다
(제283조 제2, 3항 신설)   

(2) 관할관
  관할관은 넓게는 군사재판에서 군형사소송절차 전반을 관장 및 주도하는 법적 
지위를 가진 자를, 좁게는 군법회의 설치 명령을 발할 권한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양자의 경우 모두 군 지휘관이 관할관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81).
  관할관은 영국의 국왕의 대권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해되며, 1920년 미국 법전에
서는 임명권자(Appointing Authority), 현재는 소집권자(Convening Authority)라
는 용어로 명명되고 있다. 영·미의 소집권자라는 용어는 군법회의가 상설적인 재판
기구라기보다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소집되는 회의체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82). 우리나라에서는 1962년 군법회의법에서 처음으로 관할관이라는 용어
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1948년 7월 5일 미 군정장관 직권으로 제정·공포되고 같
은 해 8월 4일부로 발효된 「국방경비법」 및 그 전신으로 1946년 6월 15일 미군정
청법령 제86호 「조선경비법」에서는 군지휘관이 재판권을 행사83)하였기 때문에 
1962년 이전에도 관할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을 뿐 군지휘관의 소송상의 
권한, 소송 외의 권한, 군정권자로서의 권한은 존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관할관의 권한은 이후 군법회의법의 제정과 함께 관할관의 승인권이 
폐지된 후에도 관할관 확인제도 및 감면권의 형태로 지속되었고, 이후 군사법원법 
개정 과정을 거쳐면서 관할관의 감면권 폐지, 감경권을 3분의 1로 축소하는 개혁
과정을 거쳤다. 가장 최근의 2021.9.24.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관할관 확인권 및 감
경·감면권은 평시 군사법제도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으므로 군부대 지휘관인 관
할관의 확인권 및 은사권(감면권)을 통하여 군사법원의 재판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
은 차단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군사법원은 국방부 장관 소속이고 군판사인사위
원회(군사법원법 제22조의2)의 위원 구성 및 임명·위촉에 관하여 국방부 장관이 전
적인 권한을 가지고84), - 군사법원의 재판에 관한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사

81) 고석, 관할관 확인제도 개선방안,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제4권 제2호, 2012, 248쪽.
82) 강현철/류성진, 군인권보호관 제도에 관한 사전적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연

구 17-15-⑦, 2017, 48쪽.
83) 박안서, 군형법 제정의 역사적 배경과 관련 문제점, 군사(軍史) 제82호, 2012, 216쪽 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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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을 담은 군사법원규칙을 정하는 - 군사법원운영위원회(군사법원법 제4조 대법원
의 규칙제정권, 제4조의2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국방부장관이며 그 구성
에 관여한다는 것은 관할관이 없어진 현재에도 여전히 군지휘관 사법이 행해질 수 
있는 통로로 남용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정
리 및 평가에서 서술하도록 한다. 
  

(3) 심판관
  국방경비법에서는 조선경비대 등의 전 장교 또는 연합국 장교로서 통위부장이 
특별히 필요에 의하여 특별히 인가하는 군인 장교를 군법회의 재판관에 임명될 자
격을 부여하고 (국방경비법 제52조 제1항), 재판관이 법관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심
판관이라고 칭하였다(국방경비법 제54조)85).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특설군법회의
는 최저 3인 이상, 약식군법회의는 1인의 심판관으로 구성된다(국방경비법 제53
조). 다만, 최저 5인 이상의 장교로 구성되는 고등군법회의의 경우 심판관으로 법
무부 장교 1인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국방경비법 제54조 제1항) 군법회의에 
사법적인 요소를 강화하도록 한 것이다.

84) 제22조의2(군판사인사위원회) ① 군판사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판사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군판사인사위원회(이하 “군판사인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심의한다.

  1. 군판사의 인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3조에 따른 군판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
  3. 제27조에 따른 군판사의 연임에 관한 사항
  4. 제28조에 따른 군판사의 해임에 관한 사항
  5. 제29조에 따른 군판사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관한 사항
  6. 제30조에 따른 군판사에 대한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에 관한 사항
  7. 군판사에 대한 진급 추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판사 인사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군판사 1명
  2.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1명
  3.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1명
  4.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5.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
  6. 각 군 참모총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장교 3명
  7.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 2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85) 고석, 한국 군사재판제도의 성립과 개편 과정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 논

문, 2006, 1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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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법회의법 및 군사법원법에서도 존재하던 심판관제도는 2021.9.24.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평시에는 완전히 폐지되었으므로 관할관인 군부대 지휘관에 종속되는 심
판관을 통하여 지휘관 사법이 존속할 가능성은 완전히 차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군검찰
 
  국방경비법상 군검찰은 독립적인 조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군검찰은 상시적인 
직함이 아니라 고등군법회의 또는 특설 각 군법회의(1심)가 개최될 때 군법회의 설
치장관이 임명하는 군부대 소속의 장교였을 뿐이다(국방경비법 제57조 제1항: 고등 
또는 특설 각 군법회의를 위하여 당해 군법회의 설치장관은 검찰관과 변호인을 임
명하며...). 그리고, 국방경비법에서는 제64조 제3항에 따라 군부대 지휘관이 기소 
및 불기소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군검찰관은 이와 같은 권한이 없었다. 군검찰관은 
당해 군법회의 지휘 하에 공판조서를 작성하는 등 제한적으로 공소유지 업무에 관
여할 뿐이었다(국방경비법 제67조 제1항). 당시에는 군법회의 설치장관에 의해 당
해 군법회의 심판관 또는 확인장관에 대한 법무장관 소속 법무심사관의 직무도 수
행할 수 있었다(국방경비법 제57조 제1항). 검찰관의 보직에 있던 자가 선입견을 
가지고 군법회의 재판관인 심판관으로 종사한다든지, 확인장관의 군사법원 판결 확
인을 담당하는 법무심사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업무의 공정성, 객관성 유지 차
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군사법제도(통일군사법전, the Uniform Code of Military Justice: 이하 
UCMJ)에서 소속 군지휘관, 즉 관할관이 기소권한을 행사하고, 미국 군검찰은 지역
사령부의 예하 법무참모부 소속으로 공소유지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만 수행하는 
모습과도 동일한데, 이는 지휘관이 형사사건의 소송 수행 절차에 관여하는 전형적
인 지휘관 사법의 모습이다.
  1962년 군법회의법 제정으로 군검찰부가 별도로 설치되고, 그 조직은 고등검찰
부는 고등군법회의에, 보통검찰부는 보통군법회에 부치되게 되었고(제정 군법회의
법 제36조 제1, 2항), 군부대지휘관이 아니라 군검찰관이 기소권한을 가지게 되었
다(제정 군법회의법 제37조 제1호). 그러나, 검찰관에 대한 관할관의 임명권(군법회
의법 제41조), 관할관의 소관 군검찰사무를 장리 및 소속 검찰관 지휘감독권(제40
조)이 존재하였으므로 군법회의법 제정으로 군검찰권이 부대 지휘관으로부터 독립
되었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
  2021.9.24.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
이 설치되게 되어 더 이상 일선 부대의 지휘관들이 군검찰의 인사 및 수사지휘에 
직접 관여할 수는 없게 되었다. 개정된 군사군법원법 제36조 제8항(국방부검찰단 
및 각 군 검찰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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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정될 대통령령에서도 여단, 사단, 군단급 군부대 지휘관이 군검찰 인사 및 수
사지휘에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군검찰의 관할을 일반검찰에 이관하지 않고 문민장관인 국방부 
소속으로 군검찰을 유지하는 것에도 입법론적으로 군사주의의 개입이 있을 수 있
다는 우려가 있는데, 현직 군인 신분의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군검찰단을 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큰 우려가 존재할 수 있다. 

(5) 군사법경찰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이하 ‘군사경찰직무법’) 제5조 제1항에 따
르면 군사경찰은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의 지휘·감독 하에 직무
를 수행한다. 그리고 그 직무의 범위에는 경호·경비 및 테러대응(제5조 제1항 제1
호), 군사상 교통·운항·항행 질서의 유지 및 위해의 방지(제5조 제1항 제2호) 등 행
정경찰업무 외에도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수사의 직무
도 수행한다. 「군사법원법」 제45조에 따르면 군사법경찰관은 범죄 수사에 관하여 
직무상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는바, 「군사경찰직무법」 제5조 제1항에서 군
사경찰은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의 지휘·감독 하에 있다고 하였
으므로 군사경찰은 범죄 수사에 관해서도 직무상 상관인 부대의 장의 명령에 복종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이 때 법문언을 고려했을 때 군사법경찰관의 직무
상 상관에 부대의 장을 제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20전투비행단 이 중사 성추행 사망사건의 여파로 2022년 1월 1일부터
는 국방부에서 각 군 참모총장 직속의 본부 수사단장 및 그 아래 권역별로 육군은 
7개, 해군과 공군은 각각 5개의 광역수사단장만이 수사기능을 가진 군사경찰에 대
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제는 더 이상 일선 대대, 여단, 사단, 
군단급 군부대 지휘관이 수사기능을 가진 각 군 참모총장 직속 본부 수사단장 소
속 군사경찰 및 광역수사단장 소속 군사경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휘하거나 개입
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각 군 참모총장의 경우 국방부 장관과 달리 민간인 신분이 아니라 현역 
군인신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군의 위신을 고려한 군사경찰의 수사가 진행되지 않
을지에 대한 우려가 남을 수 있다. 또한, 2022년 1월 1일부터 군사경찰단을 각 군 
참모총장 직속의 본부 수사단으로 통합하겠다고 하지만, 그 아래 권역별로 육군은 
7개, 해군과 공군은 각각 5개의 광역수사단을 설치되는 만큼, 광역수사단 소속 군
사경찰에 대하여 일선 군부대 지휘관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도록 광역수사단이 
구성되고 운영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군사경찰 상대 군지휘관의 영향력 행사에 대한 우려가 제거되지 않는다면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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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군 참모총장 직속으로 통폐합되는 수사단 자체도 폐지하여 군사경찰에게는 행
정경찰업무만을 남기는 것이 좋을지 아래의 개선방안에서 논의해 보도록 한다.  

(6) 정리 및 평가
  개정 군사법원법은 평시 관할관 확인·감경권과, 심판관 제도를 폐지하였는바, 지
휘관이 재판에 깊숙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상당히 제한한 것이다. 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군검찰의 기소 및 공소유지 권한과 군사경찰의 수사권을 국
방부 직속이나 각 군 참모총장으로 상향하여 일선 군부대 지휘관의 재판, 기소, 수
사에 있어서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제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법률 및 하위 법
령에서 관련 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방법을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따라 군부대 
지휘관의 영향력이 계속될 수 있다. 
  2심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기존에는 군단급 이상 부대에 설치되었던 각 군 
군사법원을 국방부 직속으로 통합하여 중앙지역군사법원·제1지역군사법원·제2지역
군사법원·제3지역군사법원·제4지역군사법원을 설치하여 군사재판의 사실심 1심을 
담당하도록 한 것은 상당한 진전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군사법원을 각 군 참모
총장 등 현역군인 소속으로 두지 않고 문민장관인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둔 것은 
군사법원 제도의 상당한 문민화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거의 예외없이 군인 출신
이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되는 것이 관례이고, 국방부 장관이 제1심 군사법원의 군
판사인사위원회(군사법원법 제22조의2), - 군사법원의 재판에 관한 내부규율과 사
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담은 군사법원규칙을 정하는 - 군사법원운영위원회(군사법원
법 제4조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제4조의2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여하고, 여기에 외부 민간 전문가나 시민들의 참여가 사실상 배제된다는 것은 문
제점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해당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하느냐에 따라 
군지휘관이 제1심 군사법원에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구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른 군판사인사위원회 및 군사법원
운영위원회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군사법원이 실제로 담당하는 수가 적음을 이유로 제1심 군사법원의 완전한 폐지
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2019년 기준 군사법원 1심 법원이 다루는 연간 접수 사
건은 총 2,839건인데, 형법주요범죄, 성범죄, 폭력범죄, 교통범죄 등 비군사범죄 
등 비순정군사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약 92 % 이고, 군사범죄는 약 8% 에 
불과하므로 군사기능과 관련된 순정군사범죄로 인하여 평시에도 군사법원 조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86).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국

86) 평시 군사법원, 정말 폐지하면 안 될까? [청년정치 와글와글-칼럼] 또 누가 죽어야만 손 
볼 것인가 (오마이뉴스 2021.9.23. 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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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부장관의 문민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여성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최
근 거의 하나의 관례로 굳어져 가고 있고, 2019년 기준 1심 보통군사법원이 담당
하는 군사범죄가 전체 사건의 8%에 불과한 228 건 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 과연 
군사법원을 유지하는 것이 효율성의 관점에서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들 수 있다. 
즉, 일반법원에서 군사범죄를 군형법에 따라 취급하더라도 얼마든지 평시의 군의 
군사기능이 유지될 수 있다는 반론제기가 가능하다. 
  군사법원법 개정과 맞물려 국방부는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군수사권을 행사
하는 군사경찰 본부수사단을 둘 계획을 가지고 있는바, 이것이 실현된다면 군지휘
관 사법으로부터의 탈피를 위한 상당한 진전이라 볼 여지가 있다. 하지만, 각 군 
참모총장 소속 본부 수사단에서 지역수사대를 편성할 때 개별 부대 지휘관이 인사 
및 사건수사에 관여할 여지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것이 군사법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의 씨앗으로 남을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첫 단
계도 경찰의 수사이지만, – 최근 제20전투비행단 공군 이중사 성추행 자살사건에
서 보여지는 것처럼 - 그것을 은폐, 조작하는 첫 단계도 경찰의 수사이기 때문이
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군헌병이 사법경찰권한
(수사권한)을 행사할 경우 그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든지 이것이 
어렵다면 군사경찰의 직무에서 수사업무를 완전히 배제하고 군부대 경비, 교통, 작
전 및 테러방지의 영역의 행정경찰로만 제한하고 일반경찰이 군사범죄 수사를 담
당하는 것도 군사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군검찰의 경우도 2021.9.24.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이 설치되게 되어 일선 부대의 지휘관들이 군검찰의 인사 및 수사
지휘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길을 막았다는 점에서 일정한 진전이 있다. 하지만, 
군검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하위 법령에서 군검찰 인사 및 수사지휘에 일선 군부
대 지휘관들이 관여할 수 있도록 정한다면 지휘관 사법의 현상이 계속될 수 있는
바, 하위 법령에서 이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도록 제대로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
다고 생각된다. 
  군사법원, 군검찰, 군사경찰제도의 개선을 위한 방안은 제4장 현행 군사법제도의 
개선방안에서 상세히 논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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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군사법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 

1. 서론

  군통수권은 왕정시대 전형적인 국왕의 대권으로 이해되어 왔고, 군인은 시민과 
같은 일반적 행정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본권이 제한되거나 심지어 국왕-
군인간의 관계에서는 기본권이 배제되는 것을 전제하는 구시대적 특별권력관계라
는 개념이 통용될 수 있었다.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군사재판을 담당하던 기관은 
대체로 일반법원 내지 사법부로부터 분리된 별도의 ‘군법회의’ 형식으로 시작되었
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전제군주 시대의 발상은 오늘날 현대 민주사회는 받아들여
지기 어렵다. 군인에게 군인의 직무, 특히 그 중에서도 군사기능과 관련 없는 일반 
생활영역의 사안마저도 일반인이 누리는 자유권이나 평등권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
는 것은 최근의 사례를 보면 여실히 드러나는 바와 같이 오히려 군사기능의 유지
에 역행하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군인을 ‘제
복을 입은 시민’으로 이해한다면 제복이 대표하는 군사기능과 관련되지 않은 영역
은 최대한 일반시민에게 적용되는 잣대로 군인의 기본권이 보장되도록 제도형성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재판청구권과 관련해서도 군사기능과 관련되지 않
은 일반 생활영역은 군인도 일반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87) 발전되는 
것이 오히려 군대의 민주적 발전 및 군사기능의 합리적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군검찰, 군사경찰의 경우도 군사법원의 경우와 마찬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해외 각 국의 군사법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지 살펴
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군사법제도의 개혁방향을 정하는데 도움을 받는 것은 상
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87) 송기춘, ‘군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에 관한 소고, 공법연구 제37집 제4호, 2009, 193
쪽 이하는 헌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도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평시에도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준전시인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에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는 것
의 헌법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일반국민에게 헌법상 ‘군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가 보
장되어야 함을 역설한다. 위 군형법의 사례는  군사법원의 사물적 관할권은 군사상의 작
전과 훈련이 요청되는 군의 특수성에 관련되는 사항에 한정되고, 인적 관할권도 군사상
의 규율에 복종할 의무가 있는 자에 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군사법원의 관할권을 
민간인인 일반국민에게까지 확대한 위 군형법 규정 및 군사법원법 적용례는 타당하지 않
다는 것이다. 이런 논리에서 본다면 군인이라 할지라도 군사기능 및 군사상 규율·복종과 
관련되지 않은 생활영역이라면 ‘제복을 입은 시민’으로 대우받아야 하고, 따라서 군사법
원이 아니라 일반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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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의 군사법제도88)

(1) 미국 군사법제도 연혁
우리나라 군사재판제도의 토대가 된 미국의 군사재판제도는 독립전쟁 당시인 

1774년 ‘영국전시법(British Article of War)’에서 유래한다. 1787년 미합중국헌법
의 제정으로 이미 시행 중이던 미군사법은 미합중국헌법에 근거를 가지고 시행되
게 되었다. 미합중국헌법은 연방의회에 군사법을 제정할 권한을 부여하였고, 대통
령이 미국 군대의 최고사령관(Command in Chief)임을 천명하며 이에 따른 지위
와 권한을 부여하였다. 그 후 1950년 연방회의는 군사법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정하
여 현행 군사법의 기초가 된 ‘통일군사법전(the Uniform Code of Military 
Justice: 이하 UCMJ)’을 제정하였다. UCMJ는 미합중국법전(U.S. Code: 이하 
USC) 제10편 제801장부터 제946장에 규정되어 있으며,89) 이는 형사실체법과 형
사절차법을 모두 포함된 군사형사법전일 뿐만 아니라, 형사제제가 아닌 징계처분 
등도 규정하고 있는바, 인사행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질적인 
내용은 형사법전을 초과하고 있다. 미연방헌법 제2조 제2항 (1)에서 “대통령은 미
합중국 육해군의 최고 사령관이며, 미합중국 현역으로 소집되어 복무중인 주방위군
의 최고사령관이다” 라고 규정하여 대통령이 미군의 최고 통수권자임을 밝히고 있
다.90) 또한, 의회 제정 법률인 통일군사법전(UCMJ) 제36조에서는 군사법제도에 관
하여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이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UCMJ는 1968년
과 1983년 대대적인 개정 이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UCMJ의 시행 세칙으
로 「군법회의규칙『(the Rule for Cours-Martial(2012): 이하 RCM)과 대통령령
(ordinance)인 「군법회의 교범」(the Manual for Courts-Martial: 이하 MCM)이 
미국의 군 사법제도(군사재판제도)에 관해서 직접 규율하고 있는 중요한 법원(法源, 

88) 이계수/노진석/박병욱/박지웅/임재성/전학선/최관호, 군사수와 사법제도 현황 및 개선
방안 연구,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 2015, 265쪽 이하를 바탕으로 하여 수
정 및 보완하였다.

89) 미합중국법전 제10편 군대(U.S. Code: Title 10 – ARMED FORCES)는 총 5편으로 구
성되어 있고, A편 군일반법(General Military Law, §§191-2915), B편 육군(Army, §§30
01-4882), C편 해군과 해병대(Navy and Marine Corps, §§5001-7921), D편 공군(Air 
Force §§8010-9842), E편 예비군(Reserve Components §§10001-18506)이 해당 내용
이다. 이 중 제2차 세계대전의 경험을 반영하여 1950년 5월 5일 제정·공포되어(1951년 
5월 31일부터 시행) 오늘에까지 시행되고 있는 ‘통일군사법전’이 A편에 포함되어 있다(
§§801-946). 

90)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Art. Ⅰ. Sec. 8. (14):  The Congress shall 
   have power ... To make Rules for the Government and Regulation of the land 
   and naval Fo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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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of military justice system)이 된다91). 
미국은 전시와 평시 구분에 있어 다른 국가와 다소 상이한 조건에 처해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미국은 세계 최대의 파병국이자 군사대국으로 현재에도 미군
의 일부는 세계 각국에서 전시 혹은 준전시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92). 그렇지
만 그러한 국소적인 상황이 전시와 평시를 가르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군 사법제
도에서 군법회의는 UCMJ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떤 범죄에 대하여도 헌법이 금지하
고 있지 않는 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93).

(2) 군형법의 존재여부 및 규율대상 범죄
UCMJ의 Subchapter 제10장 처벌조항(Punitive Articles)의 제77조부터 제134

조까지는 범죄행위의 구성요건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각 범죄행위에 대한 
형벌의 종류와 형량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예외적으로 제104조, 106조에
서는 형벌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UCMJ 제56조(최대형량의 제한)는 군
법회의가 범죄에 대하여 선고하는 형량은 대통령이 그 범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량
의 한계를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여 형벌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정하도록 하
고 있다. 미연방 법률이 대통령에게 형벌의 종류와 최고형량을 정할 수 있는 권한
을 부여한 것은 우리나라 군형사법체계와는 크게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미국 연방헌법 제3조 제1항94)이 정하는 미합중국의 사법권에 군사법원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미 연방대법원의 판례95)의 기조와 일맥상통한다. UCMJ 제77조에서 134
조까지에서는 각 범죄별 형벌의 종류와 형량의 최고한도를 정하고 있다.

UCMJ에서는 순정군사범죄과 비순정군사범죄를 모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다. 
UCMJ는 일반형법에서는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일지라도 군대의 질서와 군기
(good order and discipline in the military)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 범죄
로 규정하고 있다. 군대의 가장 핵심적인 임무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군대의 

91) 지대남, “한국과 미국의 군사재판제도의 비교”, 헌법학연구 제17권 제1호(한국헌법학회,
2011), 369-371쪽.

92) 이계수 외, 앞의 보고서, 274쪽.
93) 이계수, 앞의 보고서, 266쪽.
94) 미연방헌법 제3조제1항 미합중국의 사법권은 1개의 연방대법원에, 그리고 연방의회가 

임의로 제정·설치하는 하급법원에 속한다. 연방대법원 및 하급법원의 판사는 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한 그 직을 보유하며, 그 직무에 대하여 정기에 보수를 받고 그 보수는 
재임중에 감액되지 아니한다.

95) 군사법원은 연방헌법 제3조의 의미에서의 사법제도에 속하지 않는다(Dynes v. Hoover 
61 U.S. 65 [1859]); 군사법원의 재판권은 오로지 피고인이 군사통일법(UCMJ)에 복종하
는 군인 신분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가 군 업무와 관련
할 필요는 전혀 없다(Solorio v. United States, 483 U.S. 435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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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범죄(소위 순정군사범죄, unique military offenses)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
다. UCMJ에 규정된 순정군사범죄로는 무단이탈(absence without leave), 군무이
탈(desertion), 상관에 대한 모욕(disrespect towards superiors), 항명(failure to 
obey orders), 직무태만 (dereliction of duty), 군용물의 부정처리(wrongful 
disposition of military property), 업무 중 음주(drunk on duty), 비방
(malingering), 장교답지 못한 행동(conduct unbecoming an officer) 등이 있
다. 

UCMJ에서는 순정군사범죄 외에도 일반형사법에서 처벌하는 많은 범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살인(murder), 강간(rape), 마약(drug use), 절도(larceny), 음주
운전(drunk driving)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연방대법원은 사건
에서 군법회의의 재판권은 오로지 UCMJ에 복종하는 군인 신분 여부에 의하여 결
정되는 것이지, 피고인이 행한 범죄가 군 업무와 관련성(service connection)을 
가질 필요성은 없다고 판시하였다.96) 즉, 군인이 UCMJ의 어떤 규정이라도 위반하
면 군법회의 재판권에 종속되며, 그 범죄가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발생했는지, 군 시
설 내 또는 밖에서 발생했는지, 업무 중 또는 업무 외에서 발생했는지 불문한다.

(3) 군사건 관련 재판부 구성 및 관할관, 심판관 제도
가. 재판부 구성

미국의 군사재판제도는 4심제로 1심 법원으로는 약식군법회의(the Summary 
Courts-Martial), 특별군법회의(the Special Courts-Martial)와 보통군법회의(the 
General Courts-Martial)의 3종류가 있다. 2심 법원으로는 각 군 항소법원 (the 
Court of Criminal Appeals), 3심 법원으로는 연방 고등군사법원(the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Armed Forces), 최종심 법원으로는 연방대법
원(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이 있다.97) 1심 법원 중 약식군법회의는 
경미범죄행위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는데 1명의 일반 장교로만 구성되어 있다. 군
판사가 아닌 일반 장교가 재판을 하는 절차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미국 군사법
제도가 아직까지도 일반사법과는 분리된 군기능 유지를 위한 군사행정제도로서의 

96) Solorio v. United States, 483 U. S. 43(1987) 
97) 군사법원 재판의 최종 상소심이 대법원이라 할지라도 군사법원은 사법부 소속으로서 대

법원의 하급심 법원이 아니라, 대통령이 군통수권 차원에서 관리·운영하는 행정부 소속이
다. 미국의 군법회의(Courts-Martial)에 관해서도 여러 문헌을 통해서 사법부 소속이 아
니라 행정부 소속 기관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으며, 군법회의 재판의 최종 상소심이 연방
대법원이지만 이를 이유로 사법부 소속 기관이라고 주장하는 문헌은 없다 (지대남, 앞의 
논문, 3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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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인적 관할은 사병만을 대상
으로 하며, 감금형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98)

특별군법회의는 약식군법회의와 보통군법회의의 중간급의 군법회의로서 장교, 사
관생도, 병사 등 모든 군인을 대상으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군법회의의 재판
부는 군판사 1명과 3명 이상의 배심원으로 구성한다. 군판사99)는 재판장으로서 임
무를 수행하지만 범죄 성립의 유무와 형량의 결정은 군판사를 제외한 배심원들이 
결정한다. 피고인이 배심원에 의한 재판을 받지 않고 군판사 1인에 의한 재판을 
받을 것을 신청한 경우에는 배심원단은 구성되지 않고 군판사가 단독으로 범죄 유
무와 형량을 결정한다. 이들 군법회의에서 선고할 수 있는 최고 형량은 6월 이하
의 징역이다.100)

보통군법회의는 군법회의 가운데 가장 중한 범죄를 재판하며, 법정형이 사형까지 
있는 경우 사형선고도 가능하다. 이 군법회의의 재판관할권 대상은 모든 군인이다. 
역시 앞서 배심원 부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군법회의의 재판부는 군판사 1명
과 5명 이상의 배심원으로 구성된다. 피고인에 대한 범죄성립의 유무와 형량의 결
정은 군판사(재판장)를 제외한 배심원단이 결정한다. 피고인이 군판사에 의한 재판
을 신청한 경우에는 배심원단이 구성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재판부는 반드시 군판사 1명과 5명 이상의 배심원으로 구성하며, 군판사를 제외한 
배심원단의 만장일치로 사형을 결정한다101). 

1심의 상급심인 2심법원은 각 군 항소법원(the Court of Criminal Appeals)으
로서 각 군에는 1개 이상의 부로 구성된 항소법원을 두고 있으며, 각 부는 3명 이
상의 군판사로 구성된다. 1심인 군법회의의 판결에 관하여 각 부 또는 전원합의체
에서 심사를 한다. 각 군 항소법원의 군판사는 현역 장교, 민간인이 될 수 있지만 
변호사의 자격을 소지하여야 한다. 각 군 항소법원은 군법회의 판결에 대하여 법률
적 쟁점뿐만 아니라 사실관계의 확정에 대하여도 심사를 한다. 그러나 이 항소법원
은 관할관이 확인한 군법회의의 선고된 형보다 더 무겁게 변경시킬 수 없다102). 

2심의 상급인 3심법원은 연방 고등군사법원(the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Armed Forces)으로 대통령이 상원의 인준을 거쳐 임명한 5명

98) UCMJ Art.20.
99) UCMJ 8장 제25조와 제26조는 1심의 특별군법회의나 보통군법회의에서 연방법원이나 

주 대법원의 판사 등 법률가가 군판사를 맡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또한 대
통령이 상원의 인준을 거쳐 임명한 5명의 민간인 판사들이 재판을 담당하는 곳은 3심인 
연방고등군사법원부터이다. 2심인 각 군 항소법원의 군판사는 현역 장교도 될 수 있지만 
변호사의 자격을 소지하여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100) UCMJ Art.19.
101) UCMJ, Art.17-18
102) UCMJ, Art.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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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민간인 판사들이 고등군사법원을 구성하며, 이들의 임기는 15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고등군사법원의 재판권은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이 선고된 경우와 각 군 
법무감이 고등군사법원에서 심사할 것을 인준한 사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된다. 
기타 사건의 경우는 고등군사법원이 항소사건을 심사할 것인가의 여부를 재량적으
로 결정한다.103) 

마지막으로 군사법원의 최종심 법원은 연방대법원(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자신의 사건을 연방대법원에서 심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연방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연방대법원이 심사명령
(writ of certiorari)을 내릴 경우에만 연방대법원의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등군사법원에 제출한 심사요청을 고등군사법원이 기각한 결정에 대하
여는 연방대법원은 심사할 권한이 없다.104)

나. 관할관

미국에서는 군지휘관에게 군사법절차와 관련하여 포괄적이고 강한 권한이 인정
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군지휘관의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다. 미국의 군 지
휘관은 군인의 어떤 범죄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최초의 수사단계에서부터 군법회의
에 의한 재판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지휘관에게 법적으로 보장하는 권한 중 중요한 것으로 수사권, 선택적 사건
처리권, 구속명령권, 공소제기권, 군법회의 소집권, 배심원 선정권, 확인조치권 등
이다.105) 군법회의의 대상사건인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먼저 사건을 일으킨 장병이 
있는 부대의 직속 지휘관으로부터 보고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져 해당 사건에 관하
여 처분권한이 있는 지휘관에게 보고된다. 보고를 받은 지휘관은 ‘최초의 조사활동
(Preliminary inquiries, 소위 수사)’을 개시한다106). 지휘관은 일단 사건에 대한 
초동수사를 마쳤을 경우에는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소추를 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은 미국 군대에
서는 오직 지휘관만이 가지고 있다. 조사활동이 종료한 시점에서 지휘관은 그 사건
에 관한 처분을 결정하지만 선택지는 다양하다(이른바 선택적 사건처리권 : 
Alternative Dispositions). 즉 ① 불처분(불문조치), ② 행정상의 훈계 ③ 행정상
의 징계처분107), ④ 근무평정상의 부정적 평가, ⑤ 제대권고, ⑥ 비사법적 처벌의 

103) UCMJ, Art.67.
104) UCMJ, Art.68.
105) 지대남, 미국의 군사법제도에 있어서 지휘관의 권한,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제

12권 제1호, 2011, 236-237쪽.
106) RCM, Art.303
107) MCM Art.30



- 61 -

부과108), ⑦ 형벌부과 등이 있다. 이 가운데 형벌부과를 선택한 경우 지휘관은 선
서한 후 ‘소추청구장(Charge Sheet : Complaint)’을 제출한다.109) 지휘관은 장교
와 군무원에 대하여는 구속을 명할 수 있으며110), 최초의 구금결정과 연장결정을 
행하기도 한다.111) 일련의 조사활동(소위 수사)이나 조사를 통해 수집한 증거를 기
초로 사건에 관한 보고서가 작성된다. 이 보고서와 함께 사건은 조사를 명한 지휘
관을 거쳐 보다 상급의 지휘관에게 순차적으로 보고된다. 해당 사건의 처리에 관하
여 각 지휘관에게는 처분권한에 차이가 있으며 군법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지휘관은 특히 소집관(‘Convening Authority or Convening Commander 
: CA’)으로 불린다. 관할관이 군형사소송 전반을 관장 및 주도하는 법적 지위를 가
진 군지휘관을 의미한다면, 미국 군사법제상 소집관의 지위와 기능은 관할관 제도
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112) 관할관의 명령에 따라 지정된 일시・장소에서 군법
회의는 실시된다. 소송절차는 UCMJ 제39조에 근거한 심문절차로 시작되는데, 심
문의 중요한 절차의 하나는 ‘기소사실 인부(Arraignment)’이다.113) 군사사법에서
는 신속한 처리가 요청되기 때문에 가능한 유죄답변협상(Plea Bargaining)을 통하
여 피고인이 유죄답변을 하게 함으로써 공판심리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기 때문
이다.114) 정식으로 유죄의 답변이 수리되면 그 후의 공판심리는 생략되고(다만 사
형사건은 제외), 바로 양형(형의 선고)절차로 이행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재판절차
를 진행하게 된다.

한편, 미 군사법원에서 관할관(CA)의 강력한 권한은 재심사권한에 있다. 군법회
의 종료 후 형을 감면・변경하거나 집행유예에 처하는 권한 및 형의 집행을 승인

108) UCMJ Art.15(f); RCM Art. 907(b)
109) RCM, Art.307 
110) RCM Art.304(b)
111) MCM Art.305(h)
112) 우리나라의 관할관(군사법원법 제7조)과 유사한 CA(지휘관)는 보통군법회의 경우 미합

중국 대통령, 국방부장관, 각군 장관 및 여단급 이상 지휘관(장성급 장교)이, 특별군법회
의의 경우 보통군법회의의 CA 및 연대급 지휘관, 약식군법회의의 경우 보통・특별군법회
의의 CA 및 대대급 지휘관(독립 중대장 포함)이 담당한다 : 지대남, 미국의 군사법제도에 
있어서 지휘관의 권한, 248쪽. 한편 관할관제도에 대하여 상세하게는 강동욱, 군 사법절
차의 관할관 확인조치권에 관한 비판적 고찰, 법과 정책연구 제12집 제1호, 한국법정책
학회, 2012, 91쪽 이하 ; 박성현, 군 사법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관할관․심판관제
도를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논문, 2013, 82쪽 이하 ; 박찬 걸, 군사재판에 
있어서 관할관제도 및 심판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제23권 제4호, 한
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153쪽 이하 ; 한석현・이재일, 군사법원법상 관할관․심판관제도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13, 18쪽 이하 등 참조

113) RCM, Art.904
114) RCM은 유죄답변협상에 의한 합의(답변협상의 합의)를 지휘관(CA)과 피의자 간의 ‘판

전합의(Pretrial Agreements : PTAs)’로 규정하여 그 최종적인 판단을 법무관의 자문 
아래 관할관(CA)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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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권한도 지휘관(CA)에게 있어 이들이 없으면 그 어떠한 형도 집행할 수 없다. 
우선 관할관은 군법회의가 선고한 형벌의 종류와 형량이 그 범죄행위와 피고인에 
합당한지를 판단하여 확인조치시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관할관은 피고인의 유
죄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에 합리적인 의심이 없다고 확신할 때에는 군법회의의 
사실확인 및 형의 선고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 할 수 있다. 그러나 관할
관은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 명백한(clearly) 증거가 있는 경우에도 군법
회의의 사실확인 및 형의 선고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그의 재량에 따라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관할관은 완전히 독자적 재량에 따라 군법회의의 유죄판결
을 기각할 수 있다. 또한 관할관은 군법회의에서 선고한 형을 감경할 수 있으며,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관할관이 군법회의에서 선고한 형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조치를 할 경우에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형이 면제된다. 집행유예 
기간 내에 피고인의 비행행위가 새로이 발생할 경우에는 집행유예 조치는 중단되
고 군법회의에서 선고된 형이 집행된다. 

다. 심판관

우리의 심판관에 해당하는 내용은 1심의 약식군법회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약
식군법회의는 군법회의 중 재판절차가 가장 간소하고 경미한 범죄행위를 처벌한다. 
이 군법회의는 판사의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은 1명의 장교(일반 장교)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우리의 경우와는 달리 경미한 범죄행위에만 국한되어 심판관 단독으로 
판결할 수 있다. 

(4) 군수사 및 기소관련 군검찰의 존재 여부 및 임무
미국의 군검찰은 우리와 달리 수사나 기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

다. 군검사는 지역사령부의 예하 법무참모부 소속으로 공소유지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수행할뿐 기소는 관할관, 즉, 소속 부대 지휘관의 권한으로 되어 있다. 수
사와 기소 절차 전반에 있어 군검찰관의 역할은 우리나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제
한적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통군법회의 회부절차(기소)에서 회부(Referral)
란 검사의 공판청구가 아니라 지휘관(CA)이 보통군법회의로써 그 사건을 심리하라
는 명령이다.115) 이 명령을 근거로 그 군법회의의 공판담당검사(Trial counsel)는 
피의자에게 소추청구장(Charge sheet)의 부본을 송달한다.116) 유죄답변협상에 의

115) RCM, Art.601 (a)
116) RCM, Art.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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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합의(답변협상의 합의)를 관할관(CA)과 피의자 간의 ‘공판전 합의(Pretrial 
Agreements : PTAs)’로 규정하여 그 최종적인 판단을 법무관의 자문 아래 관할
관(CA)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는 주로 군검사가 피의자・변
호인과의 교섭을 담당한다. 이 때 유죄답변협상의 신청은 반드시 지휘관(CA)만이 
아니라 군검사가 신청할 수도 있다117).  

(5) 군사법경찰의 존재 여부 및 임무
 

UCMJ에서는 Sub Chapter 06. Pre-Trial Procedure에서 수사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군법회의의 대상사건인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먼저 사건을 일으킨 장병이 있
는 부대의 직속 지휘관으로부터 보고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져 해당 사건에 관하여 
처분권한이 있는 지휘관에게 보고된다. 보고를 받은 지휘관은 ‘최초의 조사활동
(Preliminary inquiries, 소위 수사)’을 개시한다.118) 군사건 수사를 위하여 미군은 
각 군별로 지휘계통에 배속되어 있는 헌병수사대 MPI(Military Police 
Investigation)와 전문수사기관119)을 두고 있다. 대개의 사건은 헌병 조사계가 초
동수사를 하고, 중범죄에 대해서는 후자의 전문수사기관이 수사한다. 

각 군 헌병이 범죄수사를 위해 두는 MPI(Military Police Investigations, 헌병
수사대)는 기지 내에서 발생한 5,000달러 이하의 재산범죄, 1년 미만의 가벼운 범
죄(경미한 교통사고, 폭행사건) 등의 경범죄와 살인이나 강간을 제외한 사건에 대
한 수사권한을 가진다. 헌병수사대원들은 헌병 중 경찰학교에서 특별한 과정을 수
료한 사람 중에서 선발된다. 헌병수사대는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등 일반 지휘계
통을 따르지 않고 오직 장군의 지휘만 받고, 수사에 관한 보고의무는 피의자 소속 
부대 중대장에게만 있으며 그보다 상급부대 지휘관에게는 보고의무가 없다.

일반 헌병부대인 헌병수사대와는 달리 독립된 지휘계통에 의거하여 각 군의 중
범죄(felony)를 수사하는 전문수사기관도 존재한다. 미육군의 경우 전문 범죄수사
기관인 CID(U.S. ARMY CRIMINAL INVESTIGATION DIVISION)가 사형이나 1년 
이상의 금고가 선고될 수 있는 중죄에 대한 수사책임을 진다. 또한 군검찰과 군사
법 경찰관의 수사상 지위는 CID가 주체가 되어 독립적으로 수사를 한다. 미 육군 
범죄수사 사령부(CID) 수사관에 대한 지휘관의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는 규정도 존

117) RCM, Art.705
118) RCM, Art.303
119) 예컨대 미국육군범죄수사사령부(United States Army Criminal Investigation Comm

and : USACIDC or CID), 미국해군범죄수사청(Naval Criminal Investigative Service 
: NCIS), 미국공군특별수사국(United States Air Force Office of Special Investigatio
ns : AFOSI, or OSI)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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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다.120) 관할 범위가 중복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CID가 관할을 결정할 권한
이 있다. 그러나, CID가 헌병수사대에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권한은 없다. 
CID는 헌병수사대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다만 권고할 수 있을 
뿐이다. 육군의 CID 이외도 미국 해군(USN U.S. Navy), 미국 공군(USAF, U.S. 
Air Force), 미국 해병대(USMC. U.S. Marine Corps)도 전문수사기관을 보유하
고 있다. 해군은 NCIS(U.S. Naval Criminal Investigative Service), 공군은 
AFOSI(U.S. Air Force Office of Special Investigation)를 전문수사기관으로 보
유한다. 

이 외에도 각 군은 제복을 입은 민간경찰 분과를 보유하고 있다. 각 군이 보유
한 이 민간경찰 분과를 총칭하여 Department of Defense Police (DoD Police, 
국방부 경찰)라고 부른다121). 이들의 기본 업무는 국방부가 소유하거나 임대한 건
물, 시설, 재산 혹은 기타 자산에서의 법 집행과 안전 보장에 대한 임무를 진다. 
따라서, 군인의 영내 군사범죄 전반을 담당하는 헌병 조사계인 MPI(Military 
Police Investigation)와는 다른 기능을 담당한다. 국방부 경찰 (DoD Police)은 기
본 업무와 관련하여 군 기지 출입자에 대한 신원확인 등을 통한 경계 근무 제공 
및 군기지내에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지방경찰의 요청에 의해 군 기지 내 혹은 기
지 주변에 발생한 범죄에 대해 일반 경찰의 요구에 의해 출동하고 관련 사안에 한
하여 수사할 수 있다. 다만, 중범죄자에 대해서는 NCIS, CID, FBI 등이 관할권을 
행사한다122).

(6) 신분적 관할권 – 법원, 검찰, 경찰(일반경찰 또는 
군사법경찰로서의 헌병) 단계 모두 포함

UCMJ 제2조와 제3조에서 군법회의의 신분적 재판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군법회
의의 재판을 받는 대상은 통일군사법전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람이다. UCMJ 제2
조 (a)에서 군법회의 재판권의 대상자를 12종류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군법회의
의 재판권 행사는 실제적으로 거의 현역 군인(members of a regular compo-
nent of the armed forces)을 대상으로 한다. 육군사관학교 생도(cadets), 해군
사관학교 생도(midshipmen), 공군사관학교 생도(aviation cadets)도 피적용자이

120) 이만종, “군 수사체계 발전방향에 관한 고찰”, 형사정책연구, 16(2), 2005, 323-324쪽.
121) 예컨대, 육군은 육군민간 경찰(Department of the Army Civilian Police)이라고 칭

한다. 그 외에 DoD Police 의 총칭 하에 Pentagon Police (국방부 본부 민간경찰), Def
ense Logistics Agency Police, Navy Civilian Police (NCP), Marine Corps Civilian 
Police (MCCIVPOL) and Air Force Civilian Police (DAFCP) 등이 있다.

122) 정승환/김현주, 헌병 직무활동 근거법령 입법방안, 국방부 연구용역 보고서, 2013, 56
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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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비역(members of a reserve component)은 소집되어 현역에 종사할 때와 
비현역으로 훈련(inactive duty training)을 받는 경우에는 군법회의 재판권의 대
상이 된다. 그 이외에도 군법회의에 의하여 재판받고 군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
(military prisoners), 전쟁포로(prisoners of war), 준군사조직의 구성원(군대와 
함께 복무하는 공공 의료요원 Public Health Service 등), 전시에 제한된 상황 하
에서의 일정한 민간인 등이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으로 판단해 볼 때, 전시의 경우
를 제외하고 군사법원의 신분적 관할권이 민간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독일의 군사법제도123)

(1) 독일 군사법제도 연혁
  현재 독일의 군 사법제도에서는 군인의 형사사건의 경우 모두 일반법원에서 관
할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은 군인신분의 관할관, 심판관, 군판사, 군검찰
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독일도 과거 독일제국 시절에는 군사법원제도가 존재
하고 있었고 관련 제도가 존재하였다. 군인이 사법상의 재판에 관여하는 부분에 대
해서는 당시에도 상당한 비판이 있었다. 결국 바이마르 제국의 성립과 함께 군사법
원제도 및 관할관, 군판사, 심판관, 군검찰 제도가 폐지되게 된다. 
  이후 1933년 나치스의 집권은 다시 한 번 독일 군사법제도에 일대 격변을 가져
왔다. 군 형사사건의 처리에서 군인 지휘관, 나치스 지휘부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강화될 수 있는 형태의 군사법원제도가 도입되었다. 즉결절차는 심급을 단심으로 
축소하여 기존의 법적 절차를 따르는 일반심급과는 다르게 군 지휘관이 판결을 취
소하고 확인까지 할 수 있게 했다(사후심사 절차제도의 도입). 나치스 시대에 악랄
한 재판으로 유명했던 군사법원(Wehrmachtjustiz)은 2차 세계대전 패전 후 연합
국통제위원회법률 제34호(1946.8.20.)에 의해서 비로소 폐지되었다. 현재까지 독일
에서는 전시의 경우 특별군사법원, 함선이나 해외파병의 경우에 설치하는 특별·임
시군사법원의 설치를 위한 헌법적 근거(기본법 제96조 제2항)는 만들어 놓았지만, 
현재까지 실제로 설치된바 없고, 일반법원에서 군사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123) 이 장은 Q & A (질문과 문답) 형식으로 구성된 이계수/노진석/박병욱/박지웅/임재성/
전학선/최관호, 군사수와 사법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
용역보고, 2015에서 박병욱의 집필 부분을 서술식으로 묶어서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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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형법의 존재여부 및 규율대상 범죄
  독일 군형법은 2부 5장(제1부 일반규정, 제2부 제1장 군사상 범죄행위, 제2부 
제2장 부하로서의 의무위반과 관련된 범죄행위, 제2부 제3장 상관으로서의 의무위
반과 관련된 범죄행위, 제2부 제4장 군사의무를 위반한 범죄행위)의 총 46개 조문
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상관과 부하를 불문하고, 군인으로서의 일반적인 군사상 의
무위반 범죄(군무이탈, 군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기 위한 자기신체훼손 등), 명령복
종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상관‧부하의 직무상 의무위반범죄(부하의 상관에 대한 의
무위반범죄, 상관의 부하에 대한 의무위반범죄), 기타 군사의무 위반범죄(거짓보고, 
모반·태업 미보고, 경비소홀, 지휘관으로서의 특별임무수행 위반, 위법한 무기사용)
에 한정하여 처벌하고 있다. 
  또한, 독일 군형법 제2조 제1호는 군형법에서 말하는 군사범죄행위(Militärische 
Straftaten)를 “이 법의 군형법 제2부가 형벌로 규정하고 있는 행위”로 명시함으로
써 순정군사범죄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얼핏 보면 독일 군형법도 우리나라 
군형법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독일 군형법에는 우리나라 군형법
이 규정하고 있는 살인(군형법 제9장 폭행, 협박, 상해 및 살인의 죄를 규정), 강간 
및 추행(군형법 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 군용물 관련 범죄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차이이다. 독일 군형법은 인적 적용범위를 극히 예외적인 경
우124)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군인으로 한정하고, 부하의 상관에 대한 의무위반 
범죄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관 개념의 범위도 엄격하게 규정함으로써 순정군사범의 
범위를 우리나라 군형법과 달리 아주 좁게 설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독일 군형
법에 규정된 순정군사범죄의 수도 아주 적다. 

124) 독일 군형법의 경우 민간인을 정범으로 하여 그 적용대상으로 삼는 군형법 규정은 전
혀 없다. 다만, 군인신분이 아닌 민간인이면서도 군인의 직무상 상관이 될 수 있는 자(예
컨대 독일 연방수상, 국방부장관)는 독일 군형법 제30조 내지 제41조의 범죄행위(제2부 
제3절: 상관의 부하에 대한 범죄행위)의 경우에만 한정하여 독일 군형법의 정범으로서 적
용을 받을 뿐이다. 독일기본법 제115b조에 따라 연방수상이 군사상 명령지휘권을 가지는 
상관이 되는 경우는 방어전쟁이 선포되는 경우에 한한다.

    전역 군인으로서 민간인 신분을 취득하였더라도 그에게 비밀준수의무가 아직 존재하는 
한(군인지위법 제14조 제1항 제1문) 사적비밀의 누설(형법 제203조 제2항, 제4항, 제5항, 
제204조, 제205조), 우편·원거리통신비밀보호 위반(형법 제206조 제4항), 직무상 비밀준
수의무 위반(형법 제353b조 제1항)으로 군형법 제48조(직무상 의무의 위반)의 규정이 직
접적으로 적용된다(군형법 제1조 제3항). ‘군인이 아닌 자(wer nicht Soldat ist)’의 경우
에는 군형법상 정범규정이 없고 그가 군인의 군형법상 군사범죄(Militärische Straftate
n, 독일 군형법 제2부 군사범죄 파트) 위반에 대하여 교사, 방조 및 공범예비(Versuch 
der Beteiligung)를 하는 경우에만 공범으로서 군형법의 적용을 받을 뿐이다. (이상 박병
욱/이계수, 독일 군 사법제도 재론(再論): 기능주의 군형법, 군 형사재판 및 군무법원을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제17권 제3호, 2016, 178쪽 이하)



- 67 -

(3) 군사건 관련 재판부 구성 및 관할관, 심판관 제도
  독일에는 별도의 군사법원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관할관, 심판관 제도도 
존재하지 않는다. 독일 내에 주둔하는 독일 연방군인의 형사사건은 일반법원에서 
관할한다. 최근까지 해외파병 독일 군인의 경우에도 파병 직전 군부대 숙영지가 소
속된 일반법원 또는 해당 군인의 독일 내 주소지를 관할하는 일반법원에서 관할하
다가 2013년 4월 1일부터 범죄를 저지를 군인관련 사건은 Kempten시 일반법원
(형사부)이 전속적 관할권을 가지게 되었다. 이와 같이 특정 일반법원이 군사재판
을 관할하는데 대해서 독일 판사협회, 변호사 협회 등에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비록 2011년에는 해외파병 군인의 형사사건이 26건 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관할
지를 한군데 집중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관할 집
중화로 인하여 군사건과 관련하여 틀에 박힌 시각의 판결이 계속해서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Kempten시 법원의 해당 판사들이 군사 관련 사건을 전담함
으로써 경험을 축적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피고인 군인의 주소지 법원이 관할권
을 가지던 과거에는 가능했던 주소지에서의 생활환경을 통해 알 수 있는 인적 정
보에 쉽게 접근할 수 없다는 점이 한계로 거론된다. 독일 기본법 제96조 제2항은 
전시나 함정, 해외파병의 경우에 군사법원 설치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
다. 하지만, 일반법원이 집중적인 관할권을 가지도록 한 것에 대하여 사실상 특별
군사법원이 설치된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견해도 존재한
다125).

(4) 군수사 및 기소관련 군검찰의 존재 여부 및 임무
  독일에는 현재 국방부 또는 군부대 내 군검찰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일반검찰이 군사범죄에 대한 기소 및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한다. 독일군도 평화유
지군으로 해외파병이 가능하게 된 이후 해외 파병지에서의 군인간 범죄를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최근까지는 
해외파병 군인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해외파병 전 부대 주둔지나 군인의 독일 내 
주소지 관할 검찰이 관할권을 갖고 있었다. 이 경우 그렇지 않아도 적은 수의 해

125)  이계수/노진석/박병욱/박지웅/임재성/전학선/최관호, 군사수와 사법제도 현황 및 개
선방안 연구,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 2015, 303쪽 이하. “Kempten–Ein
heitlicher Gerichtsstandort für Soldaten im Auslandseinsatz”, Anwalt.de, 2013.4.
2자, <http://www.anwalt.de/rechtstipps/kempten-einheitlicher-gerichtsstandort-f
uer-soldaten-im-auslandseinsatz_041554.html>, 검색일: 201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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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파병 군인의 형사사건을 전국 각처의 주소지 관할 검사가 수행함으로 인하여 전
문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2013년 4월 1일 부터 Kempten 시의 
검찰청에서 군사건 전담 검사부(Schwerpunktstaatsanwaltschaft)를 만들어 전담
하게 되었다. 전담 검사는 카운터 파트너인 Potsdam 시에 있는 독일 연방군의 파
병지휘사령부(Einsatzführungskommando)의 독일연방군 법률자문관(총 12명)과 
함께 해외 사건에 대한 수사를 상호간 협력하에 진행하게 되었다. 물론, 수사의 지
휘자체는 Kempten 검찰청의 군사건 전담 검사가 한다.
  절도, 협박, 모욕, 징계권한의 남용 같은 해외 파병 군인 관련 형법 및 군형법 
위반 사건을 수사할 때 독일 형사소송법의 관할권이 해외파병지에는 미치지 않는 
관계로 Kempten 시의 군전담검사가 직접 해외파병지에서 수사를 할 수 없는 법률
상의 한계가 생기게 된다. 하지만, 사실관계의 규명은 사실상 해당 파병 군부대에
서 직접 할 수 밖에 없다. 범죄의심 사건은 동시에 군인징계법상(Wehrdiszipli- 
narordnung)의 징계사건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먼저 해당 해외파병부대(헌병)에서 
징계사건 조사를 해서 결과를 문서화하여 Potsdam 시의 독일연방군 법률자문관에
게 제출하면 Kempten 군전담 검사는 형사소송법상 문서열람권을 근거로 해당 사
건에 대한 정보를 지득하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연방독일군은 군인징계법 위반을 
근거로만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의 관점에서 본다면 결함이나 지연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것들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추후에 다시 조사하기가 상
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군사건 전담검사부는 독
일연방군의 징계조사 절차와는 별도로 독일 연방군이 스스로 할 수 없는 혈액채취
나 신체수색 등을 군인이 본국에 송환될 경우 할 수 있다는 점을 항변하기도 한
다. 국방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녹색당 소속 연방하원의원인 코일(Keul)은 객관적
인 입장에서 수사상의 한계 때문에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지 못하여 해당 기소절차
가 무혐의를 받는 경우도 실제로 많이 있었다는 점을 보고하기도 한다.
  이러한 해외파병지에서의 수사상 한계 때문에 Kempten 시의 군사건 전담검사들
은 형사소송법을 파병지에까지 적용하도록 변경할 것, 이 경우 검사가 군 사법경찰
이나 일반경찰 수사관을 지정하여 임명할 수 있을 것, 파병국가 수사기관의 법적 
협력 없이도 직접 독일의 검사, 경찰수사관, 군 사법경찰관이 수사할 수 있도록 주
둔협정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126).

126) 이계수/노진석/박병욱/박지웅/임재성/전학선/최관호, 군사수와 사법제도 현황 및 개선
방안 연구,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 2015, 302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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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군사법경찰의 존재 여부 및 임무
 
  독일의 헌병은 국내의 군인의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권(수사관할권)을 가
지지 못하고 일반 경찰이 사법경찰권(수사관할권)을 갖는다. 독일 헌병은 사법경찰
권이 없고 영내 경비, 교통질서유지 등 위험방지권한(행정경찰권한)과 군인징계법
에 따른 행정상 징계조사권한만을 가질 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된 증거를 확보
하고 독일 연방 군 직접강제법(UZwGBw)에 의해 행정상 물건을 영치하고 압수할 
수 있으며(독일 경찰법상 영치, 압수에 준하는 것으로 형사소송법상 영치, 압수가 
아님), 이 물건 등을 군무법정(Truppendienstgericht)에 제출할 수 있다. 그 외에
도 독일 헌병은 행정상의 조사권한을 가진다. 일반검찰이 지정하는 경우 일반경찰
이 군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수행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독일군이 위험지로 해외파병될 경우 독일 일반경찰이 그와 같은 위험지에 수사
를 위하여 별도로 파견될 수는 없으므로 독일 헌병이 해외 파병지에서 형사소추의 
영역에서 일정한 관할권을 가진다. 그러나, 이것이 독일 헌병이 해외에서 국내의 
독일 경찰처럼 군사영역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
다. 왜냐하면, 해외에서는 기본적으로 독일 형사소송법이 적용될 수 없기 때문이
다127). 위에서 설명했듯이 해외에서의 범죄의심 사건은 동시에 군인징계법상
(Wehrdisziplinarordnung)의 징계사건에도 해당되므로 먼저 해당 해외파병부대
(헌병)에서 행정상 징계사건 조사를 행하고, 이 결과를 문서화하여 독일연방군 법
률자문관에게 제출하면 군전담 검사는 형사소송법상 문서열람권을 근거로 해당 사
건에 대한 정보를 지득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헌병이 위 독일 연방 군 직접강제
법 등을 근거로 형사소추와 관련된 사실관계 조사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지 해외에
서 독일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6) 신분적 관할권 – 법원, 검찰, 경찰(일반경찰 또는 
군사법경찰로서의 헌병) 단계 모두 포함

  독일은 군사법원, 군검찰이 존재하지 않고 국내 헌병은 사법경찰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일반법원, 일반검찰, 일반경찰이 군인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관할권을 가
진다. 
  군인의 범죄와 관련하여 일반경찰이 군부대 내에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
우 부대장에게 요청(ersuchen)할 수 있고, 이 일반경찰의 요청에 군부대장은 응할 

127) 이계수/노진석/박병욱/박지웅/임재성/전학선/최관호, 군사수와 사법제도 현황 및 개선
방안 연구,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 2015, 3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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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가 있다. 또한, 군부내 내에서의 일반경찰의 활동과 관련하여 군은 가능한한 
이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또한, 군부대 내에서의 일반경찰의 활동과 관련해서는 일
반경찰이 결정한다128). 이와 같은 내용은 기본적으로 제복을 입은 시민으로서의 군
인이 다른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일반 법률의 규율대상이라는 것, 군인도 다른 모든 
일반국민과 마찬가지로 경찰의 위험방지 및 형사소추와 관련된 명령에 따라야 한
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129). 

128) 2012.1-I Polizei und Bundeswehr Bekanntmachung des Bayerischen Staatsmin
isteriums des Innern vom 16. September 1957, Az. IC1-2531/34-30 (MABl. S. 70
3) (JMBl. S. 514)

6. Zutritt zu militärischen Anlagen (군사시설에의 출입)
    Wird eine Beschlagnahme oder eine Durchsuchung in einem Dienstgebäude o

der in einer nicht allgemein zugänglichen Einrichtung oder Anlage der Bundes
wehr erforderlich, so wird die vorgesetzte Dienststelle der Bundeswehr um ihre 
Durchführung ersucht. Diese ist verpflichtet, dem Ersuchen zu entsprechen. D
ie ersuchende Stelle ist zur Mitwirkung berechtigt. Des Ersuchens bedarf es ni
cht, wenn die Beschlagnahme oder Durchsuchung in Räumen vorzunehmen is
t, die ausschließlich von anderen Personen als Soldaten bewohnt werden (§ 98 
Abs. 4, § 105 Abs. 4 StPO in der Fassung des Vierten Strafrechtsänderungsges
etzes vom 11. Juni 1957, BGBl I S. 597).

    Macht die Durchführung von Maßnahmen, die nicht der Strafverfolgung diene
n, das Betreten militärischer Anlagen erforderlich, so wendet sich der Polizeib
eamte an den für die Anlage zuständigen Dienststellenleiter (Kasernenkomman
dant) oder an die von diesem bestimmte Stelle (z.B. Offizier vom Dienst). Dem 
Ersuchen des Polizeibeamten ist zu entsprechen, soweit es sich nicht um das 
Betreten von Anlagen handelt, die Geheimschutz genießen. Ist der zuständige V
orgesetzte nicht erreichbar, so kann bei Gefahr im Verzuge ohne seine Mitwir
kung vorgegangen werden. Er ist jedoch nachträglich unverzüglich zu unterric
hten.

    Bei Amtshandlungen in militärischen Dienstgebäuden oder sonstigen militärisc
hen Anlagen sowie bei der Durchsuchung von Fahrzeugen der Bundeswehr, di
e sich auf Dienstfahrt befinden, soll der militärische Dienst durch die Ausführ
ung polizeilicher Tätigkeiten möglichst nicht beeinträchtigt werden. Die Entsch
eidung trifft die Polizei. (https://www.gesetze-bayern.de/Content/Document/Bay
VwV151467/true 마지막 검색 2022.1.26. 자)

129) 2012.1-I Polizei und Bundeswehr Bekanntmachung des Bayerischen Staatsmin
isteriums des Innern vom 16. September 1957, Az. IC1-2531/34-30 (MABl. S. 70
3) (JMBl. S. 514)

  Ⅰ. Allgemeines
    2. Die Soldaten unterliegen wie alle anderen Staatsbürger den allgemeinen Ge

setzen und unterstehen in Strafsachen grundsätzlich der allgemeinen Gerichtsb
arkeit. Sie haben daher wie alle anderen Staatsbürger die Gesetze zu achten u
nd den Anordnungen der Polizeibeamten Folge zu leisten, die diese in Ausübu
ng ihres Dienstes erteilen. (https://www.gesetze-bayern.de/Content/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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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파병지의 경우 일반경찰이 파견되기에는 위험하므로 해외파병지의 군헌병
이 파병 현지 독일 군인의 범죄에 대한 형사소추를 위한 사실관계 조사를 행한다. 
이 때 군헌병은 행정상의 징계조사권한으로서 관여하는 것이지 사법경찰권을 행사
함으로써 관여하는 것은 아니다. 즉, 독일 군헌병에게는 국내든 해외든 사법경찰권
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4. 프랑스의 군사법제도 

(1) 프랑스 군사법제도 연혁
프랑스는 과거에는 사법법원130)의 최고법원인 대법원(Cour de cassassion) 산

하의 특별법원으로 별도의 군사법원을 두었다. 그러나 1982년 7월 21일 국가안전
과 군사 분야의 예심과 범죄 재판에 관한 법률(la loi n°82-621 du 21 juillet 
1982 relative à l'instruction et au jugement des infractions en matière 
militaire et de sûreté de l'Etat et modifiant les codes de procédure pé-
nale et de justice militaire a supprimé)을 통하여 평시에는 군사법원을 폐지하
였다. 1982년 7월 21일 법률로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요인
에서 비롯되었다. 법원의 재판부에 정식 법관이 아닌 군인이 관여한다는 점이 비판
을 받았고, 법원이 때때로 중형을 선고한다는 점이 비판을 받았다. 또한, 군사법원
이 군사기밀을 이유로 판결문에 이유를 설시하지 않은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되었
다.131) 1982년 7월 21일 법률에 의하여 일반 군사법원은 폐지되었으나, 독일에 있
는 군사법원(le tribunal des forces armées)과 파리에 있는 군사법원(le tribu-
nal des forces armées)은 폐지하지 않았다. 이후 독일과 파리의 군사법원은 군
사법원법과 형사소송법 개혁에 관한 1999년 11월 10일 법률(loi n°99-929 du 10 
novembre 1999 portant réforme du code de justice militaire et du code 
de procédurepénale)에 의하여 파리군사법원(Le tribunal aux armées de 
Paris - TAAP)이 창설되면서 이에 통합되었다. 그러나, 파리군사법원도 2012년 1

BayVwV151467/true 마지막 검색 2022.1.26. 자)
130) 프랑스에서 헌법상 사법권한은 사법법원에 부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재판을 담

당하는 기관을 중심으로 보면 이원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프랑스의 사법권은 일
반 민·형사 사건을 처리하는 사법법원(Juridiction judiciaire)과 행정사건을 담당하는 행
정법원(Juridiction administrative)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외에도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Conseil constitutionnel)와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탄핵재판소(La Haute Co
ur), 그리고 정부구성원의 책임에 대하여 심판하는 공화국재판소(Cour de justice de la 
République) 등이 있다.

131) 법무부, 프랑스 사법제도(1997), 3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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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일부로 해체되었다. 파리군사법원이 해체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파리군사법원
이 1년에 평균 180 내지 190건의 사건을 처리하는데 지나지 않았고, 그나마 그 가
운데 대부분은 일반사건(폭력, 마약, 교통사고 등)이었고 군 관련 특수사건(탈영, 
명령불복종 등)은 10%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132) 

요컨대 현재 프랑스에서는 평시와 전시를 구분하여 평시에는 일반법원에서 군사
범을 재판하고 있다. 그리고 전시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사법권이 부여되고, 전시지
역군사법원(tribunaux terriꠓtoriaux des forces armées)과 전시해외지역특별법
원(tribunaux militaires aux armées)에 의하여 사법권이 행사된다.

(2) 군형법의 존재여부 및 규율대상 범죄
프랑스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별도의 군형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평시에 군인에 

의한 일반법률 위반(소위 불순정 군사범죄)에 대해서는 군 관련 법률이 아닌 일반
법률인 형법전(Code penal)이 적용되게 된다. 다만, 군사법원법(Code de justice 
militaire:CJM)에서 순정군사범에 관하여 몇몇 규정을 두고 있다. 군사법원법에서
는 군사범을 ① 군 질서위반죄(Des infractions d'ordre militaire), ② 전시 국가
기본이익 침해죄(Des atteintes aux intérêts fondamentaux de la Nation en 
temps du guerre)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군 질서위반죄는 다시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① 군 의무위반죄(Des in-
fractions tendant à soustraire leur auteur à ses obligations militaires), ② 
명예 또는 책임위반죄(Des infractions contre l'honneur ou le devoir), ③ 규
율위반죄(Des infractions contre la discipline), 그리고 ④ 명령위반죄(Des in-
fractions aux consignes)로 구분하고 있다. 예를 들어, 명령불복종
(insoumission)(제L321-1조), 군무이탈(désertion)(제 L321-2조부터 제L321-17
조), 자해(la mutilation volontaire)은 ①의 군 의무위반죄에 해당하고, 항복
(capitulation)(제L322-1조부터 제L322-2조)이나 군사음모(complot militaire)(군
사법원법 제L322-3조), 약탈(pillages)(군사법원법 제L322-5조), 파괴
(destruction)(군사법원법 제L322-6조부터 제L322-10조), 위조·변조·횡령(Du 
faux, de la falsification, des détournements)(제L322-11조부터 제L322-14조) 
등은 ②의 명예 또는 책임 위반죄에 해당한다. ③ 규율 위반죄에는 군사반란
(révolte militaire)(제L323-1조부터 제L323-3조), 반역(rébellion)(제L323-4조부터 
제L323-5조), 항명(refus d'obéissance)(제L323-6조부터 제L323-8조) 등이 있으

132) Ētude d'impact, Projet de loi relatif à la répartition du contentieux et à l'allé
gement de certaines procédures juridictionnelles, 1er mars 2010.,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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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권한남용(Des abus d'autorité)도 규율 위반죄에 해당한다. 
전시 국가기본이익 침해죄는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① 전시 간첩 및 배반의 죄(, 

De la trahison et de l'espionnage en temps de guerre),  ② 전시 국가 방위 
침해죄(Des autres atteintes à la défense nationale en temps de guerre)가 
그것이다.

(3) 군사건 관련 재판부 구성 및 관할관, 심판관 제도
가. 평시 군범죄 담당 재판부 구성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한 프랑스에서 평시 군사범에 대한 재판은 일반 사법법원
(Juridiction judiciaire)이 관할하고 있다(군사법원법 제2조). 즉, 평시에는 군사법
원을 특별법원으로 설치하지 않고, 일반법원에서 군 관련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것
이다. 일반법원 가운데 지방법원(tribunal de grand instance)에서 군 관련 사건
을 담당하게 되는데, 지방법원 군사전문부(Juridiction de droit commun spé-
cialisées enmatière militaire)에서 사건을 담당한다133). 다만, 형사소송법 697조 
이하에서 평시 군범죄의 소추(Poursuite), 예심수사(Instruction), 재판(Jugement)
에 관한 특별소송절차(Procédure particulière)를 규정하여, 일반적인 형사소송절
차와 구분하고 있다. 우선 각 고등법원 관할 구역 내의 지방법원이 예심수사를 담
당하고, 경죄(délit)의 경우에는 재판도 담당한다. 지방법원의 군사사건을 담당하는 
전문 재판부에서는 관할 지방법원 법관회의의 의견을 듣고 사법관으로 전문재판부
를 구성한다. 

한편, 중죄(crimes)의 경우에는 지방법원 전문재판부가 아닌 중죄법원(Cour 
d'assises)이 재판을 담당한다(형사소송법 제697조). 프랑스에서 중죄법원은 비상
설 법원으로 보통 분기별로 소집이 되는데, 한번 소집되면 약 2주 동안 재판을 한
다. 중죄법원은 중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담당하는데, 중죄는 위경죄
(contravention)와 경죄(délit)보다 더 중한 죄로 살인, 강도, 강간 등이 중죄에 해
당한다. 중죄법원은 3명의 직업법관과 배심원(assesseur)으로 구성되는데, 일반 형
사소송절차에서 중죄법원의 배심원은 1심인 중죄법원에서는 6명이고 항소중죄 법
원에서는 배심원이 9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군에 관한 사건(형사소송법 제698-7
조 제외)을 담당하는 항소중죄 법원에서는 배심원이 8명이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일
반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정은 1심인 중죄법원에서는 3명의 법관과 6인의 
배심원 가운데 6인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항소 중죄법원에서는 3명의 법관과 9인

133) CJM Art.L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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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배심원 가운데 8인의 찬성이 있어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59조), 군 관련 사건에
서는 과반수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698-6조). 또한, 형의 결정에 
있어서도 일반 사건에서는 투표자의 ‘절대 과반수’를 필요로 하고 있으나(형사소송
법 제362조 제2항), 군 관련 사건에서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다(형사소송법 제698-6조). 

나. 전시 군범죄 담당 재판부 구성

전시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사법권이 이양되고 군지휘관들의 지휘하에 군사법원이 
운영된다.134) 전시엔 군사법원이 즉시 설치되는데, 프랑스 영토 내에서는 전시지역
군사법원(tribunaux territoriaux des forces armées)이 재판권을 가지고, 프랑
스군이 해외에 주둔하거나 작전을 할 때에는 전시해외지역특별법원(tribunaux 
militaires aux armées)이 재판권을 가진다. 군사법원이 설치되기 전까지 사건을 
담당하던 법원이 재판을 관할하고, 군사법원이 설치되고 난 후 사건을 군사법원으
로 이송한다(형사소송법 제699조). 

한편, 정부가 동원령(mobilisation) 또는 경계령(mise en garde)을 발동한 경우
에는 법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행정최고재판소의 심의를 거
친 데크레로 군사법원법의 전시 조항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699-1
조), 군사법원을 설치할 수도 있다. 계엄(état de siège)이나 긴급조치(état d'ur-
gence)가 발동된 경우, 법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행정최고재
판소의 심의를 거친 데크레로 전시 지역군사법원이 설치될 수 있다. 이 경우 전시
지역군사법원의 관할은 군사법원법의 전시 조항과 계엄 또는 긴급조치에 관한 법
률이 적용된다. 다만 계엄이나 긴급조치에 관한 법률이 형사소송법의 전시에 관한 
규정과 충돌할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700조).

(4) 군수사 및 기소 관련 군검찰의 존재 여부 및 임무
프랑스에는 독립된 군검찰 조직은 없으며 군인의 범죄 및 군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 및 기소는 일반 검사가 담당한다. 평시 국내에서 발생한 군사건과 관련하여 
소송절차는 일반법인 형사소송법의 소송절차를 따르도록 되어 있다. 다만, 평시 프
랑스 국외에서 발생한 군범죄의 경우 파리 지방법원 소속 검사가 전속적으로 관할
하여 처리하는 점이 특징이다. 

다만, 군사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고발이 없는 경우, 중죄 또는 경죄의 현행

134) CJM Art.L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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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검사는 고발되지 않은 사람에 대한 공소장이나 추가소추
(réquisitoire supplétif), 손해배상청구를 포함하여 모든 소추를 위하여 사전에 국
방부 장관이나 또는 그에 의하여 자격이 부여된 군 당국에 의견(avis)을 요청하여
야 한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의견은 1달 안에 제출된다. 의견이 
기간 내에 표명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고발이나 의견이 소송 서류에 나타나지 
않으면 무효이다(형사소송법 제698-1조). 따라서 검사가 공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는 국방부장관이나 국방부장관에 의하여 권한이 부여된 군 당국의 고발이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국방부장관이나 군 관계 당국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나 군 당국의 의견은 구속력이 없고 자문
(consultatif)의 성격을 가질 뿐이다.135)

검사, 예심판사 및 사법경찰관은 군사시설 내에서 범죄사실을 인지하거나 또는 
그 안에서 사람 혹은 범죄와 관련한 증거물을 조사하려고 하는 때에는 군 당국에 
대하여 시설에 대한 출입허가를 구하는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항의 청구서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수사의 성질 및 이유를 기재하여
야 한다. 군 당국은 출입을 허가하고 조사에 입회할 대리인을 두어야 한다. 검사, 
예심판사 및 사법경찰관은 군 당국이 권한을 위임한 대리인과 협조하고, 특히 군사
기밀의 보호에 유념하여야 한다. 또한, 군 당국의 대리인은 수사 및 예심수사의 비
밀을 엄수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698-3). 수사상 필요가 있거나 수사 위임 또는 
영장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 당국은 직무 수행 중인 군인으로 하여
금 사법경찰관의 청구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698-4).

전시에는 사법권을 이양받은 국방부장관 혹은 군기관은 기존 검찰이 아닌 정부
위원(Les commissaire du Gouvernement)을 별도로 선임하여 범죄의 인지와 소
추에 관한 일련의 소송행위를 수행하도록 한다.136) 정부위원은 군사경찰관리 등을 
지휘하여 군사범죄를 수사를 하고 기소를 수행한다. 

(5) 군사법경찰의 존재 여부 및 임무
 

가. 일반 사법경찰로서 헌병: 평시 국내에서 발생한 군사범죄 관할

프랑스에서 국가치안사무는 국립경찰(La police nationale)과 국립헌병(La gen-
darmerie nationale)이 담당하고 있다. 군인경찰인 국립헌병이 군인이면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경찰권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상대로 수사활동까지 전개

135) Saas Claire, La justice militaire en France, Archives de politique criminelle
(Université de Nantes, 2007).
136) CJM Art. L11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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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것은 우리 법제에서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군인이 경찰기능을 
수행하게 된 데에는 역사적으로 경찰조직이 틀을 잡기 이전에 프랑스의 치안을 유
지할 마땅한 조직이 없었던 것이 그 이유라고 할 수 있다137). 현재 국립헌병은 국
토의 90%가 넘는 인구 2만명 미만의 소도시나 농촌지역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다. 
국립헌병은 전통적으로 민간인인 국립헌병청장(Directeur general)이 맡아 지휘하
고 있으며, 군사 임무를 제외한 치안업무는 각 도지사의 지휘를 받고, 수사임무는 
검사나 예심판사의 지휘를 받는다.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16조 사법경찰관의 자격 및 동법 제20조 사법경찰리의 자
격, 동법 제21조 보조 사법경찰리의 자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6조 ① 다음의 자는 사법경찰관의 자격이 있다. 
1. 시장 및 그의 보좌관
2. 3년 이상 헌병대에서 근무한 헌병장교 및 하사관으로서 위원회의 동의를 얻

어 법무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지명된 헌병
3. 국가경찰의 치안정감 또는 치안감·경찰청차장·경무관·경찰서장
4. 3년 이상 국가경찰의 지휘관·간부직을 맡은 공무원으로서 위원회의 동의를 얻

어 법무부장관 및 내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지명된 자

제20조 ① 사법경찰리는 다음의 자로 한다. 
1. 사법경찰관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헌병
2. 본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경찰지휘관·간부직렬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사법경찰관의 자격을 갖지 아니한 자
3. 舊국가경찰·부장직렬에 속하고 있던 경찰관으로서, 1985년 12월 31일 이전 

수습생으로 임명되어 2년간 근무하고 국참사원령이 정하는 조건 하에서 기능시험
에 합격하거나 또는 상위 직급으로 보직이 가능한 자격을 갖춘 자

4. 舊수사형사 직렬에 속해 있던 경찰관으로서, 1979년 3월 1일 이전에 수습생
에 임명되어 2년간 근무하고 사법경찰 및 중죄법원 배심원에 관한 형사절차의 개

137) 군인경찰의 역사는 중세 기마헌병대(Marechaussee)로 거슬러 올라간다. 1439년에 사
를 7세(Charles VII)가 궁수보병대(Infanterie des francs archers)와 기병대(Armes a 
cheval)로 구성된 왕립상설군으로 창설하여 전국토에서 발생하는 탈주병 등에 의한 범죄
를 처리토록 하였다. 그 이후 프랑수와 1세(Francois I)는 200명의 기마헌병대를 설립했
고, 구체제하에 조직과 관할을 넓혀오다 1789년에 와서 기마 현병대의 기능이 군인경찰
대로 이관되어 공화국 내의 법률집행과 질서유지를 담당하게 되었다. 1944년 군인경찰국
을 창설하여, 현재까지 군인 신분으로 국가 치안을 담당하고 있다.(강기택 외, 비교경찰
론, 수사연구, 2006, 54-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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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관한 1978년 7월 28일 법률 제78-788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하거나 
또는 국참사원령이 정하는 조건 하에 기능시험에 합격하거나 또는 상위 직급으로 
보직이 가능한 자격을 갖춘 자

제21조 ① 다음의 자를 보조 사법경찰리로 한다. 
1. 국가경찰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제20조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1-2. 헌병대 소속 군무원 자격을 갖춘 지원병
1-3. 공공안전의 확보와 발전에 관한 1995년 1월 21일 법률 제95-73호 제36조

에 명시된 공안공무원
1-4. 파리지방 감시국 직원
1-5. 제20-1조에 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헌병대 소속 보충병
2. 지방자치단체 경찰리
3. 국토보존에 관한 법 제2213-18조 마지막 항에 정한 활동 관련 산림감시원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헌병장교 및 하사관 군(群, 그룹)은 사법경찰관이
나 사법경찰리가 될 수 있고, 헌병대 소속의 지원병, 보충병은 보조사법경찰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병사인 군인은 사법경찰리가 될 수 없고 단지 보조사법경찰리
가 될 수 있을 뿐이다. 

나. 군사법경찰: 평시 국외에서 발생한 군사범죄 및 전시 군사범죄 관할

프랑스의 경우 군사법경찰관(officier de poilce judiciaire des forces armees)
이 평시에는 국방부장관의 아레테(arrêté)로 범죄를 고발하거나 소추 관련 의견을 
낸다(형사소송법 제698-1조). 프랑스는 징병제를 실시하다가 2001년부터 모병제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우리와 같은 징병제에 의한 병사는 없다. 평시에 군사법경찰관
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138).

1. 장교(officier)와 형사소송법 제16조가 적용되어 사법경찰관으로 임명되었던 
헌병과 같은 헌병 계급자

2. 장교나 부사관(sous-officiers) 또는 법률이 사법경찰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
는 경우 법령에 의하여 그들에게 부여한 개별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다른 군
의 선서를 한 공무원 

138) CJM L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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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헌병병과의 장교가 군사법경찰관(officier de poilce judiciaire des 
forces armees)으로 지명되어 군사범죄 수사권을 가질 수 있고, 헌병 외 각 분과
에서 지명된 장교와 부사관도 군사법경찰관(officier de poilce judiciaire des 
forces armees)으로서 지명되어 군사범죄 수사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파리 지방법원 소속 검사가 군의 사법경찰을 지휘한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
40조 제2항이 적용되도록 되어있는데139), 모든 관공서 소속 직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 중에 중죄 또는 경죄를 인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에게 이를 보고하고 
이에 관한 일체의 정보, 조서 및 관계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0조 제2항). 

군사법경찰은 예심수사(instruction préparatoire)가 시작되기 전에 범죄에 대하
여 인지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당사자를 조사한다. 예심수사가 시작되면 군사법경찰
은 예심재판에 이양한다.140) 군사법경찰관은 일반사법경찰의 권한을 가지므로141) 
일반 사법경찰의 규정에 따라 군 사법경찰이 중죄나 경죄 또는 위경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형사소송법 제19조 제1
항). 프랑스에서 사법경찰은 원칙적으로 현행범만 수사할 수 있고, 제한된 범위에
서만 검사의 지휘와 통제를 받아서 예비수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군 사법경찰은 
범죄사실을 인지한 경우 예심수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증거를 수집하고 당사자를 
조사할 수 있는 것이다. 예심수사가 시작되면 예심판사가 이를 담당하게 된다.

군사법경찰관으로 지명되지 않은 군부대 헌병(Les gendaremes)들은 형사소송법 
제20조에 규정된 사법경찰리의 권한을 행사한다.142) 군사법경찰리로서 헌병은 직
권으로 혹은 파리 지방법원 소속 검사의 지휘를 받아 예비수사(내사: Enquete 
preliminaire) 수행한다. 헌병재판소에 복무하도록 차출된 병사는 사법경찰관의 지
휘 아래 인지한 범죄를 보고하는 방식으로 보조한다.143)

한편, 전시에는 군사법경찰이 원칙적으로 프랑스 국내에서 발생한 군범죄 관련 
수사를 담당한다(군사법원법 제L212-3조). 다만, 군사법경찰의 절대적인 숫자가 보
족한 점 등을 고려해 일반 사법경찰 또한 전시 국내에서 발생한 군사범죄 수사를 
담당할 수 있다.144)

139) CJM L211-1-3
140) CJM L211-2
141) CJM L211-3
142) CJM L211-1-4
143)  CJM L211-1-4
144) CJM L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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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분적 관할권 – 법원, 검찰, 헌병(군사경찰)수사 
모두 포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평시에는 일반법원이 군사범에 관한 재판권을 행사한다. 
지방법원 군사전문부와 중죄법원은 병역 중인 공화국 영토 내에서 군인이 범한 혹
은 군인에 대해 범한 경죄와 사건을 담당하는데, 정범뿐 아니라 공범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가진다. 그리고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해당 법원에서 재판하게 된다.  

헌병이 사법경찰 또는 행정경찰 직무를 수행 중에 보통법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
우에는 일반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관할권이 일반 형사사건 관할 법원에 속하게 
된다. 그러나, 헌병이 명령 수행 과정에서 범한 범죄는 군 관련 법원이 관할하게 
된다. 경죄법원(tribunal correctionnel)이 수리한 사건에 대하여 관할이 아니라고 
선언한 때에는 검사에게 이송하여 그 의견에 따른 조치를 취하게 된다.(형사소송법 
제697-1조)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프랑스군은 파리에 위치하는 지방법원과 중죄법원이 관할
권을 가진다. 즉 프랑스군에 의하여 프랑스 영토 이외의 지역에서 범해진 중죄와 
경죄에 대한 관할권은 파리에 있는 지방법원과 중죄법원에 관할권이 인정된다. (형
사소송법 제697-4조). 

전시의 경우 군사법원이 즉시 설치되는데, 프랑스 영토 내에서는 전시지역군사법
원(tribunaux territoriaux des forces armées)156)이 재판권을 가지고, 프랑스
군이 해외에 주둔하거나 작전을 할 때에는 전시해외지역특별법원(tribunaux mili-
taires aux armées)이 재판권을 가진다. 군사법원이 설치되기 전까지 사건을 담
당하던 법원이 재판을 관할하고, 군사법원이 설치되고 난 후 사건을 군사법원으로 
이송한다(형사소송법 제699조). 

정부가 동원령(mobilisation) 또는 경계령(mise en garde)을 발동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행정최고재판소의 심의를 거친 데
크레로 군사법원법의 전시 조항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699-1조), 군
사법원을 설치할 수도 있다. 계엄(état de siège)이나 긴급조치(état d'urgence)가 
발동된 경우, 법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행정최고재판소의 심
의를 거친 데크레로 전시지역군사법원이 설치될 수 있다. 이 경우 전시지역군사법
원의 관할은 군사법원법의 전시 조항과 계엄 또는 긴급조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
다. 다만 계엄이나 긴급조치에 관한 법률이 형사소송법의 전시에 관한 규정과 충돌
할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700조).



- 80 -

5. 대만의 군사법제도 

(1) 대만 군사법제도 연혁

  2013년에 홍중추(洪仲丘) 하사 사망 사건은 대만 군사재판법 제도의 전환점이라
고 말할 수 있다. 제대 3일 앞둔 홍중추 하사가 구금실에서 죽은 소식이 유가족에
게 전달되자 유가족은 비통해 하였다. 군부대에서 사망원인을 은닉하고 변명을 거
듭하자 유가족들은 방송사에 그 사실을 호소하게 되었다. 결국 홍중추 하사의 군단 
소령이 방송에 나와 홍중추 하사가 훈련 도중 더위를 먹어 열사병으로 인해 안타
깝게 사망했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얼마 후 같은 부대의 어떤 사병
이 익명으로 홍중추 하사가 긴 시간 동안 심한 괴롭힘 및 폭언을 받아왔으며 부대
의 상사가 악의로 그를 구금실로 보대 혹독한 훈련을 받게 함으로써 그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내막을 제보하였다. 해당 제보는 일시에 대만의 모두 뉴스에서 집
중적으로 보도되었고, 그 수사 과정도 실시간 방송되었다. 하지만, 사회와 여론의 
엄청난 관심에 비하여 홍중추 하사의 부대와 군 검사가 해당 사건을 제대로 조사
하지도 않았고 사망원인에 은폐하기에 급급하였다. 사건 쟁점인 가혹 훈련 과정에 
대한 CCTV 화면도 그 사건이 있었던 80분 동안만 녹화되지 못하였다는 은폐성 
발표를 하기도 하였다. 심지어 군검사의 수사종결 결과에서는 홍중추 하사가 부대
에서 당한 부당행위와 가혹행위는 홍 하사가 자신이 제대가 얼마 앞두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부대의 상사에게 하극상의 태도로 일관하여 이들과 원한을 맺게 된 
것이 원인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그 소위 부당훈련은 구금실 관리인의 단독행
위일 뿐 부대 내에서 집단 따돌림이나 폭언 문제는 없었다고 발표하였다.
  대만의 불미스러운 군대 문화는 이미 오래 전부터 대만국민에게 익숙한 일이라
고 한다. 1993년 인칭펑(尹清楓) 해군 대령이 대만 정부가 프랑스로부터 대라파예
급 호위함의 구매 부정사건에 연루되어 곧바로 암살을 당한 후 시신이 어민에게 
우연히 발견되어 건져진 것이 있다. 그 후 해당 군함 구매 프로젝트의 관련자인 
대만 군인 7명과 프랑스 군인 6명이 모두 미상의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또한, 
1996년에 타이베이 공군사령부 부대의 PX 사장의 5살 딸이 부대에서 강간을 당해 
사망하기도 하였다. 군 검사는 병사 강국경(江國慶)을 범인으로 지목하여 사형 선
고하고 1년 이내에 사형을 집행하였다. 하지만, 강국경 사병의 부친이 그 후에 상
소하여 2011년에 진상이 드러났는데, 사실 강국경이 진범이 아니었고 부대 상사의 
압박으로 대신 죄를 뒤집어 썼던 것이다. 사건 발생후 10여 년이 지나서야 강국경 
병사는 무죄로 선고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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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에서 일어난 가혹 훈련, 폭언, 따돌림 등 부정행위는 현재 대부분의 20대 후
반인 대만 성인 남성이 모두 알고 있을 정도로 만연해 있었다고 한다145). 따라서 
2013년 홍중추 사건이 사회에 알려지자 군인 인권단체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모
두 군사법제도 및 군대문화 개혁에 동참하였다. 2013년 8월 3일에 10여 만명 이
상의 시민이 대만 총통부 앞에서 시위하여 홍중추 사건에 관한 진정서를 국방부에 
전달하였다. 당시 대만 대통령 마잉주는 총 3번이나 해당 사건에 대해 공개 발언
하였고 홍중추 하사의 장례식도 직접 참석하였다. 하지만, 시민의 분노와 국방부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끊이지 않자 결국 국방부 장관이 사직을 하였고 대만 입법부
도 2013년 8월 6일에 군사심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군사법원이 
새로운 개정안이 시행 후 전시에만 운영되고 평시군사법원이 폐지되었다. 이에 따
라 평시의 모든 군사사건은 일반법원에서 재판하게 되었다.
  2013.8.6. 개정(2013.8.13. 공포)된 군사심판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
다146).

145) 1949년 중화민국 국민정부 대만에 이전하여 곧바로 징병제를 실행하였다. 1977년에 
모두 성인남성 3년의 병무 기간을 의무가 있으나 2000년 후에 징병제가 평행하면서 병
무기간이 2년에다가 해마다 2년씩 정도 줄이고 2008년에 1년만 병무기간을 부여되었다. 
더 나아가 2018년에 징병제 전면 폐지하여 2013년부터 1994년 이후 출생한 남자는 4개
월의 군사 훈련만 받으면 되었다.   

146) 아래의 아래 군사심판법 번역은 김용주/오윤성, 군사법제도 발전방향을 위한 모색연구, 
한국경찰학회보 제19권 제2호, 2017 〈표 3〉을 전제하였다.

개정 전 개정 후 현행(2013.8.13)

제1조
현역군인이 ｢육·해·공군형법｣ 또는 그 특별
법상의 죄를 범한 경우, 이 법의 규정에 따
라 기소, 심판한다. 전쟁 시 ｢육·해·공군형
법｣ 및 특별법을 위반하는 경우도 이와 같
이 적용한다.

비현역군인에게는 ｢군사심판법｣을 적용하
지 않는다. ｢계엄법｣상 특별 규정이 있을 
때에는 ｢계엄법｣ 규정에 따른다.

제1조
현역군인이 전쟁 시 ｢육·해·공군형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죄를 범한 경우 이 법에 따
라 기소, 처벌한다. 현역군인이 비전쟁 시 
다음 죄를 범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의해 
기소, 처벌한다.
(1) ｢육·해·공군형법｣ 제44조 내지 제46조 
및 제76조 제1항.
(2) 전항 이외의 ｢육·해·공군형법｣ 및 특별
법상의 죄(본항 공포 후 5개월 시행).
 비현역 군인에게는 ｢군사심판법｣을 적용
하지 않는다.

제34조
일부 범죄사실이 이 법에 의해 심판되는 
경우, 전부 이 법에 따라 심판한다.

제34조
일부 범죄사실이 ｢형사소송법｣에 의해 심
판되는 경우, 전부 형사소송법에 따라 심판
한다.
부칙 제2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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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된 군사심판법에 따라 군사사건에 대한 수사, 기소, 재판제도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는지, 인권보장이 더 잘 실현될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학계
와 실무계의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2) 군형법의 존재여부 및 규율대상 범죄
  대만의 군형법은 육해공군형법이라고 하는데(이하 ‘대만군형법’이라고 한다) 
1929년에 제정되었다. 2001년 전부 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2019년에 한 차례 
개정이 있었다. 현행 대만 군형법은 총 79개 조문이 있으며, 총칙, 각칙과 부칙 총 
3편으로 나뉘어져 있다. 각칙은 또다시 5장으로 나뉘는데 1. 국가충성직책에 관한 
죄, 2. 직역직책에 관한 죄, 3. 상관직책에 관한 죄, 4. 부하직책에 관한 죄와 5. 
기타 군사에 관한 죄가 있다.

가. 국가충성직책에 관한 죄(제14조~제24조)

  제14조부터 24조까지는 국가충성직책에 관한 죄는 대부분 대만 형법의 내란죄와 
외환죄의 특별규정에 해당된다. 범죄 형태는 순정 군사범으로 볼 수 있다. 한 가지 
다른 조항과 다른 것은 내란과 외환에 관한 죄는 형사소송법 제4조 사물관할에 따

본 법률에서 중화민국 102년 8월 6일에 수
정된 조항이 시행되기 전, 이미 이 법에 의
거하여 수사, 심판 또는 집행을 개시한 사
건은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사 및 심판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자, 
수사 중의 사건은 해당 관할 검사로 이송
하여 수사하며 심판 중인 사건은 해당 관
할 법원으로 이송하여 심판한다. 다만, 본 
법률이 개정·시행되기 전, 이미 법정절차에 
의하여 처리된 소송절차의 효력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2) 재판이 확정된 사건은 해당 관할 법원
에 상소 또는 항고할 수 없다. 다만, 재심 
또는 상소사유가 있는 자는 ｢형사소송법｣
에 의하여 재심 또는 비상상소를 신청한다.
(3) 형법재판이 집행되기 전 또는 집행중인 
자는 관할 검사에게 이송하여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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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1심을 고등법원이 관할한다.147)

  또한,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대만 군형법 제2조의 신분적 관할 범위다. 비록 
대만 군형법의 원칙이 전쟁시 현역 군인에게만 적용하고 있으나, 군 형법 제2조에 
따라 위에 언급한 국가충성직책에 관한 죄 중에 제16조,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
1항 제1호, 제2호는 전시 현역 군인이 아니더라도 군형법의 처벌 대상이 된다. 제
16조 현역 군인을 선동하여 폭동을 일으키는 죄, 제17조 1항 적군과 직접 내통한 
죄, 또한, 제18조 적군에게 간첩으로 이익을 주는 죄 모두 전쟁의 결과 및 국가의 
이익에 중대한 침해를 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만 군형법에서는 
해당 행위를 범한 자에 대한 처벌을 일반인에게도 확대하여 군형법의 기본적인 신
분적 관할권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단, 대만 헌법 제9조에 의하여 국민이 현역 군
인이 아니면 군사재판을 받아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은 여전히 상위법 개념이므로 
비록 일반인이 전쟁시 위 언급한 군형법 조항을 위반하였지만 재판관할권은 여전
히 일반법원에 속한다.
 

나. 직역직책에 관한 죄(제26조~제41조)

  대만 구 군형법 시대에는 직역직책에 관한 죄를 여러 장으로 나누어서 현역 군
인이 담당 직무, 직책을 월권, 독직, 해태하는 등 자신 책임과 의무를 위반하는 경
우 처벌하는 여러 규정을 나열하고 있었다. 2001년에 군 형법 전체를 개정한 후에 
기타 형사법에 이미 규정하고 있는 위법행위는 삭제하였고, 나머지 군인 업무상 책
임에 관한 죄만 2장에 모아 남겼다. 현행 군형법 제26조부터 제41조까지는 군인으
로서 중요한 업무 책임만을 규정하는 대신에 상대적으로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제26조의 지휘관이 무단으로 개전하는 죄, 적군 교전 시 명령을 위반하는 
죄, 의무병인 자가 무단으로 상병을 유기한 죄 등은 원칙적으로 모두 순정군사범로 
볼 수 있다. 또한, 본 장에서 범죄구성요건의 행위 주체는 군사 직책을 가진 자만 
해당하고 그 신분이 있는 경우에만 본 장의 적용대상이 된다. 국가 충성에 관한 
죄와 달리 신분적 관할권이 확대적용되어서는 안된다.
  

다. 상관직책에 관한 죄(제42조~제46조)

  제3장 상관직책에 관한 죄 중에 지칭하는 상관이란 군형법 제8조 제1항에 정한 
바와 같이 명령권을 가지거나 직무상의 상관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부대에서 상관
이 절대적 권한을 가지는 동시에 그 권한을 남용하거나 부하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147) 郭欽銘,盧文德(2014) 陸海空軍刑法逐條釋義 元照出版社 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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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하는 내용이 제3장에 나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제1장, 
제2장과 달리 제3장에 직접적인 군사 기능과 관련된 범죄도 있으나 소위 비순정군
사범죄도 규정되어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조항은 제44조인데, 이 조항이 바로 홍
중추 사건과 관련된 핵심 조항이었다. 
  제44조 1항은 부하를 능멸하는 상관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
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부하가 사망한 경우 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며 행위로 인해 부하가 중상을 입은 경우 5년 이상 
12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한다. 또한, 동조 2항은 상관이나 보다 경
력이 많은 병사가 그의 행세를 이용하여 다른 병사를 능멸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처하고 치사의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처하며 중상을 일으킨 자
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처한다고 규정된다. 
  2013년 홍중추 사건 이전에 제44조는 위와 같은 조항만 규정되었다. 그런데, 군
사훈련은 일반 체력훈련 단련과 달리 그 강도도 높고 상관이 정신적으로 독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운영방식이 관습화되어버렸지만, 이것이 필요한 범
위 내인지는 실무적으로 모호한 부분이 존재한다. 이런 관습에 기대어 홍중추 사건
의 해당 훈련관은 당시 홍중추 하사 이외에 몇 명의 동기도 같이 훈련을 받았는
데, 유독 홍중추만 열사병이 발병하는 것이 과연 자신이 부하를 능멸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변명하였다. 이것이 재판의 쟁점이 되었는데, 이것이 쟁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홍중추 사건 재판당시 대만 군형법의 입법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2013년 개정안에 곧바로 제3항, 제4항을 신설하였다. 제3항에 군사 교
육, 훈련, 업무와 기타 군사적으로 필요한 범위 외에 비인도적인 대우를 하는 것을 
‘능멸’이라고 정의하였다. 제3항은 능멸행위의 행위 양태를 명시하는 동시에 실무
상 능멸행위를 확장해석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도 있다. 또한, 제3항에 정한 군사교
육, 훈련, 업무와 기타 군사적으로 필요한 범위는 재판관의 심증에 따라 재판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서 제4항을 신설하였다. 즉, 제3항에 정한 군사 교육, 훈련, 
업무와 기타 군사적으로 필요한 범위는 국방부가 명문 규정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
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신설된 제3항에 위법성 조각사유인 합리적 훈련을 제외하
고 대신 합리적 훈련이라는 것도 국방부의 훈련 수칙에 구체적으로 정한 바에 따
르는 것에만 한정되도록 하였다. 
  군형법 제45조 1항은 징벌하지 아니하여야 할 자를 징벌하는 경우 처벌조항이
다. 즉 상관이 그의 부하가 징벌을 받으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징벌을 내리는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30만원148)의 벌금에 처한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148) 대만의 30만원(NTD) 원화 1200만원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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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2항은 부하에게 군대에서 허용되는 법정 징벌 종류와 한도를 벗어나서 징
벌을 내리는 경우 1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처하도록 하고 있다.  
  군기를 유지하는 것이 군대 통수에 있어서 필요하고 그에 따라 징벌권은 상관이 
부하가 잘못을 저지를 때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반
면 상관이 개인적 원한을 품고 자신이 가진 징벌권을 이용해서 특정한 개인에게 
행사하는데 악용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실무상 상관 및 간부는 대만 
육해공군징벌법(이하 징벌법이라고 한다) 정한 징벌의 종류 및 한도 안에 징벌을 
실행해야 한다. 살펴본 바와 같이 제45조도 역시 일반 순정군사범과 달리 평상시 
부대 훈련에 있어서 상관뿐만 아니라 간부, 병장들이 저지를 수 있는 비순정군사범
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실무상 부대에서 징벌의 방식 및 강도는 부대 구성원
과 부대의 특성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징벌법
을 미리 참조해야 훈련을 실행하는 부대가 과연 몇 개 될지 의문이 드는 것은 사
실이다.  
  마지막은 군형법 제46조는 진정을 방해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담고 있다, 즉 상
관이 강박, 위력, 협박, 이익에 의한 유혹이나 기타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부하
의 청원, 소원, 소송, 진정이나 신고를 방해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금
이나 30만원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고 있다. 비록 대만에도 군대 내부의 신고 번호 
및 민원진정센터 1985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무상 신고 전화를 걸면 해당 부대의 
지휘관이나 부대의 대장이 다시 통보를 받아 외부 감독관이 조사하는 방식을 회피
하고 부대 내부에서 해결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결국은 신고 시스템을 유명무
실하게 만들어서 인권보장은 커녕 신고하는 자가 오히려 부대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될 우려가 없지 않다.
 

라. 부하직책에 관한 죄(제47조~제52조)

  제4장은 부하직책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주로 부하인 군인이 명령을 따
르지 않거나 상관에게 폭행을 하거나 하극상을 하는 경우를 규정한다. 실무상 이런 
문제는 주로 부대에 새로 발령한 하사나 소위에게 자주 발생한다. 상대적으로 해당
부대의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만 징병제 시대에 대학교를 졸업한 소위는 부
대에 대한 훈련과 지휘 책임을 바로 맡게 되지만 대개 부대에서 나이가 제일 어린 
경우가 많아 군대를 지휘하는데 있어 애로점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오히려 원래 이
미 부대에 있는 병사들이 집단으로 소위 등을 따돌리거나 명령을 듣지 않을 수 있
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실무상 군형법으로 의율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군 형법으로 처벌하기보다는 해당 간부에 대하여 상관이 도
와주고 옆에서 지도해주는 것이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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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장에서 정한 죄는 역시 부하라는 신분을 가져야 하며 신분적 관할권의 예외
가 인정될 수 없다. 또한, 상관이 여전히 부대에서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어서 
특수한 사례가 아닌 이상 피해자로 처리되는 것이 많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마. 기타 군사 범죄(제53조~75조)

  제5장에서는 특별규정으로써 형법과 특별법의 특수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항공
기, 군함 등을 납치하는 행위, 위험 운전행위, 전쟁시 절도 등 행위뿐만 아니라 군
인이 도박, 공무 방해, 관등 사칭 등 군인의 의무를 위반하는 죄를 규정하고 있다.
  대만 군형법은 특별법으로써 입법되었고, 소위 군인 범죄는 제2편에 나열되어 
있다. 반면 부칙인 제76조는 형법 및 이와 관련된 형사특별법 규정을 준용한다. 즉 
현역 군인이 형법에 정한 외환, 독직, 공공위험, 공문서위조, 살인, 성폭력에 관한 
죄, 공갈과 인질 강요 등 죄를 저지를 때 형사법을 적용하라는 취지다. 하지만 
2014년 1월 13일 개정한 군사심판법이 시행되자 현역 군인도 평상시 형사소송법
의 적용을 받게 되어 제76조가 이제 더 이상 존재할 실익이 없어지게 되었다. 

(3) 군사건 관련 재판부 구성 및 관할관, 심판관 제도
 대만 군사심판법은 (이하 심판법이라 한다) 그 근원이 되는 1914년 육군심판조례
로부터 비롯되었다. 그 당시 중화민국 정부는 여전히 중국 지역에 있었으며 각 지
역의 군벌이 서로 내전하고 있었던 시대였다. 전쟁의 특성에 대응하여 간략한 54
조로 군사재판의 규정을 정하였고 그 후에 1930년에 육해공군사심판법을 개정했을 
때도 여전히 그 전에 내려받은 회심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소위 회심제도는 간
이, 보통, 고등군법회심으로 나누었고 1심급에서 한번 재판을 하고 한 번의 확인을 
받는 것이다. 재판 과정은 비공개이며 변호인이나 기타 조력자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그리고 판결 확정 전에 해당 군사장관이 동의를 해야 판결을 확정할 수 
있었고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군사장관이 부당 선고의 이유로 다시 재판을 하라고 
명령할 수 있었다.
  그 후 중화민국 정부가 대만으로 이전하여 해당 군사재판 제도가 크게 개정되었
다. 1956년 이후에 개정된 군사심판법에 따라 3급 2심 제도를 취하게 되었고 군사
심판 기관은 초급, 고급, 최고급 3등급으로 나누어 지게 되었다. 그 중 최고급의 
심판 기관은 국방부였다. 재판 도중에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게 되었고 군법무관은 
군법심판관, 군사재판관, 군 검사 및 국선변호인의 역할을 하였으나 군사재판관은 
여전히 군사장관이 임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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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년 대만 대법관 헌법해석 제426호가 발표되자 또 한 번 군사재판법의 개정
이 추진되게 되었다. 대만 헌법 제9조는 현역 군인 외의 국민은 군사재판을 받아
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한 바 있다. 이 건은 일반 국민이 비공개이며 정치적인 재판
인 군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주는 동시에 군사재판은 군인에게만 적용
하는 심판제도라는 것을 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군인은 무조건 군사재판을 
받아야 하는지는 여전히 논의의 여지가 남아 있다. 바로 이에 대하여 관련자가 헌
법해석을 신청하였고 대만 헌법해석 제436호 협동의견서에서는 헌법 제9조를 보다 
합리적으로 해석하자면 그 핵심은 일반 국민이 군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
한 것이지 군사법원이 군인에 대한 재판관할상 독점권이 있다는 뜻이 아니며, 따라
서 군인이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배제하는 것도 아니다. 헌법해석 제
436호는 군사심판법 제11조, 제133조 제1항, 제158조에 대해 위헌선언을 하였고, 
2년 기간 내에 관련 기관은 그 취지를 반영하여 제정할 것을 명하였다. 그 기한 
내에 개정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무효가 된다. 또한, 헌법해석 제436호에 따라 
군법무관이 종사할 수 있는 군재판관과 군 검사의 분리원칙도 재조명하여 동시에 
개선할 것을 명하였다.
  이에 따라 2년 뒤인 1999년 10월 2일 공포한 개정 군사심판법은 크게 4가지 제
도를 개선하였다. ① 군사법원을 각 군 소속에서 지역군사법원으로 전환한다. ② 
현역 군인의 범위를 원래 8 종류에서 병역법과 기타 법률에 따른 장관, 사관, 병사
로만 한정하여 규정하였다. ③ 장교의 참심제를 폐지한다. 그리고 마지막 ④ 3급 2
심 제도에서 3심 제도로 바꾸게 되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이 정리
해 볼 수 있다. 

구  분 개정 전 구 군사심판법 1999년 개정 후 군사심판법
군사
법원
설치
소속

▪3심: 최고급 군사법정(국방부)
▪2심: 고급 군사법정(각 군 총사령부)
▪1심: 초급 군사법정(각 군 사령부)

▪3심: 최고군사법원 1개(지역별)
▪2심: 고등군사법원 2개(지역별)
▪1심: 지방군사법원 3개(지역별)

재판부
구성

▪군사장교 심판관 및 재판관 임명
  국가 비밀 이외에 재판 공개재판

▪3심: 소령 이상 5인으로 
      구성된 합의부 
▪2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 
      그 중에 소령 계급이 2명이상
▪1심: 단독재판은 1명인 심판관
       합의부는 3명으로 구성된다

▪장교참심제도폐지, 군사 전문 의견이 필요 
시 감정인의 의견서 요청 가능 

판결
확인

조치권

▪평시 및 전시: 군사기관장관의 판결 
확인권
  기관장관이 확인을 거부하면 1번 다

▪판결 확인권을 폐지
▪평시 1,2심 사실심, 3심 법률심
  최고군사법원의 유기징역, 고등군사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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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홍중추 사건의 여파로 2차례 대규모 인권시위 후에 대만 입법부에서는 
신속하게 군사심판법 제1조, 제34조 및 제237조를 개정하는 군사심판법 개정안을 
2013년 8월 6일에 통과시켰다. 개정된 군사심판법 제1조에 따르면 현역 군인이 평
시에 군형법 소정의 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소송법으로 소추한다. 또한, 개정 제34
조에 따라 범죄사실의 일부를 형사소송법으로 추소 및 재판해야 할 경우, 사건 전
부를 형사소송법으로 추소 및 재판한다. 즉, 군인이 평시에 군형법 위반행위를 행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일반검찰에 의하여 기소되고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또한, 2단계로 시행 시기를 나누어서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일반법원에 전환하였
다. 1단계는 먼저 비순정군사범인 대만 군형법 제44조, 제45조, 제46조 및 부칙 
제76조 1항을 곧바로 사법부 기관의 소추 및 재판을 받도록 하였고, 개정안을 공
포한지 5개월 후부터 (즉, 2014년 1월 13일) 나머지 군인에 관련된 사건은 모두 
사법부의 관할로 전환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2014년 후 지금까지 대만에서는 군
사법원이 운영되지 않고 있다. 
  홍중추 사건 이후 여론 및 인권단체의 청원대로 군사법제도를 개선하였으나 구
체적인 사건조사 과정을 살펴보면 과연 인권침해의 문제가 군사법원 및 군사재판
의 존재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군 검찰, 군사법경찰권을 가진 헌병의 존재로
부터 비롯된 것이지 아니면 부대 내부의 잘못된 관습, 관리의 문제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개정 군사심판법에 따르더라도 군헌병은 여전히 군사범죄에 
관한 사법경찰권, 즉,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어 군사범죄 수사과정이 여전히 은폐, 
조작되는 등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4) 군수사 및 기소관련 군검찰의 존재 여부 및 임무
  비록 군 검사는 1999년 군사심판법이 개정된 후에 재판기관의 소속에서 독립되
었으나 여전히 수사에 있어서 문제가 많았다. 우선 일반 검찰청과 달리 군검찰관은 
사건 수사 이외에 일반행정 업무도 동시에 부여되었다. 대만 군사 병력 인원에 대
한 감축정책 이후 서기관 등 행정직원 인원이 더욱 감소되어 군검찰관은 서기관의 
업무뿐만 아니라 수납, 세금 심지어 급여수납 등 업무도 처리하고 있었다. 이로 인

시 한 번 판결요청 가능 (3급 2심제도)
사형, 무기징역 선고 상소 대만 최고법원에 
제출할 수 있음.
▪전시 2심제 원칙은 2심은 서면 법률심

군판사 
소속
선발

▪국방부 소속
▪군사 장교 중 임명

▪국방부 소속
▪군법관 공개 임용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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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수사 및 기소의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또한,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군
검찰관은 여전히 군인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 때문에 군대 안에서 위계
적인 계급구조 속에서 이에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 수사과정에서 군검찰관이 
피의자에게 경례하는 모순적 상황도 나타날 수 있었다. 결국 오랜 시간 동안 독립
성을 가지지 못한 군 검찰관의 신뢰성 문제와 국방부가 수사·기소권과 재판권을 동
시에 쥐고 있는 문제 때문에 2013년에 개정안에 군 검찰을 개혁하는 방향을 선택
하지 않고 평시 군검찰관 및 군사재판을 아예 폐지하는 길을 선택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구  분 개정 전 구 군사심판법 1999년 개정 후 군사심판법

군검찰의
설치/소속

▪사령부에서 각 군사재판기관의 검사
관을 임명.

▪최고검찰청 1개 (국방부 소속)
▪고등검찰청 2개 (국방부 소속) 
▪지역검찰청 3개 (국방부 소속)

검찰업무
지휘감독

▪해당 군사 장관 지휘에 따라 수사
▪또한, 군 검사는 군사경찰을 지휘
하여 범죄를 수사

▪각 급 검찰청청장이 소속 군사검찰관을 
지휘한다.
▪군사검찰관이 단독적으로 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국사법원의 규제를 받지 않음

군검사의 
소속/선발 ▪각급 군사재판 기관 소속 ▪국방부 소속, 공개 임용 고시 

  따라서 2013.8.6. 개정안 통과 후(2013.8.13. 공포) 군검찰관은 더 이상 평시 사
건 관할, 즉, 기소 및 공소유지, 수사권한을 가지지 않게 되었고, 대만 국방부 정책
에 따라 각 부대에 법무상담이나 부대의 소송업무 수행만을 담당하게 되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군법무관에 해당되는 용어는 대만에서는 군법관(軍法官)으로 
지칭된다. 우리라나의 군법무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들 군법관(軍法官)이 군판
사, 군검찰관, 군법무 당당관의 임무를 수행한다. 구 군사심판법에서의 군사법제도
에서는 군부대 지휘관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있는 군법관(軍法官)이 군판사 임무도 
수행하고 군검찰 임무도 수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대만 시민사회단체
들은 ‘왼손이 기소하고 오른손이 심판하는’ 기형적인 군사재판 제도라는 비판을 행
하기도 하였다149).
  

(5) 군사법경찰의 존재 여부 및 임무
 
  대만은 육·해·공군과 별도의 부대로 군헌병(공식명칭 憲兵)이 존재한다. 그리고, 
대만 헌병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군사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권을 행사하며, 수사와 

149) 대만, 軍범죄 민간법원서 재판…'역사적 개혁' (연합뉴스 2013.8.6.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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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일반검사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29조 내지 231조)150). 

대만 군사심판법에도 위 형사소송법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150) https://law.moj.gov.tw/ENG/LawClass/LawAll.aspx?pcode=C0010001 및 file:///
C:/Users/%EB%B0%95%EB%B3%91%EC%9A%B1/Downloads/%EB%8C%80%EB%A
7%8C_%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_%EC%9B%9
0%EB%AC%B8%EB%B3%B8(2021.05.31.%EA%B0%9C%EC%A0%95).pdf

제220조 다음의 각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관할 구역 내에서 사법경찰으로서 직무에 종사
하고, 법위반행위를 조사함에 있어 검사를 보조할 의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경찰서장 (警政署署長 Director General of National Police Agency), 경찰국장( 
警察局局長 Commissioner of Police Department) 및 경찰총대 총대장(警察總隊總隊
長 , General Commander of Peace Preservation Police Corps);
(2) 헌병대장 (憲兵隊 長官 A military police superior)
(3) 특별한 문제에 관하여 사법경찰관(judicial police officer)의 의무와 권한을 행사하
도록 법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 이 항의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조사결과를 통보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230조 다음의 각 공무원들은 사법경찰관으로 간주되고, 법위반행위를 조사할 때 검사
의 지휘(指揮)에 복종하여야 한다(shall obey the instructions of a public prose-
cutor in investigating an offense) 
1. 경찰간부 (警察官長 A commissioned police officer)
2. 헌병대 장교 및 하사관 (憲兵隊 官長 A military police officer 및 士官 petty offi-
cer) 
3. 특별한 문제에 관하여 사법경찰관(judicial police officer)의 의무와 권한을 행사하도
록 법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 (이하 생략)

제231조 다음의 공무원들은 사법경찰리로 간주되고, 법위반행위를 조사할 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명령(命令)에 복종하여야 한다.
1. 경찰
2. 헌병 
3. 특별한 문제에 관하여 사법경찰리(judical policeman)의 의무와 권한을 행사하도록 
법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 (이하 생략)

제58조(군사법경찰관의 직권)
다음 자는 군사법경찰관이며 관할 구역 또는 방어 구역 내에서 군 검찰관이 범죄를 수
사에 있어 도울 직권이 있다.
1. 헌병대장.
2, 경찰서장.
3. 특수군사기관의 감사장.



- 91 -

    
  정리하면 대만헌병은 평시에도 일반행정경찰 임무 외에도 군사법경찰로서 군사
범죄에 관한 수사를 담당한다. 군사심판법에서는 전시에 군사법원이 설치되고, 군
검찰관이 기소권한을 행사하므로 기존의 군사심판법에 규정된 군사법원, 군검찰관
의 기소권한에 대한 내용을 조문에서 삭제하지는 않았다. 다만, 2013년 군사심판
법 개정으로 조문으로 남아 있는 군사법원의 재판관할권과 군검찰관의 기소권한은 
전시에만 적용되도록 하고, 평시 군사범죄에 관한 소송절차는 군사심판법이 아니라 
일반 형사소송법에 따르도록 하였다. 결론적으로 평시 군사법원은 폐지되었고, 평

4. 군 기관, 부대, 학교, 독립 또는 별도의 장교 또는 선장.
5. 법령에 따라 편성된 무장 부대, 전시 작전에 참가하는 장교 또는 선장.
전항의 군사경찰관이 수사결과를 담당 군 검찰관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범죄피의자가 구
금 또는 체포된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담당 군검찰관에게 인치한다. 그러나 
군 검찰은 즉시 인치를 명령하면 즉각 인치해야 한다.
피고인 또는 범죄 피의자는 구금 또는 체포되지 않으면 인치될 수 없다.

제59조(군사법경찰관의 직무)
  다음의 자는 군사법경찰이며 군 검찰관의 지휘를 받아야 하고 범죄수사를 한다.
1. 헌병대 장교 및 하사관.
2, 경찰간부
3. 특수군사기관의 감사장.
4. 법령 또는 명령에 의하여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 및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
  전항의 군사경찰관이 범죄피의자를 인지하며 즉시 수사를 개시하고 수사경위를 담당 
군 검찰관과 전조의 군사법경찰관 또는 그의 직속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항의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현장을 폐쇄할 수 있으며 즉시 조사를 
실시한다.

제60조(군사법경찰의 직무)
  다음의 자는 군사법경찰이며 군 검찰관 및 군사경찰관의 명령에 따라 범죄수사를 하
여야 한다.
1. 헌병.
2, 경찰.
3. 특수군사기관의 순찰 및 검열반원.
4. 법령 또는 명령에 의하여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 및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 
  전항의 군사법경찰이 범죄피의자를 인지된 경우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수사경위
를 군 검찰관, 군사법경찰관 또는 그 직속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항의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현장을 폐쇄하고 즉시 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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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군검찰관의 기소권한도 폐지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평시 군사경찰이 수사를 행
할 경우 군검찰이 아니라 일반검찰의 지휘를 따르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라 
할 것이다. 
    

(6) 신분적 관할권 – 법원, 검찰, 경찰(일반경찰 또는 
군사법경찰로서의 헌병) 단계 모두 포함

  군인의 군사범죄, 비군사범죄에 대한 관할권은 평시에는 모두 일반법원, 일반검
찰이 가진다. 다만, 대만에는 헌병이 사법경찰권한을 가지고 군인의 군사범죄, 비
순정 군사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평시 군검찰이 폐지되어 
사법경찰권을 가진 헌병들은 일반검찰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대만은 평시 군사법원이 폐지되고 평시 군검찰관의 직무에서 기소권이 폐지되었
다. 하지만, 사법경찰권을 가진 군 헌병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헌병
의 군사법경찰권 행사에 따른 사건 조작 및 은폐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6. 시사점 및 소결

  미국을 제외하고는 독일, 프랑스, 대만은 평시군사법원을 전면적으로 폐지하였
다. 후자의 세 나라는 군부대 소속으로 검찰을 두지 않고 일반검찰이 군사사건의 
기소를 전담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군검찰이 아니라 군부대 지휘관이 기소권한을 
행사한다. 또한, 미국 군 사법제도에서 군법회의는 UCMJ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떤 
범죄에 대하여도 헌법이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군지휘
관이 검찰을 대신하여 기소권한을 가지고, 군인이라는 신분만으로 군법회의가 모든 
범죄에 대하여 신분적 관할권을 가지는 미국의 군사법제도는 전 세계에서 전쟁을 
수행하거나 대규모로 자국의 군대를 파병하는 미국의 특수한 상황이 반영된 것으
로 생각되는바, 이를 군사법제도의 민주적인 발전방향을 위한 시금석으로 삼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중국과의 대립 속에서 사회의 전영역에 군사주의가 강고하던 대만은 최근 2013
년에 홍중추(洪仲丘) 하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전면적으로 평시 군사법원과 군검찰
을 폐지하였다. 다만, 대만은 헌병의 행정경찰권 외에도 군사법제도의 최초의 단계
라 할 수 있는 군인범죄 수사를 위한 군사법경찰권을 보유하고 있다. 프랑스나 독
일도 군사법원과, 군검찰을 일찌감찌 폐지하였다. 프랑스의 경우 헌병이나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군인의 경우 군사법경찰관으로 활동할 수 있다. 반면, 독일은 헌
병이 군사법경찰권을 가지지 않고 행정경찰권만 가지고 있고(다만, 사실관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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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징계조사권한을 근거로 군헌병이 행함) 일반경찰이 군부대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에 대하여 수사관할권을 가진다. 나아가 독일은 일반경찰이 군범죄수사를 하는
데 장애물로 작용될 수 있는 군사주의를 극복하기 위하여 주경찰과 연방군간의 협
약에 따라 군범죄 수사시 압수수색을 위한 군사시설에의 출입권한, 이에 대한 군부
대 부대장의 응수의무, 군부내 내에서의 일반경찰의 활동과 관련한 군의 침해금지
의무, 군부대 내에서 수사를 위한 일반경찰의 활동과 관련한 일반경찰의 결정권 등
을 규정하고 있다. 무엇보다 협약은 제복을 입은 시민으로서의 군인이 다른 시민들
과 마찬가지로 일반 법률의 규율대상이라는 것, 군인도 다른 모든 일반국민과 마찬
가지로 경찰의 위험방지 및 형사소추와 관련된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분명이 
밝히고 있따. 자세한 사항은 〈부록 2〉를 참고하면 된다.    
  평시 군사법원의 폐지는 전세계적인 동향이라 할 수 있고 군검찰의 경우는 군부
대 소속으로 군검찰을 두는 경우에도 군검찰의 독립성을 매우 강화하거나 폐지하
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2심은 폐지하였지만 여전히 1
심 보통군사법원(국방부 장관 소속. 중앙지역군사법원: 서울, 제1지역군사법원: 충
남, 제2지역군사법원: 경기, 제3지역군사법원: 강원 및 제4지역군사법원: 대구로 구
분하여 설치)이 남아 있어 이는 평시 군사법원의 폐지라는 경향을 반쪽 밖에 따르
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심 보통군사법원의 조직을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상
향한 것은 일선 군부대 지휘관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같은 외형을 
보인다. 하지만, 보통군사법원의 군판사에 대한 임명, 연임, 해임, 징계, 전역, 진급
추천 등의 인사를 담당하는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위원을 국방부장관이 임명·위촉하
며, 국방부 장관이 군판사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에 부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등 (개정 군사법원법 제22조의2) 군판사인사위원회 그 구
성 및 운영에 국방부 장관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군사법원의 재판에 관한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군사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군사법원운영위원회
의 장도 국방부장관이 맡아 (개정 군사법원법 제4조, 제4조의2)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평시 군사법원이 폐지되어 모든 군인범죄에 대
한 관할권을 일반법원의 가지는 독일, 프랑스, 대만 등 선진 외국의 군사법제도 개
혁 모습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헌병은 군기율의 유지와 관련된 군행정경찰, 군징계권한조사자의 역할을 기본적
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군지휘관의 지휘권행사를 담보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
에 해당된다. 이런 상황에서 군인범죄와 관련된 군사법제도의 첫 단계라 할 수 있
는 수사를 군부대 지휘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는 군사경찰이 담당
하게 되는 경우 군사경찰제도가 군사법제도가 지휘관사법으로 기능하게 하는 핵심
적인 주춧돌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국방부는 군사경찰단을
   특히, 헌병이 이와 같은 행정상의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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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관으로서 수사까지 행하는 경우, 더구나 우리나라와 같이 군사법원, 군검찰이 존
재하는 경우에는 군사법제도의 가장 최초 단계인 군 수사부터 군 지휘관의 강한 
영향력 아래에 있을 수 밖에 없다. 특히, 이 연구용역보고서의 주제인 군사망사고
와 관련해서 군부대 지휘관의 영향력이 사건 수사 초기인 경찰단계에서부터 군사
법경찰권을 가진 부대 소속 헌병에게 미치는 상황에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군사
망사고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군사법경찰관이 군지휘관
의 영향력 아래 있는 현실에서는 제20 전투비행단 이 중사 자살사망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사건의 은폐 및 조작에 군지휘관이 관여할 유인이 제거되지 않은 것이고, 
이외에도 군헌병은 가해자측이 군인 동료라는 동료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객
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이다.
  2심 고등군사법원 폐지, 1심 보통군사법원을 국방부 직속으로 상향하고, 군검찰
을 국방부 및 각군 참모총장으로 상향한 금번 군사법원법 개정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국방부가 이에 발맞추어 군사경찰단을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한 것은 
일선 군부대 지휘관의 사건 초기 군사경찰 수사에의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한 시도
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하지만, 군사경찰도 군인인 이상 가해 군인, 또는 
가해군인에 대해 관리책임을 지는 군인과 동료의식을 가지고 있어 온정적인 수사
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제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앞서 말한 바대로 
독일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일반경찰이 순정, 불순정을 따지지 않고 모든 군사범죄
에 관하여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군내부 구성원인 군사경찰에 의
하여 온정적으로 수사가 진행되어 불공정, 불합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2021.9.24.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군인의 성폭력 및 아
동청소년 성범죄, 군인의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1심 군사법원이 존
재함에도 불구하고 군사법원의 재판관할권으로 하지 않고 일반법원의 재판관할로 
한 것은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을 위하여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에 발맞추어 국방부
가 언급한 범죄들에 대하여 군사경찰이 아니라 일반경찰이 수사하도록 한 것은 바
람직한 개혁 방향이라 생각된다. 다만, 군인의 성폭력 및 아동청소년 성범죄, 군인
의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외의 불순정 군사범죄, 예컨대, 군부대 내무 생활관계 
등에서의 구타, 폭행 등에 대해서 여전히 군사경찰이 수사하는 것은 한계로 작용하
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정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이 언급한 범죄들을 군사법
원이 관할하게 변경해놓고선, 동조 제4항에서 국방부 장관의 판단에 따라 “국가안
전보장, 군사기밀보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정”을 핑계로 해당 사건을 군사법원
에 기소하도록 하여 – 평시임에도 불구하고 – 다시 군사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은 결국 군사법원을 기존과 같이 군지휘관의 강한 영향 아래 있는 행정권의 일
환으로 취급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일은 1심 군사법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점이 금번 군사법원법 개정이 반쪽 짜리 개혁이라는 평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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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만드는 부분이다. 이런 방식으로 해당 범죄들에 대한 군사
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국방부에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군인의 성폭력 및 아동청소년 성범죄, 군인의 사망의 원인
이 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경찰의 수사관할을 배제하고 일반경찰의 수사관할을 
인정하는 것으로 하더라도,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보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정”을 핑계삼아 일반경찰이 아니라 군사경찰이 수사하게 하는 
단서 규정을 둘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군사법원이 존재하고 군사경찰이 군인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권을 행사하는 한 이와 같은 입법상의 개혁과 반개혁의 핑퐁은 계
속될 여지가 크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유럽 선진 국가들의 사례와 같이 평시 1심 군사법원까지도 폐지하여 일
반법원의 관할로 하고, 군인범죄 수사는 독일처럼 군사경찰에 행정경찰권만 인정하
고 일반경찰이 모든 군범죄 수사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지휘관 사법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방안이라 생각된다. 다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군사경
찰이 관할하는 범위를 군인의 성폭력 및 아동청소년 성범죄, 군인의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군인이 신분을 취득하기 전에 범한 죄 이외의 범죄에서 더 한정하여 
순정군사범죄로 최소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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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현행 군사법제도 개선방안 

  군사법제도는 군사법원, 군검찰 뿐만이 아니라 군사사건 수사제도까지도 포함한
다. 최근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2심 군사법원이 폐지되고 1심 군사법원은 국방부에
서 통합하여 운영하게 하였으며, 관할관, 심판관 제도가 폐지되는 등 군사법원제도
와 관련된 많은 변화가 있었다. 군검찰도 일선 부대 소속 군검찰을 없애고 국방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만 군검찰단을 두도록 하였고, 군헌병도 이에 준하여 개
혁하였다. 즉, 일선부대 군사경찰은 부대경비, 교통, 작전 등 행정경찰업무만 담당
하고, 수사경찰기능은 폐지하기로 하는 대신 수사 기능은 육군, 해군, 공군 등 각 
군 참모총장 직속의 본부 수사단으로 통합되고, 그 아래 권역별로 육군은 7개, 해
군과 공군은 각각 5개의 광역수사단을 설치하기로 한 것이다151). 일선 군부대의 
군사경찰 기능에서 수사기능을 제외하여 일선 군부대 지휘관이 초동수사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진일보한 개혁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최근 제20전투 비행단 
이 중사 사망사건을 살펴보면 군검찰 및 군사경찰이 각 군 참모총장 등 직속으로 
상향되는 정도의 개혁으로 군내부에 의한 수사 및 기소의 폐해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을 떨쳐버리기 어렵다. 따라서, 군사법제도 개선방안에서
는 해당 사건을 참고하여 군사법제도 개혁방안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하도록 한다.

1. 제20 전투비행단 이 중사 사망사건152)

  2021년 5월 21일 공군 제20 전투비행단 여군 이중사가 군헌병 및 검찰 수사 과
정에서 혼인신고를 한 직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2021년 3월 2일 이 중사
(여)의 동료인 노상사, 장중사, 이 중사(남) 등 5명은 회식 후 부대복귀 차량에서 
이 중사를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이를 신고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였으며, 다
음날인 3월 3일 상관이 노준위(구속)와 노상사(구속)는 피해사실을 보고받고 사건
무마를 회유하였으며, 특히 노 상사(구속)는 3월 22일 이 중사의 남편에게까지 합
의와 선처를 종용하는 위압을 행사하였다. 정보통신대대장 김 중령은 사건 초기에 
피해사실을 보고받고도 가해자, 피해자 분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물
론 이 부분은 사건관계가 확실히 군수사기관에 의하여 밝혀지기 전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이해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 이러한 성격의 사건은 신고와 동

151) 일선부대 군사경찰 폐지…참모총장 직속 수사단 신설 (MBC 뉴스 2021. 6. 22자 보
도). 

152) 김은경, 국방부 ‘특단의 대책’은 왜 성폭력을 막지 못했나 ? 여군 성폭력의 배경, 군조
직의 문제들,  2021.10.27. 열린 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연속기획강좌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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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가해자로 신고된 사람과 신고자(피해자)를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였을 것이다. 
  이 사건은 지속적으로 군 부대내 성추행, 성폭력에 의한 사망사건이 문제된 이
후에 발생한 사건이라 피해자도 범죄사실을 인식하고 명확하게 대처하였고, 군부대 
내 지원 및 수사시스템(군사경찰수사, 군검사수사, 국선변호사임명, 성폭력전담수사
관투입, 성고충전문상담관투입, 외부 성남여성의 전화상담지원, 병원치료지원비, 가
해자 분리 및 인사이동 지원비까지)이 전면적으로 가동하였으며 지휘체계도 전면 
가동하였다(대대장, 전단장, 20비행단장, 공군본부법무실장, 고등검찰청 부장, 공군
본부군사경찰단장, 공군본부양성평등지원센터장, 국방부양성평등정책과장 등 모든 
지휘체계로 사건보고). 그러나, 결국 피해자는 회유·압박 및 2차 가해에 시달리다 
자살으로 내몰렸다는 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남긴다. 
  무엇보다 이런 모든 시스템이 형식적으로는 가동되었지만 적절한 시점에 적정한 
방법으로 시스템이 잘 작동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예컨대, 가
해자나 상관의 사건무마를 위한 회유·압박이 있었음에도 이를 적절하게 제지하거나 
처벌하지 않은 점이 문제를 키웠다. 그리고, 사건 발생 후인 2021.3.8. 수사과정에
서 군헌병은 가해자 수사도 하지 않은채 불구속 수사를 결정하였다(제20비행단 헌
병 수사계장, 공군본무 헌병 수사과장도 불구속 수사 의견 표시). 같은 날인 3.8. 
제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이, 제20비행단장에게 서면보고를 하였다고 하지만 가
해자 수사도 하지 않은 채 불구속 수사를 결정한 것은 온정주의, 가해자와의 동료
의식, 군부대의 위신 유지라는 관점에서 지휘체계를 가동하게 만들었다고 의심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부분은 작년 6월 국방부가 발표한 대로 육·해·공군 참모총
장 직속 등 상급부대의 군사경찰에게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군사경찰
을 운용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153). 나중
에 개혁방안에서 설명하겠지만 참모총장 직속으로 설치될 광역수사단(육군 7, 해군 
및 공군 각5)에 일선 부대 지휘관이 개입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면 이와 같은 국
방부의 군사경찰 개혁안은 큰 의미가 없게 된다154). 
  이어서 같은 날인 제20비행단 인사행정처장이 제20비행단장에게 가해자 전출문
건을 결재하였지만, 이미 사건인 발생한 3.2.로부터 약 6일이 지난 후의 일이다. 
사건관계가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피해자의 신고와 기타 진술 등을 고려한다
면 이런 사건은 신고단계부터 가해자와 피해자를 신속하게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

153) 각 군부대 군사경찰 개별 수사 못한다 (한경정치 2021.6.22.자) 국방부, 국방개혁 과제 
중 '군사법제도' 개선 추진, 군사경찰 수사 기능 분리, 내년 1월 시행 목표, 대신 각 군 
참모총장 산하 본부 수사단으로 통합 

154) 그런 점에서 개정 군사법원법에서 군인의 성폭력 및 아동청소년 성범죄, 군인의 사망
의 원인이 되는 범죄, 군인이 신분을 취득하기 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 일반경찰이 수사
를 하도록 한 것은 이 영역의 범죄의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생각된다. 자세한 내용은 개혁방안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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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을 것이다. 이후 3.17.에는 가해자 장 중사의 2개 죄목에 대한 범죄사실을 확인
하고도 헌병 수사계장은 장 중사 변호인의 일정을 맞추기 위하여 가해자에 대한 
파견 연기 협조를 요청하였다. 피고인의 권리보장 측면을 고려하였다고 선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전혀 없지는 않지만, 여기에서도 군사헌병이 군 내부에 존재하였
기 때문에 헌병 수사계장에 의한 파견연기요청이 가능하였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
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군기율 유지를 위한 헌병의 기능은 군징계 및 군부대 
행정경찰권으로만 한정하고 군인범죄 수사와 관련된 부분, 특히, 개정 군사법원법
에서 군사경찰 수사관할에서 제외된 군인의 성폭력 및 아동청소년 성범죄, 군인의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군인이 신분을 취득하기 전 범죄 뿐만이 아니라 모든 
불순정 군사범죄는 일반경찰에서 처음부터 담당하는 개혁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독일 사례에서 살펴본 것처럼 독일은 일반경찰이 순
정, 불순정 불문 모든 군범죄 수사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고, 헌병은 행정경찰
권한을 가질 뿐이다.   

2. 군사재판 제도 관련 

(1) 군사재판 담당 재판부의 형태
가. 국방부 소속의 독립된 군사법원을 두되 군사법원법상 신분권 재판권

을 순정군사범죄로 한정하는 방안
 
  2021.9.24.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군인의 성폭력 및 아동청소년 성범죄, 군인의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군인이 신분을 취득하기 전에 범한 죄를 군사법원의 재
판권에서 제외하였다(제2조제2항).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 이외의 불순정 군사
범죄, 예컨대 가정폭력, 아동학대, 민간인 상대 살인, 강도, 폭행, 사기 등에 대해
서 가해자가 군인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국방부 소속 1심 보통군사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은 군사기능의 유지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시민적 영역에 군사적 판단
이 미치는 것이다. 이는 제복을 입은 시민으로서의 군인의 권리보장에 한계로 작동
하게 된다. 따라서, 국방부 소속의 독립된 군사법원을 존치하더라도 최소한 불순정 
군사범죄에 대해서는 일반법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방안에 따를 경우 순정군사범죄의 수가 적을 수 밖에 없어 국가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바 현실적으로는 군사법원을 국방부 소속으로 유지하든지 아
니면 전면 폐지하는 것이 더 좋은 방안이라는 비판이 도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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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방부 소속으로 독립된 군사법원을 두는 방안
 
  참여정부 사개추위 군사법원 개혁안은 군사재판 1심과 관련해서는 보통군사법원 
체제를 폐지하는 대신에 1심은 여전히 군에서 담당하되 5개의 지역군사법원으로 
설치하여 각 권역별 군판사단이 부대를 순회하며 재판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사
단급 부대 지휘관의 재판에 대한 관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군사재판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기존에 각 군별로 설치되어 있던 것을 국방부에 통합하여 
설치하도록 하고자 하였다.
  2021.9.24.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2심 고등군사법원은 폐지하여 그 관할권을 
일반법원인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하였고, 1심 보통군사법원은 국방부에 통합하여 
중앙지역군사법원·제1지역군사법원·제2지역군사법원·제3지역군사법원·제4지역군사
법원을 설치하게 되었는바, 이는 참여정부 사개추위 군사법원 개혁안을 뛰어넘는 
군사법원 개혁안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제1심 군사법원은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며
(개정 군사법원법 제6조), 국방부장관이 군판사인사위원회 위원의 임명·위촉하여 
“그 밖에 군판사 인사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회의
에 부쳐지게 된다(개정 군사법원법 제22조의2). 또한, 군사법원의 재판에 관한 내
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군사법원규칙을 의결하는 군사법원운영
위원회의 위원장도 국방부장관이 담당하고 있다(개정 군사법원법 제4조, 제4조의
2). 이와 같이 개정 군사법원법에서 2심 고등군사법원의 폐지되었을 뿐이지 1심 
보통군사법원에서 이제까지 군인출신이 거의 임명되어 온 국방부장관이 매우 중요
한 역할을 하고 있다. 더군다나 개정 군사법원에 따른 군판사인사위원회, 군사법원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구성, 운영하는지에 따라 국방부장관 뿐만이 아니라 기존과 
같이 군지휘관의 영향력이 지속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 즉, 군사법제도 
개혁의 실질이 없는 껍데기로만 남아 ‘군지휘관 사법’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가
능성은 얼마든지 존재한다. 
  먼저, 제1심 보통군사법원을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상향하였다고 할지라도 군판
사인사위원회의 구성, 운영을 통하여 얼마든지 사단, 여단 등 예하 부대 지휘관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지휘관 사법의 본질이 변화될 수 없을 것
이다.  
 군사법원운영위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과거 국방경비법(1948년)이 군법회의법
(1962년)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군법회의의 소송절차 등을 정하는 군법회의 규칙 
제정권한을 기존 정부수석(행정부수반, 군통수권자로서의 대통령)에서 대법원으로 
변경하였지만(제정 군법회의법 제4조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실질적으로는 대법원이 
아니라 여전히 행정부(즉, 군)이 권한을 가지는 구도가 형성되었다. 왜냐하면, 군법



- 100 -

회의법 제4조 제1항에서 ‘대법원은 군법무관회의의 의결로써 군법회의의 내부규율
과 사무처리에 관한 군법회의규칙을 정한다’고 함으로써 대법원이 규칙을 정하기 
전에 반드시 군법무관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였고, 제4조 제2항에서 군법무관
회의는 국방부장관을 의장으로 하고 1. 각군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군법무관인 법
무사, 2. 군검찰관 각 1인으로써 구성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는 군인이 지배하는 
군법무관회의의 의결이 없으면 대법원이 스스로 군법회의 규칙을 제정할 수 없도
록 정하였던 것이다.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사법원 운영위원회에는 1.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고위공무원 1명, 2. 군사법원장 5명, 3. 「군
인사법」 제21조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이 임명한 법무병과장 각 1명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지만, 과거 제정 군법회의법과 비교해 볼 때 여전히 모두 현직 군인사, 또
는 군출신 인사가 보통군사법원의 재판에 관한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을 정하는 군사법원규칙의 제정을 의결하는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고위공무
원 1명이 국방부 소속이 아닐 수 있지만, 국방부 소속으로 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이 고위 공무원이 민간인 변호사의 신분이 아닌 것도 분명하다). 또한, 중앙지역군
사법원장이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군사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여 지휘·감
독하도록 하고 있으나(개정 군사법원법 제7조 제3항), - 그것이 비록 재판 자체가 
아니라 사법행정사무와 관련된 것이라 할지라도 - 사법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이 행
정부 소속 장관의 명을 받는다는 것은  ‘제복을 입은 시민’으로서의 군인이 독립적
이고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한 개선안으로 평가하기에는 어려운 방식이다.  
  국방부 소속으로 독립된 법원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성을 가지려면 가운데 군의 
영향력 행사로부터 군사재판을 담당하는 군판사의 임명, 승진 등 인사와 군사법원
의 운영자체도 국방부 및 군부대로부터 독립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개정 군사법
원법은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다. 
  2021.9.24.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성폭력범죄, 군인 등의 사망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 및 군인 등이 그 신분을 취득하기 전에 저지른 범죄는 군사법원 재판관할권
에서 제외되었지만, 여전히 나머지 영역의 군사범죄는 군검찰이 기소를 행하며 군
사경찰이 수사하는 상황, 그리고, 최초의 사실심인 1심 보통군사법원의 독립성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은 금번 군사법원법 개정이 형식적 개혁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런 평가 위에서 본다면 사실심 2심인 군사법원의 폐지
도 마찬가지로 반쪽짜리 개혁, 알맹이 없는 개혁에 불과할 수 있다. 
  따라서, 국방부 소속의 독립된 1심 보통군사법원을 두는 것으로 군사법원 개혁
을 마무리하려면 군판사인사위원회,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시 국방부
로부터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외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등 민주성을 강화해야만 
한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군판사인사위원회 위원 임명·위촉을 국방부 장관이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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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위원 중 3분의 1 정도만 국방부 장관이 위촉하고 나머지는 사법부나 
입법부 및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위촉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리고, 군사법
원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방부 장관이 아니라 외부의 민간전문가로 하고, 이 운
영위원회도 위원 중 군사법원장은 5명에서 3명 정도 줄이고, 「군인사법」 제21조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이 임명한 법무병과장 각 1명은 그대로 유지하되 약 5명 정도
는 사법부, 입법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
다. 국방부가 보통군사법원의 재판 및 사법행정에 관여하는 것을 포기하였을 때 군
사망사고를 비롯한 군내 범죄수사의 공정성,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다. 평시 군사법원을 전면 폐지하는 방안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하더라도 순정군사범죄를 규정한 세밀한 군형법이 존재하
고 있으므로 군사기능의 유지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수 있다. 독일은 나치스 집
권기간 중 이에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단심즉결 심판으로 사형이 집행되는 폐단
을 경험하고,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즉시 군사법원을 폐지하였다. 프랑스는 
1982년 7월 21일 「국가안전과 군사분야의 수사와 범죄 재판에 관한 법률」로 일반
군사법원을 폐지하였고, 예외적으로 존재하던 파리군사법원도 2012.1.1. 부로 폐지
하였다. 대만은 2013년 홍중추 하사 사건 이후 군사심판법 개정으로 평시 군사법
원을 폐지하였다. 주요 선진국 중 미국, 영국을 제외하고 많은 유럽 국가와 대만 
등에서는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복을 입
은 시민’으로서의 군인의 기본권, 인권보장과 관련이 있다 할 것이다. 군사망하고 
수사와 관련하여서도 이와 같은 구도에서 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군사법원 폐지로 일반법원이 군사사건 담당하여 군사기밀 유지에 문제가 있다면 
군사기밀이 요구되는 법원의 증거조사, 법원으로의 증거제출, 일반검찰의 압수·수
색 등에 있어 일정한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2) 지휘관 사법의 배제 – 관할관 및 심판관 제도 폐지
  2021. 9.24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평시 관할관의 확인제도 및 감면권이 폐지
되었고, 심판관 제도도 폐지되었으므로 관할관, 심판관으로 인한 문제는 해결되었
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민간법원에서 군사재판을 담당하는 경우 군사에 관한 전문
적 판단이 요구되는 경우 참심 또는 배심의 형태로 군법무관이 참여하는 것을 고
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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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 검찰제도 관련

(1) 군 검찰의 ‘군지휘관 사법’으로부터의 독립
  공정한 기소 및 공소유지를 위해서는 군검찰이 군부대 지휘관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첫 걸음일 것이다. 2021. 9. 24.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국방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만 군검찰단을 두도록 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국방부 또는 각
군 참모총장 산하, 즉, 군의 울타리 안에 군검찰이 존재한다. 2021.9.24.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성폭력범죄, 군인 등의 사망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 및 군인 등이 그 
신분을 취득하기 전에 저지른 범죄를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였다(제2조 제
2항). 그에 대한 기소도 일반검찰이 당당하게 된다. 큰 발전이라 할 수 있다. 하지
만 이 때 중요한 것은 최초 사건은 군부내 내에서 발생하여 사건에 대한 최초 보
고 및 초동조사 과정은 군부대 지휘관 및 군사경찰에 의하여 행해지므로 이들이 
사건을 은폐, 왜곡하는지에 대하여 일반검찰이 사실확인 및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전히 위 범죄를 제외한 군인범죄에 대해서는 그 기소 
및 수사권한은 ‘군의 울타리’ 안에 있는 군검찰단 소속 군검찰이 행사하게 된다는 
점도 한계이다.
  군사법원법 제2조에 따른 군인의 신분적 재판권 조항으로부터 유래되는 군검찰의 
수사 및 기소 관할권에 따라 군검찰은 군인의 순정군사범죄 뿐만이 아니라 불순정군
사범죄에 대해서도 수사 및 기소관할권을 가진다. 1심 군사법원이 폐지되지 않는한, 
군사법원법 제2조의 신분적 재판권 조항은 유지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그에 기반한 
군검찰의 불순정군사범죄에 대한 기소 및 수사관할권은 폐지되기 어렵다는 사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물론, 위의 경우 아래 (2)의 가. 나. 와 같은 방식으로 군검찰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불순정 군사범죄에 대한 기소 및 수사 관할권은 폐지한다는 명문
의 규정을 군사법원법의 군검찰 관련 조항에 두는 방식으로 군검찰제도를 문민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군검찰을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선택한다면 순정군사
범죄이든 불순정군사범죄이든 관계없이 일반검찰이 군인의 범죄사건을 모두 관할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의 방법이 군인범죄에 대한 검찰사무가 군지휘관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임은 분명하다. 군사망사고 등의 기소 및 수사와 관
련해서도 어떤 방식으로 군검찰제도를 개혁하느냐에 따라 수사의 독립성, 공정성, 객
관성에 영향을 주게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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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방식으로부터 착안한 군검찰제도 개혁방안
  

가. 국방부 내에 군지휘관으로부터 독립한 군검찰을 두는 방안
    
  영국의 방식으로 영국에서는 군검찰당국이 군에 소속되어 있다. 국방부 소속 군
법무관들이 군검찰 기능을 수행하지만 그들은 군지휘관의 지휘명령계통으로부터는 
벗어나 있어서155), 일정한 독립성을 가질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정 군사법원
법에서도 각 군 참모총장이 각 군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소속 군
검사를 지휘·감독하며,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는 소속 검찰단장만을 지휘·감독함으
로써(군사법원법 제39조)156) 군 지휘관이 검찰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는 것과는 확
연히 다른 모습이다. 

나. 법무부 소속으로 군검찰을 두는 방안
  
  법무부 소속으로 군검찰을 두는 경우 군검찰로서 군사범죄의 기소 또는 공소유
지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국방부, 군부대 지휘관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스페인과 폴란드에서는 군검찰이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바, 군검찰관도 일반검찰과 마찬가지로 법무부에 소속되어 있지
만, 국방부는 특별한 규정을 통해 군검찰관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
이다157). 스페인과 폴란드의 사례는 군검찰제도를 제대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단순
히 조직만 - 국방부가 아닌 - 법무부로 이전하는 것으로는 군검찰제도의 독립성을 
달성하기 어렵고, 이 경우에도 법무부 소속 군검찰에 대해 국방부나 군지휘관이 군
검찰 사무에 쉽게 개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적으로 
보여준다.       

다. 군검찰을 폐지하는 방안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대만은 평시 군검찰 제도를 폐지하여 더 이상 평시에 
군검찰이 운영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검찰이 순정군사범죄, 불순정군사범죄를 

155) 이계수/오동석/최정학, 군 사법제도 운영 및 인권침해현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2003, 12쪽, 184쪽.

156) 군사법원법 제38조(국방부장관의 군검찰사무 지휘·감독) 국방부장관은 군검찰사무의 최
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군검사를 지휘·감독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는 각 군 
참모총장과 국방부검찰단장만을 지휘·감독한다.

157) 이계수/오동석/최정학, 위의 보고서, 12쪽, 184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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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문하고 군인의 범죄에 대한 기소 및 공소유지를 행한다158). 이 경우 군부대에 
존재하는 군법무담당관은 징계조사의 형태로 관련 사건에 관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군인사망사고와 관련한 기소과정의 군검찰 독립성, 기소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 방안이 가장 이상적인 방안임은 언급한 나라들에서 군검찰제도를 폐
지한 것을 통해서 유추해볼 수 있다.

4. 군사경찰 제도 관련

  대만의 군사법제도개혁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대만은 여전히 헌병이 군인의 순정
군사범죄 뿐만이 아니라 불순정군사범죄를 포함하여 군인이 행하는 모든 범죄에 
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대만의 경우 육·해·공군 참모총장에 소속되지 않고 별
도의 부대로 군헌병이 존재한다. 경찰수사는 사건의 실체를 발견하기 위한 가장 첫 
단계이기도 하지만, 사건을 조작·은폐하는데 있어서도 가장 첫 단계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대만사회 내부에서도 많은 비판이 존재한다. 
  2021.9.24.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군인의 성폭력 및 아동청소년 성범죄, 군인의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군인이 신분을 취득하기 전에 범한 죄를 군사법원의 재
판권에서 제외하였다(제2조제2항). 이와 맞물려 언급한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경찰
이 아니라 일반경찰이 최초 수사를 하도록 되었고(군사법원법 제228조 제3항), 이
를 위하여 국방부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세부 사항을 협의 중에 있다. 이 때 
군사망사고이든 성폭력범죄사건이든 사건의 최초 사건발생보고와 1차적인 초동 조
사는 군부대 지휘관 및 군사경찰에 의하여 행해진다는 점을 주목해보면 경찰이 1
차 수사를 위하여 군부대에 방문하였을 때 이와 관련된 군부대 측의 사건 은폐 및 
왜곡이 있는지에 대한 사실확인 및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일반경찰에게 충분
히 인정하도록 제도설계할 필요가 있다. 
  2021.9.24.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군사경찰의 수사관할은 군인의 성폭력 및 
아동청소년 성범죄, 군인의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군인이 신분을 취득하기 전
에 범한 죄는 제외되기는 한다. 하지만, 나머지 영역의 수사는 여전히 군사경찰이 
행하게 되는 것이다. 2021.9.24. 군사법원법 개정과 맞물려 국방부에서는 장성급 
이상 지휘관이 있는 부대의 군사경찰의 수사권한을 폐지하고, 각 군 참모총장 직속 
본부 수사단의 군사경찰만이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육군은 7
개, 해군과 공군은 각각 5개의 군사경찰 광역수사단을 권역별로 설치하기로 하였
는바, 그 구성 및 운영에 군부대 지휘관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직편성 및 
운영을 하게 될 경우 ‘지휘관 사법’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158) 이계수/오동석/최정학, 위의 보고서, 12쪽, 1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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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실제로 국방부의 이와 같은 안에 대하여 일부 장성급 지휘관들이 “군 경찰과 
검찰에 대한 지휘 권한이 사라지면, 일사 분란한 부대 관리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며 개편안에 반대한다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59). 그러나, 일부 장
성급 지휘관들의 의견과 달리 일반 국민들은 군부대 내부내에서 폭행 등 가혹행위
는 여전히 군사경찰의 수사관할로 남아 있다는 점은 한계로 인식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군부대에서 가혹행위로 바로 죽음에 이르지는 않지만, 이것이 누적되어 
자살 등 사망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부 군장성들의 이와 같은 
군사주의에 기반한 저항을 극복하고, 군인범죄 수사에 있어서의 공정성, 객관성, 
민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군사경찰제도 개혁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1) 현행 군사경찰의 임무
  군사경찰의 임무는 크게 ① 군부대 교통, 질서유지, 징계조사 등 행정경찰업무, 
② 군인의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업무로 나누어진다. 전자의 행정경찰업무과 관련된 
내용은 2020년 12월 제정되어 2021.6.23.부터 시행 중인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약칭: 군사경찰직무법)160)에 후자의 내용은 군사법원법(특히, 제43조 
내지 제46조)에 규정되어 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개정 군사법원법은 국방부는 각 군 참모총장 직속으로 본
부 수사단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2022년 7월 1일부터는 군인의 성폭력 및 아동청
소년 성범죄, 군인의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군인이 신분을 취득하기 전에 범한 
죄는 군사경찰을 대신하여 일반경찰이 수사하게 될 예정이다. 그러나, 언급한 범죄 
이외의 모든 범죄 – 즉, 순정군사범죄 뿐만이 아니라 불순정군사범죄에 대해서까
지 - 에 대해서 각군 참모총장 직속 본부 수사단 및 예하 광역수사단(육군 7개, 해
군 5개, 공군 5개)의 군사경찰이 수사권을 행사하게 된다161). 

159) 부대 군사경찰 폐지…참모총장 직속 수사단 신설 (MBC 뉴스투데이 2021.6.23. 자 기
사)

160) 제5조에서는 군사경찰의 직무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1. 군사상 주요 인사(人士)와 시설에 대한 경호·경비 및 테러 대응
   2. 군사상 교통ㆍ운항ㆍ항행 질서의 유지 및 위해의 방지
   3. 「군사법원법」 제44조 제1호에 규정된 범죄의 정보수집·예방·제지 및 수사
   4.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수용자 관리
   5. 군 범죄 피해자 보호
   6. 경찰, 검찰과 상호 협력
   7. 주한미군 및 외국군 군사경찰과 국제 협력
   8. 그 밖에 군 기강 확립·질서 유지를 위한 활동 군사경찰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

다.
161) 부대 군사경찰 폐지…참모총장 직속 수사단 신설 (MBC 뉴스투데이 2021.6.23. 자 기

사) 



- 106 -

  국방부 소속 보통군사법원(제1심)이 폐지되지 않는한 순정군사범죄 뿐만이 아니
라, 신분적 재판권의 예외가 된 군인의 성폭력 및 아동청소년 성범죄, 군인의 사망
의 원인이 되는 범죄, 군인이 신분을 취득하기 전에 범한 죄외의 군인의 불순정 
군사범죄에 대해서까지 군사경찰의 관할권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 관련 범
죄 중에 사망에까지는 이르지 않지만 이를 방치하게 될 경우 자살 등 사망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부대 내 괴롭힘, 폭행이 여전히 군사경찰에 의하여 수사될 수 있
다는 점은 한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방부 소속 보통군사법원이 폐지된다하더라도 군사경찰의 사법경찰권을 별도로 
폐지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군사경찰이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은 대만
의 사례에서 확인된다. 결국 군사법제도의 초기 단계인 수사에서 군지휘관의 영향
을 받는 군사경찰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한 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군사법원의 폐
지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로 군사경찰제도 개혁방안이 고민될 필요가 있다.  

(2) 평시 군사건 초동수사 담당 주체 설정방안
  일반 형사절차에서 초동사건을 담당하는 주체는 사법경찰이다. 많은 나라에서 헌
병 또는 군사경찰의 영문 명칭을 ‘Military Police’ 로 사용하고 있는바, 영미의 경
우 해당 기관이 행정경찰권 뿐만이 아니라 사법경찰권을 모두 행사하고 있다. 반
면, 독일의 경우 Feldjäger (독일도 영어로는 ‘Military Police’ 로 표기함) 라는 
명칭을 사용하는데, 독일 군헌병은 원칙적으로 부대 내 경비, 교통, 군요인 경호, 
테러 대응 등 행정경찰업무만을 수행을 한다. 하지만, 독일의 경우 위험방지법으로
서의 주경찰법(Landespolizeigesetz)에 따라 경찰이 수사상의 목적이 아니라 행정
상의 목적으로 조사, 압수수색 등을 행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독일 군헌병도 연방
군직접강제법(「Gesetz über die Anwendung unmittelbaren Zwanges und die 
Ausübung besonderer Befugnisse durch Soldaten der Bundeswehr und 
verbündeter Streitkräfte sowie zivile Wachpersonen」, 약칭: UZwGBw), 군인
징계법(Wehrdisziplinarordnung)에 따라 행정상의 조사, 압수수색을 행할 수 있
다162). 또한, 언급한 관련 법률들과 연계하여 군과 주경찰이 협약을 통해서 일반경
찰의 군범죄 수사시 관련 지침이 제정된다. 바이에른주 내무부의 ‘경찰과 군간의 
협약고시’(Polizei und Bundeswehr Bekanntmachung des Bayerischen 
Staatsministeriums des Innern)에서는 군인의 범죄와 관련하여 일반경찰이 군부
대 내에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부대장에게 요청(ersuchen)할 수 있고, 

162) Heinen, Rechtsgrundlagen Feldjägerdienst, WALHALLA Fachverlag 2013, S. 3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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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반경찰의 요청에 군부대장은 응할 의무를 정하고 있다. 또한, 군부내 내에서
의 일반경찰의 활동과 관련하여 군은 가능한한 이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또한, 군
부대 내에서의 일반경찰의 활동과 관련해서는 일반경찰이 결정한다163). 이와 같은 
내용은 기본적으로 제복을 입은 시민으로서의 군인이 다른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일반 법률의 규율대상이라는 것, 군인도 다른 모든 일반국민과 마찬가지로 경찰의 
위험방지 및 형사소추와 관련된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164). 

163) 2012.1-I Polizei und Bundeswehr Bekanntmachung des Bayerischen Staatsmin
isteriums des Innern vom 16. September 1957, Az. IC1-2531/34-30 (MABl. S. 70
3) (JMBl. S. 514)

6. Zutritt zu militärischen Anlagen (군사시설에의 출입)
    Wird eine Beschlagnahme oder eine Durchsuchung in einem Dienstgebäude o

der in einer nicht allgemein zugänglichen Einrichtung oder Anlage der Bundes
wehr erforderlich, so wird die vorgesetzte Dienststelle der Bundeswehr um ihre 
Durchführung ersucht. Diese ist verpflichtet, dem Ersuchen zu entsprechen. D
ie ersuchende Stelle ist zur Mitwirkung berechtigt. Des Ersuchens bedarf es ni
cht, wenn die Beschlagnahme oder Durchsuchung in Räumen vorzunehmen is
t, die ausschließlich von anderen Personen als Soldaten bewohnt werden (§ 98 
Abs. 4, § 105 Abs. 4 StPO in der Fassung des Vierten Strafrechtsänderungsges
etzes vom 11. Juni 1957, BGBl I S. 597).

    Macht die Durchführung von Maßnahmen, die nicht der Strafverfolgung diene
n, das Betreten militärischer Anlagen erforderlich, so wendet sich der Polizeib
eamte an den für die Anlage zuständigen Dienststellenleiter (Kasernenkomman
dant) oder an die von diesem bestimmte Stelle (z.B. Offizier vom Dienst). Dem 
Ersuchen des Polizeibeamten ist zu entsprechen, soweit es sich nicht um das 
Betreten von Anlagen handelt, die Geheimschutz genießen. Ist der zuständige V
orgesetzte nicht erreichbar, so kann bei Gefahr im Verzuge ohne seine Mitwir
kung vorgegangen werden. Er ist jedoch nachträglich unverzüglich zu unterric
hten.

    Bei Amtshandlungen in militärischen Dienstgebäuden oder sonstigen militärisc
hen Anlagen sowie bei der Durchsuchung von Fahrzeugen der Bundeswehr, di
e sich auf Dienstfahrt befinden, soll der militärische Dienst durch die Ausführ
ung polizeilicher Tätigkeiten möglichst nicht beeinträchtigt werden. Die Entsch
eidung trifft die Polizei. (https://www.gesetze-bayern.de/Content/Document/Bay
VwV151467/true 마지막 검색 2022.1.26. 자)

164) 2012.1-I Polizei und Bundeswehr Bekanntmachung des Bayerischen Staatsmin
isteriums des Innern vom 16. September 1957, Az. IC1-2531/34-30 (MABl. S. 70
3) (JMBl. S. 514)

  Ⅰ. Allgemeines
    2. Die Soldaten unterliegen wie alle anderen Staatsbürger den allgemeinen Ge

setzen und unterstehen in Strafsachen grundsätzlich der allgemeinen Gerichtsb
arkeit. Sie haben daher wie alle anderen Staatsbürger die Gesetze zu achten u
nd den Anordnungen der Polizeibeamten Folge zu leisten, die diese in Ausübu
ng ihres Dienstes erteilen. (https://www.gesetze-bayern.de/Content/Document/
BayVwV151467/true 마지막 검색 2022.1.26.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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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과의 하나인 헌병이 군부대 내부 사건의 초동수사를 담당하였을 때 군의 폐쇄
성으로 인하여 투명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군사건에 대한 
초동수사 담당 주체를 어떻게 설정할지는 다양한 방안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가.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신분적 재판권으로부터 배제된 범죄만 일반
경찰이 초동수사하는 방안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군인의 성폭력 및 아동청소년 성범죄, 군인의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군인이 신분을 취득하기 전에 범한 죄를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였으며(제2조제2항), 군사법원법 개정과 맞물려 국방부는 2022년 7월부터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배제되는 위 사건들에 대해서 일반경찰이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협의중에 있다165). 
  일선 부대 군사경찰을 폐지한다는 2021년 국방부 발표대로 각 군 참모총장 직속
으로 본부 수사단을 설치하더라도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지 못하는 범죄 이외
의 모든 범죄 – 즉, 순정군사범죄 뿐만이 아니라 불순정군사범죄에 대해서까지 - 
에 대해서 각군 참모총장 직속 본부 수사단 및 예하 광역수사단(육군 7개, 해군 5
개, 공군 5개)의 군사경찰이 수사권을 행사하게 된다166). 
  그러나, 이 가. 안에 따르면 군부대 내 일반폭행, 학대, 사기 등 불순정 군사범
죄에 대해서까지 여전히 군사경찰이 수사관할권을 행사하는바, 이런 상황은 ‘제복
을 입은 시민’의 권리보장에 제한요소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이런 불순정 군사범
죄 부분도 군부대 지휘관으로부터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수사되지 않는다면 이번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신분적 재판권에서 제외된 범죄, 특히 사망사고를 군대에서 
사전에 예방하는데 있어서 제약요인으로 작동하게 될 우려가 농후하다고 생각된다.  
   

나. 순정, 불순정 군사범죄 여부에 따라 수사주체를 달리 설정하는 방안  
 

  순정군사범죄는 군사기능과 관련된 것인만큼 군사경찰이 조사하고 불순정군사범
죄는 일반경찰이 수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순수하게 순
정, 불순정군사범죄가 명확하게 나뉘어지지 않거나 중첩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만큼 
이런 경우에는 ‘제복을 입은 시민’으로서의 군인의 기본권과 관련된 내용이거나 군
부대에 의한 은폐가 우려되는 경우 (군검찰이 폐지되는 것을 전제하는 경우) 일반

165) 군 성범죄 경찰 수사 반년 앞…현장은 업무과중 우려 (더팩트 2022.1.16. 자 기사).
166) 부대 군사경찰 폐지…참모총장 직속 수사단 신설 (MBC 뉴스투데이 2021.6.23. 자 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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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군사경찰, 일반경찰 중 누가 수사할지를 판단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일반검찰이 군사경찰이 수사할지, 일반경찰이 수사할지 
판단하는 대신 ‘수사관할 판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여기서 판단하도록 하면 될 것이
다. 일단 2021.9.24.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군인의 성폭력 및 아동청소년 성범죄, 
군인의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군인이 신분 취득 전에 범한 범죄는 일반법원에
서 관할하게 되었고, 이와 발맞추어 국방부도 해당 범죄는 일반경찰에서 전속적으
로 수사하게 한만큼167), 이를 제외한 나머지 군범죄에 대해서 순정, 불순정 군사범
죄인지 불분명하거나 중첩되는 경우 일반검찰 또는 설치를 제안한 수사관할 판정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수사관할 판정위원회’ 구성시에서는 군법무
관이 일부 참여할 수 있겠지만, 민간인 신분의 변호사, 교수 등 민간 전문가 등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도록 구성하는 것이 ‘제복을 입은 시민’으로서의 군인의 인
권보장에 더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 순정군사범죄는 일반경찰 및 군사경찰이 합동수사하고, 불순정군사범
죄는 일반경찰이 단독으로 수사하는 방안   

  이 안은 군사기능과 관련된 순정군사범죄에 관하여 헌병에 수사권한을 부여하되 
일반경찰이 처음부터 함께 수사하게 하여 상호 견제 및 협력하에 수사하게 하는 
방안이다. 다만, 순정군사범죄를 일반경찰 및 헌병이 합동수사하는 경우 상호간의 
행동지침을 상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부록 1〉 「법원이 재
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이 참고
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군인의 성폭력 및 아동청소년 성범죄, 군인의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군인이 
신분을 취득하기 전에 범한 죄뿐만이 아니라 내무반 생활관계에서의 폭행, 학대, 
사기 등과 같은 불순정 군사범죄는 처음부터 일반경찰만이 독자적으로 수사하게 
하고, 군부대 관계자로 하여금 군사기말 유지 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
도록 하면 될 것이다.   

라. 일반경찰이 모든 군사범죄를 수사하는 방안   

  이 안은 군사경찰로부터 모든 범죄에 대하여 수사권(사법경찰권)을 배제하고 행
정경찰권만을 부여하는 것을 전제하는 안으로 일반경찰이 순정, 불순정 범죄유형에 
관계없이 모두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안이다. 

167) 군 성범죄 경찰 수사 반년 앞…현장은 업무과중 우려 (더팩트 2022.1.16. 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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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순정군사범죄의 경우 군사기능과 관련된 것이므로 군의 입장을 고려하여 
1차적으로 수사권을 가지지 않은 헌병이 징계조사의 형식으로 사실관계를 필요적
으로 먼저 조사하도록 하고, 이를 기초로 일반경찰이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제도설
계 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 때 순정군사범죄와 관련하여 군부대의 군사기능유지, 
군사보안유지 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군부대에서 
관련 범죄를 은폐, 조작할 여지를 줄 수 있다는 비판은 여전히 가능할 것이다. 따
라서, 이런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순정군사범죄의 경우도 군부대에서 군사기밀 
등을 이유로 군헌병의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관련 위원
회를 만들어 해당 위원회에서 그 요청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군부대의 요청
을 들어줄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 군사경찰의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방부 직속으로 하는 방안

  위의 안들은 범죄유형이 순정, 불순정 군사범죄여부를 기준으로 일반경찰과 군사
경찰의 관할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 제안한 것이었으나, 이 안은 군사법경찰
권을 가지는 헌병을 –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른 육해공군 직속 군사경찰단(하위 광
역수사단은 육군 7, 해군 및 공군 각5) - 보다 더 상위인 - 국방부 직속으로만 둘 
것을 제안하는 안이다. 그리고, 각군 참모총장, 장성급 부대, 그 이하 부대에는 행
정경찰권만을 가지는 헌병을 두자는 것을 전제하는 안이다.
  소비에트 연방의 경우 공산블럭의 유지를 위하여 강하고 많은 수의 군대가 필요
하여 징병제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동유럽 공산블럭의 붕괴 이후 군축 등을 비롯
한 군사제도 개혁에 대한 요구가 생겼고, 이와 맞물려 당시 소비에트 군부대에 만
연했던 비인간적인 군내 폭행, 성적 강요 등 가혹행위에 대한 개선요구가 거셌다. 
이에 따라 군대 폭행 등 가혹행위를 전담하는 군 경찰을 국방부 직속으로 창설하
고, 국방부령으로 운영되던 군 경찰을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였
다. 이에 따라 군경찰이 일선 부대의 영향력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독립적이고 투
명한 수사를 시행할 여지가 생겼다고 한다168). 물론, 이와 같은 조치가 행해졌다고 
해서 오늘날 러시아 군대의 폭행 등 가혹행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군
부대가 지휘관 및 군부대의 위신을 고려하여 사건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수 있는 
하나의 막은 걷힌 것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국방부에서 
일선 군지휘관이 군사경찰에 대한 인사권과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어 초동 수사
단계에서 사건의 실체를 은폐하는 일이 발생하여 일선부대 군사경찰은 부대 경비, 

168) 김정수, 군사법원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헌법적 소고, 법학논총 제45권 제1호, 202
1, 1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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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작전 등 행정경찰업무만 담당하고, 수사경찰기능은 폐지하기로 하고 대신 수
사 기능은 육군, 해군, 공군 등 각 군 참모총장 직속의 본부 수사단으로 통합하고, 
그 아래 권역별로 육군은 7개, 해군과 공군은 각각 5개의 광역수사단을 설치하기
로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여전히 
국방부 그리고 각 군 참모총장 직속의 군대 조직으로 있다는 점에서 군의 폐쇄성
을 완전히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군사법경찰권을 행사하는 
군사경찰은 국방부에만 두자는 것이다.
  이 안에 따를 경우 제도의 시행초기에는 그 경과를 지켜보아야겠지만, 군부대의 
폐쇄성으로 인한 초동수사의 공정성,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계속 은폐된다면 
위에서 제시한 다른 개혁방안을 고민해보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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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정식 사법절차 외 군사망사고 조사 관련 
해외 및 우리나라 제도

  군사법제도는 사법경찰 단계에서 수사개시로 그 첫 걸음이 시작된다. 이 때 범
죄의 수사는 혐의가 있음을 조건으로 개시된다. 그러나, 범죄혐의가 없다고 해서 
군대에서 일어나는 모든 죽음이 억울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군 내에서의 범죄에 
이르지 않은 인권침해사안이 개선되지 않아도 좋은 것은 아니다. 또한, 인권침해와 
관련은 없지만 인적·물적 과실이 문제되어 군인이 사망하는 경우 그 원인을 밝히는 
것은 군인과 그 유가족의 처우를 위해 (정신적, 물질적 보상의 문제 등) 또는 그것
이 아니더라도 개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인권침해가 
아닌 언급한 경우에도 군사망사고의 진실규명을 위한 필요성은 분명히 작지 않다. 
예컨대, 범죄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각종 군사시설·장비의 설치 및 관리가 
미비하였거나, 작전 또는 훈련 중 고의는 없다 할지라도 (과실조차 확인되기 어려
운) 상급 지휘관의 무리한 훈련요구와 그 무리한 요구를 이행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하급 지휘관의 과실이 결부되어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거나 (예컨대, 증평 포로훈련 
체험 사망사건에서는 군지휘관의 포로체험 훈련 실시에 대한 강한 의지와 장비부
실이 결합하여 질식사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169), 아니면 부대 내무생활 중 고의
나 중과실은 증명되지 않지만 상관 또는 선임병의 학대로 자살로 이르는 경우 등 
군대에서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꼭 수사개시 조건으로서의 범죄혐의가 있을 때 수
사를 통하여 그 원인을 밝히는 것만으로 국가가 ‘제복을 입은 시민’의 기본권 보장
의무를 모두 수행했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은 명백하다. 범죄 혐의가 없더라도 인권
침해적 요소에 의하여 자살로 이르는 경우 등에는 억울한 죽음에 이르기 전에 병
영의 인권문화를 정착시키는 등의 개선조치를 통해서 억울한 죽음을 막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내용을 범죄혐의가 없는 경우에도 그러한 억울한 
죽임이라는 결과를 가져온 관행과 부조리를 주사 이외의 방법으로 조사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비단 죽음과 관련이 있는 사건 뿐만이 아니라 죽음과 관련이 없더라
도 군 내에서의 인권침해적 사안은 군내부 조사기구 또는 외부에 설치되는 군옴부
즈만과 같은 감시기구에 의하여 조사되고 이를 바탕으로 잘못된 인권관행, 시스템
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는 각 국의 군부대 내 인권침해 개선을 위한 군옴부즈만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특히 범죄 혐의에 바탕한 수사의 개시 전에 군인의 죽음, 의문사 등과 
관련된 군사망 사고조사를 담당하는 기구에 대하여 개관하도록 한다. 이를 통하여 

169) 이계수/박병욱, 군사법원 폐지를 위한 사례연구, 민주법학 제60호, 2016, 233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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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군인권 옴부즈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개선 방안에 대하여 시
사점을 얻도록 한다.  
  먼저 각 나라별로 옴부즈만의 유형과 군에 특유한 군옴부즈만 제도가 어떻게 운
영되고 있는지를 독일, 프랑스, 영국, 대만, 한국의 순서로 알아본 뒤 향후 우리나
라에 적용될 수 있는 군옴부즈만 제도에 대하여 고민해보도록 한다. 

1. 개관
       

(1) 옴부즈만
  일반적으로 옴부즈만은 ‘위법·부당한 행정활동에 대하여 비사법적(非司法的)인 
수단으로 국민을 보호하는 관직’으로 정의된다170). 옴부즈만은 오늘날 크게 고전적 
의미의 옴부즈만(의회의 옴부즈만)과 행정형 옴부즈만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고전적 의미의 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
해되었을 경우 그 원인을 조사·시정하여 국민의 고충 내지 불만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가 임명한 자를 지칭한다171). 이것은 옴부즈만 제도의 원형으로 알려진 
1809년 스웨덴 제국의회가 헌법개정으로 임명한 행정감찰관(Justitie 
Ombudsman)이 소위 ‘의회의 대리인’으로서 의회 소속이었기 때문이다172). 이와 
같은 스웨덴의 고전적 옴부즈만은 20세기 초반 이후 인근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국
가들로 전파되었고, 20 세기 후반에는 다수의 유럽 국가들에도 전파되었다. 
  고전적 옴부즈만 제도가 의회소속의 소위 의회형 옴부즈만으로 시작되어 옴부즈
만은 ‘의회가 임명한 자’라는 개념요소가 들어 있는데, 이는 애초부터 해당 제도가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173). 
스웨덴어의 “ombud”는 대표자, 대리인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감안하면 
고전적 의미의 옴부즈만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공무원에 대한 민원에 의하여 또
는 직권으로 신청을 처리하는 기관으로 그 대상은 불법행위로부터 부당하거나 비
효율적인 업무처리에까지 포함되며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하여 시정·개선 권고권을 
행사하는 기관”174)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고전적 의미의 옴부즈만의 본질은 당
사자인 국민이 직접 ‘제3자’에게 자신이 침해당한 권리의 구제를 구하는 것이며, 

170) 서정범/박상희/김용주, 일반행정법, 세창출판사 2022, 751쪽.
171) 홍완식, 의회형 옴부즈만 제도의 도입에 관한 검토 – 국회에 제출된 옴부즈만 관련 3

개 법률안에 대한 비교검토, 의정연구 제19권, 2005, 131쪽.
172) 홍완식, 위의 논문, 133쪽.
173) 김소연, 프랑스 개정 헌법상 권리보호관(Défenseur des droits)에 관한 연구, 헌법학

연구 제19권 제1호, 2013, 492쪽.
174) 전학선, 프랑스의 옴부즈만 제도에 관한 연구, 헌법학연구 제9권 제4호, 2003, 5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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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인 옴부즈만이 직접 조사를 통해 권리구제를 실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옴부즈만은 그러나 사법부와 유사한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경우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 따라서, 행정권력으로부터의 부당한 침해가 사법적 수단으로 구제
받기 어렵거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옴부즈만이 새로운 권리구제 수단으로 일정
한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175). 
  현대적 의미의 옴부즈만은 의회형 옴부즈만 뿐만 아니라 행정형 옴부즈만까지  
포섭하고 있다. 행정형 옴부즈만은 고전적 의미의 옴부즈만처럼 의회 소속이 아니
라 행정부나 무소속으로 존재하게 된다. 하지만, 행정형 옴부즈만의 구성에 의회가 
관여하는 것은 가능하고, 의회가 행정형 옴부즈만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도 있다. 
오늘날의 옴부즈만 중 의회형 옴부즈만은 의회의 의한 (행)정부 통제를 목적으로 
시작되어 행정에 대한 견제적 관점에서 조사 및 권고권한을 수단으로 행정의 적법
성과 정당성을 담보하는 과정인데 비하여, 행정형 옴부즈만은 국민의 고충을 듣고 
당해 행정기관을 조사하여 시정·개선 권고를 하거나, 당사자와 행정청간을 중재·조
정하는 방법으로 행정구제를 행함으로써 행정운영 개선에 능동적으로 기여하는 행
정절차의 일환으로 평가될 수 있다176). 
  의회형 옴부즈만은 순수의회형과 수정의회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순수의회형은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의 전통적 옴부즈만 유형으로 의회 소속이고 의회에 
의해서 선출되나 직무상 고도의 독립성을 부여받는 가운데 일반국민으로부터 민원
을 받아 조사 및 권고권한 등으로 행정의 개선을 유도한다. 의회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으나 그 활동에 국회가 직접 관여할 수 없는 것이 특징이다. 반
면 수정의회형은 영국이 취하고 있는 방식으로 순수의회형에 비하여 옴부즈만 기
구의 독립성과 독자적 권한이 제한되어 있다. 왜냐하면, 수정의회형 옴부즈만은 일
반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원을 접수할 수 없고 국회의원을 통해서만 접수받고, 조사
결과도 국회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수정의회형 옴부즈만은 국회의원
의 활동에 대한 보조적 기능을 가진다고 평가될 수 있다.  

  여러 가지 구분이 가능하겠지만 현대적 옴부즈만은 적어도 다음의 요소를 구비
하여야 한다.
 
  첫째, 예산과 공적 권한이 주어지는 공적 옴부즈만은 헌법, 법률 또는 지방자치

175) 강현철/류성진, 군인권보호관 제도에 관한 사전적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
연구 17-15-⑦, 2017, 31.

176) 송창석, 행정옴부즈만제도의 발전방안 -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심포지움 1997, 86쪽 이하; 문성식,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법학석사학위논문, 2012, 40쪽(각주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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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조례 등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 한다. 이는 법치국가의 원리를 담보하
는 장치로서의 옴부즈만 제도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전제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의회형 옴부즈만은 물론 행정형 옴부즈만도 의회에 대하여 보고의무 
등 일정한 의무를 진다. 의회를 상대로 연례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많다. 이를 
통해 의회는 옴부즈만의 활동을 소극적·적극적인 방법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세 번째로 옴부즈만은 민원을 처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네 번째로 옴부즈만은 민원발생기관에 대한 조사권 및 권고권을 지닌다177). 이 
때 옴부즈만은 민원인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할 권한을 가진다178). 
옴부즈만의 권고는 법원과 같은 판결에 의한 취소권, 처분행정관청과 같은 직권취
소권과는 명백히 구분된다179). 옴부즈만은 그 특성상 비강제적 구제수단을 추구하
기 때문에 민원의 원인을 제공한 기관을 상대로 구속력 있는 권고를 발할 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비강제적 의견표시의 형태로 권고를 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180). 
즉, 옴부즈만은 법원과 같이 행정처분을 직접 취소·변경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행정부를 상대로 직접적인 감독권을 해사할 수 없는바, 사실의 조사와 인정을 통하
여 취소·변경을 요청 내지 권고할 수 있을 뿐인 것이다181). 종합하면 옴부즈만은 
진정사안에 대한 강한 조사권을 가지지만, 권고결정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스웨덴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외적으
로 기소권 등 강력한 권한이 부여되기도 한다.182). 
  다섯 번째로 현대적 옴부즈만은 의회나 정부에 의해서 임명되지만 정치적 중립
성 및 임명기관으로부터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는 가운데 국민의 권리보호 및 구
제를 위하여 활동한다는 점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183).

  현대적 옴부즈만의 공통적인 기능도 추출될 수 있는데, 첫째, 행정통제 기능, 둘
째, 갈등해결을 위한 중재기능, 셋째, 행정정보의 공개기능, 넷째, 이슈제기를 통한 
개혁기능 및 행정의 신축성 부여, 다섯째, 민주적·정치적 대변기능(행정의 순응성 
확보)을 들 수 있다184). 

177) 홍완식, 앞의 논문, 132쪽.
178) 서정범/박상희/김용주, 일반행정법, 세창출판사 2022, 751쪽.
179) 송창석, 도시정부에서의 시민옴부즈만제도 도입방안, 한국도시행정학보 제8집, 1995, 4

0쪽.
180) 김소연, 앞의 논문, 495쪽.
181) 서정범/박상희/김용주, 일반행정법, 세창출판사 2022, 751쪽.
182) 문성식,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법학석사학위논문, 2012, 3

9쪽; 홍현철, 호민관 제도에 관한 연구, in: 현대공법이론의 전개, 석정 허영민 박사 화갑
기념 논문집, 1993, 480쪽.   

183) 송창석, 행정옴부즈만제도의 발전방안 -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심포지움 1997, 83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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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옴부즈만의 공통적인 기능과 특징을 보면 옴부즈만이 최종적으로 행
하는 시정·개선 권고가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이빨빠진 감시견(Watchdog with-
out teeth)’이라는 비판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조사권과 자료제출권, 
출석 및 진술요구권, 공표권만으로도 행정정보의 공개와 행정에 대한 통제가 가능
하다185). 특히, 이와 같은 권한에 개별 행정기관이 어느 정도 성실하게 반응하는지
에 따라 해당 기관의 투명성, 신뢰성을 국민이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대 정
보, 신용사회에서 그 효과는 결코 무시될 수 없다고 생각된다. 옴부즈만의 비강제
적 권한행사에 대하여 해당 행정기관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통해서 해당 국가의 
관료제가 얼마나 민주화되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옴부즈만의 활동과 
그 결과는 민주사회의 발전을 위한 지표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
이다.    

  옴부즈만은 관할 업무의 범위에 따라 모든 행정업무를 관할로 하는 일반옴부즈
만과 세무, 군사, 정보보호 등 한정된 전문분야를 관할로 하는 특수옴부즈만으로 
구분될 수 있다. 특수 옴부즈만의 대표적인 사례로 독일의 군옴부즈만(국방감독관), 
정보보호 및 정보의 자유 옴부즈만(정보보호 및 정보자유 감독관), 스웨덴의 군옴
부즈만, 공정거래 옴부즈만, 소비자 옴부즈만, 아동보호 옴부즈만, 캐나다의 재소시
설 옴부즈만, 프라이버시 옴부즈만 등을 들 수 있다186). 따라서, 군사망사고 등 군
민원에 대한 고충처리가 일반옴부즈만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독자
적인 군옴부즈만에 의하여 행해질 수도 있는바,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 항
목에서 알아보도록 한다. 
             

(2) 군옴부즈만의 운영 유형
   
  군옴부즈만은 크게 세 가지로 유형화될 수 있는데 군감찰관 유형, 특수옴부즈만
으로서의 군옴부즈만 유형, 일반 옴부즈만에서 군사민원을 처리하는 유형을 들 수 
있다187). 
  첫 번째로 군감찰관 모델은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등에서 채택하고 있
다. 이 모델에서는 군옴부즈만 역할을 하는 군감찰관이 군부대에 통합되어 있다. 

184) 송창석, 위의 논문, 89쪽 이하.
185) 송창석, 위의 논문, 88쪽 (각주 17번)
186) 김소연, 앞의 논문, 494쪽; 앞의 석사학위논문, 39쪽.
187) What Are Ombuds Institutions for the Armed Forces? – Inspector General, I

COAF (https://www.icoaf.org/models).



- 117 -

군감찰관은 통상적으로 군인이나 군무원이고 따라서 군의 지휘명령계통에 종속된
다. 군감찰관은 상급 공무원(상급 지휘관)에게 보고를 하며, 그로부터 지시를 받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이 군감찰관 모델은 군지휘관이 군감찰관을 상대로 권한을 행사
할 수 있고 군지휘권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군에서 선호되는 모델이다. 군감
찰관은 군관련 필요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어 군사적으로 특별한 주제나 문제
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특장점이 있다. 또한, 군감찰관은 군속이기 
때문에 다른 군인들과 함께 해외 파병, 작전 등에 투입될 수 있고, 따라서, 군인과 
그 활동에 상당한 접근성을 가진다는 것도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지휘계통에 통합된 군감찰관의 작동방식은 독립성 측면에서는 단점으로 작용
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군감찰관의 지위로 인하여 군부대, 군지휘관의 의
사에 반하는 주제를 거론하는 것이 제한되고, 이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는 능력이 
침해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은 당연히 이의제기기관으로서의 군감찰관의 정당
성을 – 특히, 이의를 제기하는 군인의 입장에서 - 약화시키고, 공공성을 약화시켜 
결국 신뢰성을 잠식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188).    

  두 번째로 특수 옴부즈만 형태로 군옴부즈만이 설치·운영되는 나라들도 있다. 독
일, 오스트리아, 체코,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 노르웨이, 남아공 등이 대표적인 사
례이다. 해당 나라들에서는 법률로 군을 상대로만 관할권을 가지는 독립적인 옴부
즈만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유형의 군옴부즈만은 군사 지휘명령계통으로부
터 독립되어 있는 비군사기구이다. 이와 같은 방식의 군에 대한 독립적 감독 메카
니즘은 기관장 및 그 구성원들이 오로지 군사적 문제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수 있
고 이 영역에서 전문지식을 발전적으로 축적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공
적인 보고를 생산하는 이와 같은 독립적인 군옴부즈만의 역량은 다른 민주적 기구, 
예컨대 의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군 옴부즈만이 없었다면 의
회는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었을테고, 그럴 
경우 의회는 군에 대한 민주적 감독을 하는데 있어서 정보 사각지대를 가진 채 일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독립성을 갖춘 특수옴부즈만으로서의 군옴부
즈만은 이의제기자 및 일반국민들에게도 전문성과 신뢰성을 주는 모델이기도 하다. 
이 모델의 가장 큰 단점은 기관 설치 및 운영에 있어 많은 비용이 든다는 점이다. 
또한, 군대의 규모가 작거나 현재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군대를 가진 나라에
서는 이의제기가 많지 않다는 점이 독립적인 군옴부즈만을 설치할 이유를 반감시
키게 된다189).     

188) Wissenschaftliche Dienste des Deutschen Bundestages, Das Amt der/des 
Wehrbeauftragten in internationaler Perspektive Militärische Ombudsleute in 
anderen Ländern – eine Übersicht, 2020, S.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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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로 포괄적 옴부즈만 기구에서 군 관련 이의제기, 민원사건을 처리하는 
모델도 있다. 핀란드, 폴란드, 스웨덴, 러시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즉, 이 모델
에서는 일반인권 옴부즈만 또는 전통적 옴부즈만(스웨덴)이 군에 대한 인권감독 기
능을 수행한다. 이와 같은 일반옴부즈만은 사회 구성원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에 기
여하며,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이의제기를 그들의 위임을 받아 처리한다. 많은 국
가에서 그와 같은 기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경우에 따라 정치적인 시스템 
내에서 강력한 위치를 점하기도 한다. 예컨대, 세르비아의 옴부즈만은 그 나라의 
가장 강력한 사람으로 인식된다. 이와 같이 광범위한 위임관할권을 가진 일반 옴부
즈만은 많은 장점을 가진다. 
  먼저, 이와 같은 유형의 옴부즈만 기관장 및 위원은 정치적 시스템 내에서 비중
있는 인물일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의 권고가 쉽게 무시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그의 높은 인지도와 위상은 일반공중 및 이의제기자측으로 하여금 그의 역할에 대
한 폭넓은 이해를 선사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이와 같은 일반적인 광범위한 위임에 따른 일반 옴부즈만은 민간인 뿐
만이 아니라 군인 및 그 가족들이 평등하게 취급된다는 확신을 줄 수 있다. 즉, 이
는 양측의 이해관계가 잘 비교형량되어 상당히 합당한 권고가 나올 수 있다는 기
대를 심어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 기관이 통합하여 옴부즈만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경우 영역에 별
로 여러 개의 특수 옴부즈만을 설치하는 것에 비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
점이 있다. 

   다른 관점에서는 이와 같은 단일한 민간옴부즈만은 군에 대한 전문지식이 결여
되어 있고 이런 관점에서 군부대에 공신력을 주지 못할 수도 있다. 여기다 광범위
한 관할로 인하여 군 문제에 관해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게다가 군사 관련 전문사례가 집중적으로 축적되는 것이 어려워 이
의제기를 해결하는데 상당한 시간지연을 야기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런 일반 옴
부즈만을 취하는 경우에도 그 하부로 군 관련 사례만을 담당하는 위원이 지명될 
수 있다. 필리핀과 스웨덴이 이러한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2021년 12월 국가인권
위원회법 개정에 따라 대통령 지명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군옴부즈만)이 신설되
었는데, 마찬가지의 경우라고 할 것이다190).   

189) 위의 독일 연방의회 조사처 보고서, S. 17.
190) 위의 독일 연방의회 조사처 보고서, S. 17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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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사망사고 조사기구
   
  아래의 해외 사례에서 살펴보겠지만, 외국의 경우 군사망사고 조사기구를 두는 
경우는 대만 외에는 발견하기 어려우며, 군사망사고에 대한 조사는 정식의 수사절
차에 의하거나 군사옴부즈만 등에 의하여 관련 내용이 조사될 수 있다. 또한, 미국
의 경우 의회(하원)의 국정조사의 방법 등을 빈번하게 활용하기도 한다. 자세한 내
용은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2. 독일의 국방감독관(Wehrbeauftragte)

  독일은 군인권 영역에 특수 옴부즈만으로 군옴부즈만을 두고 있는 대표적인 국
가이다. 프로이센 입헌군주제에서 국왕이 자신의 군통수권(총사령권: Oberbefehl)
을 의회의 영향을 받지 않고 행사할 수 있었던 군국주의의 경험191), 이와 같은 전
통을 더 왜곡된 형태로 악용한 나찌 군대의 경험으로부터 군대가 의회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을 경우 초래되는 민주사회의 위험을 절감한 독일은 전후 군에 대한 
문민통제의 방법으로 의회의 통제권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이 의회통제권 확립에 
도움을 주고 군대 권력의 오남용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방의회에 국방감독
관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1956년 독일 기본법에 마련하게 된다(기본법 45b조). 
이와 같은 기본법 개정을 통한 국방감독관의 설치는 1956년 이전 군에 대해 국가
원수가 가지는 총사령권(군통수권)을 가지고 있으며, 의회가 이를 통제하는 것은 
제한된다는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총사령권의 핵심부분인 명령 및 지휘권
은 평시에는 집행권의 영역으로 재편하여 의회에 책임을 지는 연방국방부장관에게 
귀속시킴으로써 군에 대한 의회의 통제를 가능하게 하도록 한다(기본법 제65a
조)192)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실현하는 조치이다. 그 외에도 국방위원회(기본법 제
45a조 제1항) 및 국방위원회 소속 국정조사위원회(기본법제45a조 제2항)를 도입하
고, 군의 규모 및 조직의 대강이 국방예산으로부터 도출되도록 함으로써 의회가 군
의 규모와 조직의 대상을 통제할 수 있는 조항을 도입하였다(기본법 제87a조 제1
항 제2문).  
  기본법 제45a조는 연방의회 국방위원회로 하여금 일반적인, 주로 정치적인 관점
에서 군을 통제하도록 한 것이라면, 제45b조의 국방감독관제도는 군 내부의 부대
지휘의 영역에서 개별 사례를 통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193). 즉, 국방감독

191) 이계수/오병두, 군에 대한 의회통제의 가능성과 한계 – 독일의 ‘국방감독관’ 제도를 중
심으로, 민주법학 제33호, 2007, 387쪽.

192) 이계수/오병두, 위의 논문, 390쪽.
193) 이계수/오병두, 위의 논문, 3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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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은 소위 ‘내적 지휘(Innere Führung)’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군인의 인권실태
를 감시·감독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 ‘내적 지휘’는 연방군의 지휘철학으로 인
간의 존엄성에서 출발하는데, 내적지휘의 영역으로는 인간통솔
(Menschenführung), 정치교육, 법과 규정, 복무의지 형성 및 교육, 정보활동
(Informationsarbeit), 조직과 인사관리, 복지와 여가활동, 가정과 복무의 조화, 신
앙과 종교 활동, 의료지원 등을 포함한다194). 이와 같은 내용은 본질적으로 연방군
이 군국주의 시절처럼 의회나 정부의 통제로부터 벗어난 ‘국가 안의 자체 국가’가 
아니라 ‘사회의 일부로서 군’, ‘국가의 일부로서의 군’이라는 인식의 전환을 기반으
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생각의 연장선 상에서 그 구성원인 군인도 ‘제복을 입은 
시민’ 으로 바라보게 된다195).  
  이러한 군과 관련된 패러다임의 전환을 담은 기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1957. 6.27. ‘연방의회의 국방감독관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다. 국방감독관은 연
방의회의 국방위원회 또는 정당의 추천을 받아 연방의회가 비밀투표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정무차관급이며 연방의회의원 및 공무원 신분은 아니
다. 60 여명으로 이루어진 사무처에서 국방감독관의 업무를 보조한다. 그 임기는 
독립성 보장을 위해 연방의회 의원 임기 4년보다 1년이 더 긴 5년으로 하고 있다. 
  국방감독관은 연방의회나 국방위원회의 지시 또는 군장병의 기본권 침해나 군내 
내적지휘의 통솔 원칙을 위반한 건을 접수하여 직권으로 결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 
국방감독관은 자신이 입수한 정보와 군장병들이 제안하거나 이의제기한 사항 또는 
신문·라디오 보도 내용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활동을 개시할 수 있다. 여기서 주
목할 점은 국방감독관에게 진정하기 위해서는 군인소원법(Wehrbeschwerde- 
ordnung)처럼 일정한 개인 고충 내지 불만제기(Beschwer)가 없어도 된다는 것이
다. 즉, 국방감독관에게 진정(Eingabe)하려 할 경우 진정의 범위나 대상, 기간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주관적으로 부당하거나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진정
이 가능하다. 또한, 자기관련성을 직접적으로 가지는 군복무상의 개인적 문제 뿐만
이 아니라 자기관련성이 떨어지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도 진정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진정은 군인이 직접 하여도 되고 동료군인, 대표위원(Vertrauensperson) 또
는 가족이 행할 수도 있다196). 
  다만, 국방감독관은 연방의회의 국방위원회가 다루기로 한 사건에 대해서는 관여

194) 김태산, 독일 내적지휘 센터(Zentrum Innere Führung)의 운영 현황과 그 시사점, 화
랑대논문집 제12집 2권, 2019, 31쪽 이하; Bundesministerium der Verteidigung, ZD
v 10/1 Innere Führung-Selbstverständnis und Führungskultur der Bundeswehr, 
2008.

195) 김태산, 독일 국방감독관 제도의 운영실태와 그 함의 : 국방감독관 연례 보고서 분석을 
중심으로, 국방연구 제64권 제2호, 2021, 28쪽 이하.

196) 이계수/오병두, 위의 논문, 402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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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다. 국방감독관은 국방부장관에게 명령·지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정부 각료인 국방부장관이 연방의회 소속의 국방감독관에게 명령·지시를 할 
수도 없다. 
  국방감독관은 정보에의 접근요구권, 의견청취권, 불시 부대방문권, 제안 및 시정
권고권, 직권조사권, 언론공표권, 연방의회에 연차보고서 제출 등의 권한으로 그 
활동의 실효성을 보장받게 된다. 

3.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인권보호 및 조사 등을 위한 독립행정기구로서 권
리보호관(Défenseur des droits)을 두고 있지만, 군옴부즈만과 같은 독립된 형태
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권리보호관(Défenseur des droits)은 2008년 헌법 개정으로 독립행정청으로 창
설된 제도이다.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방어하는 일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름이 부여되었다. 권리보호관은 2008년 7월 23일, 제24차 헌법 개정을 통해 공
화국 중재자(Médiateur de la République), 아동수호자(Défenseur des en-
fants), 국가의 안전윤리에 관한 위원회(Commission nationale de déontologie 
de la sécurité), 평등과 차별철폐를 위한 고등기관(Haute Autorité de lutte 
contre les discriminations et pour l’égalité)을 통폐합하여 헌법 제71-1조로 
새로이 신설된 기관이다197). 그런데, 권리보호관은 군인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관
할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찰제도의 하나인 군인경찰(Les 
gendarmes)의 안전임무와 관련된 인권침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질 뿐이다. 군인
의 인권침해에 관련된 사안은 프랑스 국방부의 군감찰관이 관할권을 가진다. 

(1) 권리보호관 
권리보호관(Défenseur des droits)은 엄밀한 의미에서 군옴부즈만이라기보다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군인경찰(Les gendarmes), 세관, 교도소, 철도안전청, 사설
탐정, 사설조사기관 등의 인권침해 사안을 감독하는 기관이다. 다만, 감독 대상에 
군인경찰(Les gendarmes)이 포함되어 있어서 함께 검토하도록 한다.

권리보호관으로 통합되기 전 하나의 개별 기관인 기존 ‘공화국 중재자’는 특별한 
독립행정기관의 지위를 지녔다. ‘공화국 중재자’는 스웨덴의 옴부즈만 

197) 강명원, 프랑스 헌법상 권리의 수호자에 대한 평가 – 차별금지영역을 중심으로, 강원
법학 제58호, 2019, 282쪽.



- 122 -

(Ombudsman suédois)과 영국의회의 위원회(Commissaire parlementaire an-
glais)로부터 영감을 얻어 창설되었다. 주된 임무는 행정의 결점을 고발하는 것인
데, 국가행정, 지방행정, 공공기관 및 공공서비스 임무를 가진 조직들의 행정상 결
점을 모두 고발할 수 있다198). 그런데, 1990년대부터 특별한 분야의 권리와 자유
를 보장하는 독립행정기관이 증가하여 기관간 관할도 모호해지고, 시민들에게도 혼
란이 가중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공화국 중재자의 권한과 위상을 중심으로 하여 
기존 3개의 기관의 관할을 포괄하는 권리보호관이 출범하게 된 것이다. 

권리보호관은 다음과 같은 일을 담당하고 있다. 첫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과 관련해서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방어하는 일을 한다. 둘째, 어린이의 권리
와 어린이의 이익을 위해 방어하고 증진시키는 일을 담당한다. 셋째, 차별에 대한 
투쟁을 한다. 넷째, 국가안전 업무를 행하는 사람들이 윤리를 준수하는지를 감시한
다. 권리보호관은 독립된 관청으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어떤 지시도 받
지 않고 자신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 견해를 밝힌 것에 대한 제재를 받지 않는
다. 오늘날에는 시민이 자신의 권리와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생각하면 시민이 직접 
권리보호관에게 권리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권리보호관은 권리침해를 받은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모든 권고를 할 수 있다.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
하고 효과가 없으면 권리보호관은 관련된 사람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
를 취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권리보호관이 이행명령의 권한을 행사했음에도 불구
하고 이행을 하지 않으면 권리보호관은 특별보고서를 작성하고 이것을 발행해서 
공개할 수 있다199).

또한, 권리보호관에게는 광범위한 조사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권리보호관은 법관
의 통제 하에 지역 내 또는 공공 및 민간부분에서 관련자를 조사할 수 있고, 그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해당 조직법률 제22조 제2항 후
단)200). 

권리보호관의 독립성에 관련된 내용이 권리보호관에 관한 2011년 3월 29일 제
2011-333호 조직법률 제2조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성 논란은 존재한
다. 대표적인 이유는 프랑스식 옴부즈만인 권리보호관이 대통령의 제안(프랑스 헌
법 제71-1조 제4항)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Décret(동 조직법률 제1조 제1항)로 임
명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권리보호관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공식 의견을 구한후 임명

198) 강명원, 프랑스 헌법상 권리의 수호자에 대한 평가 – 차별금지영역을 중심으로, 강원
법학 제58호, 2019, 280쪽.

199) 박재현, 프랑스 개정 헌법상 권리보호관(Défenseur des droits)에 관한 연구, 홍익법
학 제15권 제3호, 2014, 141쪽 이하.

200) 강명원, 프랑스 헌법상 권리의 수호자에 대한 평가 – 차별금지영역을 중심으로, 강원
법학 제58호, 2019, 2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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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행사할 수 있다. 특히, 각 위원회로부터 나온 반대표의 합계가 상·하원 양원 
두 위원회에서 행사된 투표수의 5분의 3을 넘으면 대통령은 권리보호관을 임명할 
수 없다201). 이 점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의회 차원의 상당한 제한으로 평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권리보호관의 보좌관은 권리보호관의 제안에 따
라 임명된다.   

권리보호관의 임무 중에 군인권 옴부즈만의 역할에 가장 가까운 것은 기존의 
‘국가의 안전윤리에 관한 위원회’이다. ‘국가의 안전윤리에 관한 위원회’는 2000년  
6월 6일의 법률 제 2000-494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독립행정청으로 프랑스 영토 
내의 안전 활동을 담당하는 공·사 기관이 임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감독하는 기관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군인경찰(Les gendarmes), 세
관, 교도소, 철도안전청, 사설탐정, 사설조사기관 등의 인권침해 사안을 감독한다. 
이 위원회는 법원은 아니며, 처벌위원회도 아니고 단지 인권구호와 통제를 위한 기
관이다. 안전임무상 저질러진 과실로 인한 피해자 및 안전임무상 저질러진 과실을 
목격한 자는 국가안전위원회 (CNDS, la Commission national de déontogie de 
la sécurité)에 고발할 수 있지만 반드시 국회의원을 경유하여서만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정당하지 못한 고발인 경우에는 중상모략적 신고로서 경범죄 처벌 대상이 
된다. CNDS의 요청에 대하여 직무상 비밀이라고 이유로 정보제공을 거절 할 수 
없으며, CNDS의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형사법적으로 처벌받는다. CNDS는 설명이
나 서류를 요구할 수 있고, 8시간에서 20시간까지 업무장소들을 방문할 수 있으
며, 해당 업무가 이루어진 장소들은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다. 그렇지만 CNDS는 
주거로 사용되는 사적장소를 침범할 수는 없다. CNDS는 업무상의 과실이나 범죄
적 사실을 발견할 때 사법관청에 고발하거나 상급관청에 조취를 취할 것을 통보할 
수 있다. CNDS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어떤 특별한 사무에 관하여 담당 행정청이 
적절한 답변을 하지 않았을 때, CNDS는 관보(Journal officiel)에 특별보고서 형태
로 그 문제점을 공표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현재 진행 중인 사무에 관해서는 관여
할 수 없다202). 

권리보호관은 위와 같은 CNDS 의 기능과 권한을 포함하고 있고, 또한 관련된 
특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2) 군감찰관
프랑스의 군감찰관(Inspecteurs généraux)은 군인의 이의제기 사건을 다루는 

201) 강명원, 프랑스 헌법상 권리의 수호자에 대한 평가 – 차별금지영역을 중심으로, 강원
법학 제58호, 2019, 286쪽.

202) 권세훈, 프랑스 인권보장기관의 체계, 유럽헌법연구 제9호, 2011, 17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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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군 내부의 기관으로 전형적인 의회 소속의 군옴부즈만이 아니다. 즉, 군감
찰관은 국방부, 그 중에서도 군 내부에 존재하는 군인 신분의 감찰관이다. 프랑스
에는 6명의 군감찰관이 있는데 1. 육군, 2. 공군, 3. 해군, 4. 군인경찰, 5. 위생, 
그리고, 6. 군수장비 관련 군감찰관이 존재한다. 프랑스 군감찰관은 군 내부에 존
재하므로 의회소속은 아니지만 군 외부에 존재하는 우리니라 국민권익위원회 제4
소위원회(군옴부즈만),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군인권보호관과도 다른 위치를 가진다. 
군감찰관의 소속 및 조직 성격상 프랑스에서는 명시적으로 군옴부즈만이라는 용어
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 군통제관(Contrôleur Général des Armées)203)이라는 용
어를 사용하고 있다. 아주 최근인 2019년에서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합의회의체
(Kollegium)로서 해석되고 명명되는 “옴부즈만”이라는 기관이 프랑스에 도입될 수 
있는지가 심사되었을 뿐이다204). 애초 프랑스에서도 군옴부즈만을 도입하자는 논의
가 있었으나 국방부 및 군의 반대로 군소속의 군감찰관으로 하여금 군인 관련 인
권침해 등 분쟁을 담당하게 하였다. 2013년 프랑스 국방부 장관의 다음 발언은 군
옴부즈만 도입에 대한 국방부 및 군의 반대를 여실히 보여준다205).

 
“나는 일단 군사조정기구의 설치를 제안한다. 해당 임무는 군감찰관에게 부

여된다. 따라서 모든 군인은 지휘명령상의 대화를 통해 해결될 수 없는 상관

과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군감찰관 소속의 조정기구에 문의하면 된다

.”206) 

203) Arrêté fixant les attributions de l'inspection des armées 에 근거규정이 있다.
204) Proposition n°61: Créer un ombudsman militaire collégial associant des parle

mentaires, Rapport d'information déposé en conclusion des travaux d’une miss
ion d’information sur l’évaluation des dispositifs de lutte contre les discriminat
ions au sein des forces armées, présenté par les Députés Bastien Lachaud et 
Christophe Lejeune, Assemblée Nationale, N° 1814, 27. März 2019, Artikel 61 (a
bgerufen am 25. Oktober 2020 unter http://www.asꠓsemblee-nationale.fr/dyn/1
5/rapports/cion_def/l15b1814_rapport-information#)

205) Wissenschaftliche Dienste des Deutschen Bundestages, Das Amt der/des 
Wehrbeauftragten in internationaler Perspektive Militärische Ombudsleute in 
anderen Ländern – eine Übersicht, 2020, S. 36.  
206) „Je propose d’abord la mise en place d’un médiateur militaire. Ce rôle sera 

confié aux inspecteurs généraux. Chaque militaire pourra ainsi saisir ce média
teur pour résoudre des conflits ou des différends avec ses supérieurs que le 
dialogue hiérarchique ne permettrait pas de résoudre.“ Jean-Yves Le Drian, V
erteidigungsminister, 12. Dezember 2013 zitiert in Rapport annuel des médiateu
rs militaires, Collège des Inspecteurs généraux des Armées, Ministère de la Dé
fense, 2015 (https://www.google.de/url?sa=t&rct=j&q=&esrc=s&source=web&cd=&
ved=2ahUKEwiH2Ni9ydDsAꠓhUOahQKHaCLB0sQFjAAegQIAxAC&url=https%3A%2
F%2Fwww.defense.gouv.fr%2Fcontent%2Fdownꠓload%2F468872%2F7482622%2Fve
rsion%2F1%2Ffile%2FRapport_des_m%25C3%25A9diateurs_miliꠓtaires_ann%2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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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의도는 2015년 3월 30일의 대령(Décret)207)의 공포로 구체화되었고, 
2018년 9월 6일의 부령(Arrêté)208)으로 현실화되었다. 2015년에 단지 147건의 조
정(독일어 Vermittungsverfahren)이 행해졌는데, 이 중 131건이 같은 해 종결되
었다. 이와 같이 적은 수의 이의제기가 행해진 것은 이의제기권이 매우 제한적으로
만 인정되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왜냐하면, 모든 군인이 개인적 사정, 
직무의 수행조건 및 (군)공동체의 생활에 대한 사안에 대하여 군감찰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209), 군기(Disziplinarnordnung) 관련 이의제기는 제외되기 때문
이다210). 

이와 병행하여 2011년부터 또 다른 이의제기절차로서 사법적 중재
(Schlichtungsverfahren)를 진행하기 위해서 군감찰관에게 문의하는 제도(프랑스
어 Saisine, 사법적 절차를 신청하는 제도)가 존재한다. 2015년에 196,000명의 군
인을 상대로 사법적 중재(Schlichtungsverfahren)가 총 229건, 조정(독일어 
Vermittungsverfahren)이 총 147건 행해졌다211).

(3) 군사망사고 조사기구
프랑스에서는 법원, 검찰, 경찰 등 사법기관 외 군사망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별

3%25A9e_2015.pdf&usg=AOvVaw2a6qSqgyYl9WGy3JzshAe2) (위 Wissenschaftliche 
Dienste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연방의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36쪽, 각주 9
0에서 재인용)

207) Décret n° 2015-368 du 30 mars 2015 portant création de la fonction de médi
ateur militaire (https://www.legifrance.gouv.fr/jorf/id/JORFTEXT000030423471)

208) Arrêté du 6 septembre 2018 relatif à la fonction de médiateur militaire (http
s://www.legifrance.gouv.fr/jorf/id/JORFTEXT000037393785?r=9OkXtq5A14)

209) „Tout militaire peut saisir les officiers généraux inspecteurs d'une question r
elative à sa situation personnelle, 

aux conditions d'exécution du service ou à la vie en communauté“, Code de la D
éfense, Article D4121-2 (https://www.legifrance.gouv.fr/codes/id/LEGIARTI00001
8717675/2008-04-26)

210) Rapport annuel des médiateurs militaires, Collège des Inspecteurs généraux 
des Armées, Ministère de la Défense, 2015, S. 6 (https://www.google.de/url?sa=
t&rct=j&q=&esrc=s&source=web&cd=&ved=2ahUKEwiH2Ni9ydDsAꠓhUOahQKHaCLB
0sQFjAAegQIAxAC&url=https%3A%2F%2Fwww.defense.gouv.fr%2Fcontent%2Fdow
nꠓload%2F468872%2F7482622%2Fversion%2F1%2Ffile%2FRapport_des_m%25C3%2
5A9diateurs_miliꠓtaires_ann%25C3%25A9e_2015.pdf&usg=AOvVaw2a6qSqgyYl9WG
y3JzshAe)

211) Wissenschaftliche Dienste des Deutschen Bundestages, Das Amt der/des 
Wehrbeauftragten in internationaler Perspektive Militärische Ombudsleute in 
anderen Ländern – eine Übersicht, 2020, S.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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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상설조사기구는 현존하지 않는다. 대신 군내에서 자연사 이외에 원인이 명확
하지 하지 않은 사망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군에서는 이를 일반 사법기관에 통보하
고 사법기관은 ‘변사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를 하도록 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변사 원인 수사’ 관련 규정은 형사소송법전 제74조 이하에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제74조 1. 사체를 발견한 경우 그 사인이 불명한 때 또는 의심스러운 때에는 변
사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법경찰관은 즉시 이를 검사에게 보고하고, 신속히 현장
에 임하여 최초 검시를 행한다. 

2.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에 임하여 사망 원인을 판정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다만, 검사는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사법경찰관을 
지명하여 파견할 수 있다. 

3. 전항에 정한 바에 따라 협력하는 자는 제157조에 규정된 명부의 하나에 등록
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명예와 양심에 따라 사법에 협력한다는 취지를 서
면으로 선서한다.

4. 검사의 지시에 따라 사망 원인을 판정하기 위한 수사를 개시한다. 제56조 내
지 제6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사망 원인을 수사하기 위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할 
수 있다. 검사의 지시가 있은 후 8일 동안 진행되는 이와 같은 수사는 예비수사의 
형식으로 한다.

5. 검사는 사망 원인의 수사를 위하여 예심수사를 청구할 수 있다.
6. 본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으나 중상해의 원인이 분명

하지 않거나 의심스러운 경우에도 준용된다.

4. 영국

(1) 군옴부즈만
영국은 1995년부터 2002년까지 같은 부대에서 구타, 가혹행위 및 성폭행과 그

에 따른 자살사건이 조사로 밝혀지자 이를 계기로 일련의 군개혁조치가 행해지게 
되었다. 2006년 국군법(Armed Forces Act 2006)을 제정하고 여기서 국방부 소
속이지만 강한 독립성·중립성이 담보되는 군복무고충처리관(Service Complaints 
Commisioner)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후 2015년 해당법을 국군(복무고충신고 및 
재정지원)법〔Armed Forces(Service Complaints and Financial Assistance)Act 
2015〕 으로 개정하고 기존의 군복무고충처리관도 군옴부즈만(Service Compla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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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budsman)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016년에는 해외에 주둔하는 영국군에게까
지 동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였다212).

영국 군옴부즈만이 특수옴부즈만 형식으로 별도기구로 설치된 것은 독일과 동일
하지만, 독일 국방감독관처럼 의회 소속이 아니라 영국 군옴부즈만은 국방부 소속
이라는 점이 다르다. 영국 군옴부즈만은 국방부장관의 추천으로 여왕이 임명하는
데, 군인이나 군무원인 자는 임명될 수 없다. 이는 군옴부즈만을 민간인으로 구성
하여 군지휘 계통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군옴부즈만은 폭력, 성추행, 차별 및 부당한 대우 등과 같은 영국군에서 허용되
지 않는 행위(Unacceptable behavior)에 대한 고충처리를 하는 임무를 가진다. 
군옴부즈만은 고충신고를 인정할 것인지(Admissibility Decisions), 고충신고에 대
한 조사의 개시여부 및 그 범위, 그리고 조사계속여부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광
범위한 권한을 가진다213). 군옴부즈만 당국은 매년 연간보고서를 발간하여 의회에 
제출한다. 그리고 해당 연례보고서는 군옴부즈만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214).  

군옴부즈만에 고충신고할 수 있는 주체에는 군인, 군무원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고충을 알고 있는 가족, 친구 등도 포함된다. 고충을 제기하고자 하는 개인은 먼저  
“개인고충의 시정: 서비스불만”〔Redress of individual grievances: service 
complaints (JSP 831)〕을 읽도록 권고받거나 또는 지역 인권담당자 또는 그에 상
응하는 평등·다양성 상담관으로부터 충고를 받도록 권고받는다215). 이를 통해 당사
자들은 문제가 비공식적으로 어떻게 해결될지 또는 어떻게 공식적 불평을 제기할
지 가늠할 수 있게 된다.

신청자는 일반적 고충(All Complaints)과 폭력, 성추행, 차별 및 부당한 대우 등
과 같은 영국군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Unacceptable behavior)를 구분하여 고
충신청을 할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신청자가 군옴부즈만에게 고충을 신청하면 군
옴부즈만은 고충신청자의 직속상관에게 알릴지 여부를 결정한 뒤, 그렇게 할 것으
로 결정되면 직속상관 (또는 직속 상관이 관련된 경우 부대장)에게 신청자를 대신

212) 강현철/류성진, 군인권보호관 제.2도에 관한 사전적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
가연구 17-15-⑦, 2017, 54쪽.

213) JSP 831 Pt 1 V2.0 (Effective 29 Jun 21), p. 17. (https://assets.publishing.servi
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1013136/2
0210629-JSP831_Part1_v2.0_released_29_June_21-O.pdf) (2021.12.30. 마지막 검색)

214) https://www.scoaf.org.uk/document-library (2021.12.30. 마지막 검색)  
  “scoaf” 는 “Service Complaints Ombudsman for the Armed Forces” 의 대문자에

서 따온 것이다.
215) https://www.gov.uk/guidance/armed-forces-service-complaints-process#servi

ce-complaints-ombudsman (2021.12.30. 마지막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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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고충사실을 통보하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직속상관(또는 부대장)은 신청자
를 면담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의무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두 경우 
모두 공통적으로 절차가 진행된다(1단계 ~ 3단계). 그 다음 절차에서 일반적 고충
(All Complaints)의 처리와 영국군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Unacceptable be-
havior)의 처리는 다음과 같이 다르다. 먼저 일반적 고충(All Complaints)의 경우 
다음 단계를 거친다216).

영국군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Unacceptable behavior)의 경우 다음 단계를 
거친다217).

216) 강현철/류성진, 군인권보호관 제도에 관한 사전적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
연구 17-15-⑦, 2017, 55쪽.

217) 강현철/류성진, 군인권보호관 제도에 관한 사전적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
연구 17-15-⑦, 2017, 56쪽.

진행단계 세부내용

4단계

Ÿ 면담 후 통보받은 직속 상관(또는 부대장)이 고충처리를 진행하
지 않는 경우 신청자는 군 옴부즈만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이 
경우 군 옴부즈만은 직접 국방위원회(Defence Council)에 사건
을 회부하고 국방위원회 군 고충위원(Defence Council 
delegate)이 이를 해결하게 된다.

5단계

Ÿ 면담 후 통보받은 직속상관(또는 부대장은)은 고충해결 결과에 
대해 군 옴부즈만에게 보고하고 신청자에게도 내용을 공개한다.

Ÿ 만약 직속상관(또는 부대장)이 보고한 결과가 신청자의 경험과 
상이한 경우에는 부대장(또는 상급부대)에게 회부하여 재처리하
게 한다. 

진행단계 세부내용

4단계

Ÿ 통보받은 직속 상관(또는 부대장)은 신청된 사안이 일반적 고충
인지 여부를 군옴부즈만에게 통보해야 한다(15일 이내)

Ÿ 만약 신청자가 일반적 고충 사안이 아니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직속 상관(또는 부대장)이 그렇게 결정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인 사유를 군옴부즈만에게 직접 알려야 한다.

5단계
Ÿ 통보받은 직속상관(또는 부대장은)은 면담한 고충 사안이 신속하

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개선 진행사항을 신청자와 군 옴부
즈만에게 매 30일 마다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6단계 Ÿ 신청자와 군옴부즈만은 신청된 고충처리 결과를 통보받는다.
7단계 Ÿ 통보받은 처리 결과에 불만족한 경우에는 상급 기관 등에 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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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국 군옴부즈만은 신청자의 신청이 합당하다고 받아들
여지는 경우 이를 군에 전달하여 직접 군 내부의 직속상관(또는 부대장)이 당사자
와 면담하여 고충과 관련된 문제를 스스로 처리하는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도록 
지원, 후견, 감독하는 역할(independent oversight of the service complaints 
system)을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218).  

 이 과정에서 군옴부즈만이 가지는 조사권한은 다음의 경우에 행사된다219). 

a. 군 옴부즈만은 고충의 주된 문제를 조사하는 경우 조사의 목적은 고충이 합
리적 근거에 기반한 것인지 그리고, 시정조치가 적합한지, 시정조치에 관해 어떤 
권고를 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b. 고충의 처리와 관련하여 추정되는 행정의 과오를 조사할 때에는 조사의 목적
은 고충이 합리적 근거에 기반한 것인지 행정의 과오가 고충제기자에게 부당함을 
야기할 수 있는지, 그 결과 어떤 권고를 할 수 있을지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c. 군 내부의 고충처리 조사가 지나친 지연(undue delay)이 있는 경우 조사목적
은 그와 같은 지연에 대한 추정적 주장(allegation)이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지나친 조사지연이 고충제기자에게 부당함을 야기할 수 있을지 그 결과 어떠한 권
고를 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위의 경우 군옴부즈만은 조사를 시작할지를 결정해야 하고 조사를 시작하게 되
면 이 사실을 고충제기자와 국방위원회 군 고충위원(Defence Council delegate)
에게 알려야 한다. 군옴부즈만이 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신청서의 복사본이 국방
위원회 군 고충위원(Defence Council delegate)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2) 군사망사고 조사기구
영국에서는 별도로 군사망사고조사를 담당하는 비사법 기구를 발견할 수는 없었

다. 군 사망사고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 일반경찰이 주도적으로 참여한다220). 

218) https://www.gov.uk/guidance/armed-forces-service-complaints-process#servi
ce-complaints-ombudsman (마지막 검색 2021.12.30.)

219) JSP 831 Pt 1 V2.0 (Effective 29 Jun 21), p. 17. (https://assets.publishing.servi
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1013136/2
0210629-JSP831_Part1_v2.0_released_29_June_21-O.pdf) (2021.12.30. 마지막 검색)

220) Thirty detectives investigate death of soldier at Scottish live fire training bas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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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미국의 경우에는 성적 학대에 의한 군인의 사망사건을 의회에서 국정조
사 차원에서 직접 조사한다221). 

5. 대만

(1) 군옴부즈만 – 관병권익보장위원회
1949년 12월 8일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가 대만으로 철수한 이후 대만은 본토수

복을 목표로 한 국방정책 하에 1990년대 초반까지 60만 대군을 유지해왔다. 남한
의 절반 남짓한 인구를 가진 대만이 군대의 규모는 남한과 비슷하게 유지되어 왔
던 것이다. 대만은 군대의 규모에 있어서 뿐만이 아니라 2014년 사실상 모병제222)

가 도입되기 전까지 징병제를 운영하다보니 우리나라 이상의 병영국가적 분위기가 
있었다. 방만하게 운영되면서도 경직된 군 조직 분위기 속에서 대만군인의 자살률
은 일반 사회의 3~5배에 이르렀으며, 군 의문사도 자주 발생했다고 한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 이후 감군223), 복무연한 단축224), 사실상의 모병제 도입, 휴가의 횟
수 및 기간의 증가 등과 함께 전반적으로 대만의 군 인권 상황은 상당 부분 개선
되었다고 한다. 특히, 이와 같은 군인권 상황의 개선은 앞서 언급한 것들 외에도 
군에 비판적인 외부 시민단체까지 포용하는 일련의 장병권익보장시스템의 도입에 

e (https://www.theguardian.com/uk-news/2016/nov/02/thirty-detectives-investi
gate-death-soldier-live-firing-exercise-tain  2022.1.25. 마지막 검색)

221) Congress Investigates Fort Hood Following Soldier Deaths (https://spectruml
ocalnews.com/tx/san-antonio/news/2020/09/09/congress-investigates-fort-hood
-following-soldier-deaths 2022.1.25. 마지막 검색)

222) 마잉주는 2008년 총통 선거에서 "모병제를 실시하여 정예군대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취임직후 군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장비를 현대화해 '작지만 강한 군대'
를 만들겠다는 목표 하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완전한 모병제 시행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2014년부터 199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남성은 4개월간의 군사훈
련만 받고 동원예비군으로 편입되면 병역의무를 다하게 된다. 다만, 훈련을 마치고 지원
병으로 군대에 남을 경우 기본 4년, 최장 10년간 병사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
실상 모병제를 도입한 것이다. 이등병 월 급여는 37,560 타이완달러(한화 약 131만원)로 
타이완 대졸 신입 평균 초임을 웃도는 수준이라고 한다. 〔(기획 3) 대만 병영문화개혁 현
장을 찾아가다, 투코리아 2015.1.7. 자 기사〕

223)  장제스 이후 지속되어온 비현실적인 '반공대륙(反攻大陸, 대륙으로 반격하자)' 노선을 
폐기한 뒤 현재 실효지배 중인 타이완 본도(本島)와 그 부속도서를 확고히 하는 것으로 
기본 안보정책이 변경되면서 감군이 가능해졌다고 한다. 또한, 병력소요의 감소는 종교
적,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대체복무 제도 도입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도 크게 기
여하였다고 한다. (위의 투코리아 기획 기사). 

224) 병사들의 복무 기간도 2003년부터 20개월에서 2009년에는 1년, 2011년에는 11개월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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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 부분 기인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이와 같은 대표적인 시스템으로 1998년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1999년 3월부터 

업무를 개시한 국군관병권익보장위원회(이하 ‘관병권익보장위’)를 들 수 있다225). 
해당 위원회는 국회나 일반 부처 행정부 소속의 군옴부즈만이 아닌 국방부 본부 
소속의 위원회로 장병들의 인권과 관련된 국방정책의 입안과 집행을 감독하는 권
한을 가지고 있다. 동 위원회 위원의 1/2은 군외부 인사로, 1/3은 여성위원으로 
구성되었다226). 「(기획 3) 대만 병영문화개혁 현장을 찾아가다, 투코리아 2015.1.7. 
자」 기사작성을 위하여 언론사 투코리아의 김도균 기자가 2014년 12월 9일 오전 
다안 지구에 위치한 공군총사령부 접견실에서 군 관계자들과 인터뷰를 행한바 있
다. 이 자리에는 대만 국방부 총감찰장실 군기감찰처장 지앙종더 육군 소장(우리 
군의 준장에 해당), 법률사무사 처장 진오우와 공군 상교(대령), 군사신문처 부처장 
황훙붜 해군 상교(대령)가 나왔다고 한다. 이 인터뷰 내용을 보면 관병권익보장위
는 군옴부즈만 역할을 하는 군감찰관이 군부대에 통합되어 있는 미국, 프랑스, 네
덜란드, 벨기에 등과 같은 군감찰관 모델의 군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확인
된다. 

인터뷰에 응한 위 군 관계자는 관병권익보장위의 설립,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999년 3월 국방부 본부에 관병권익보장위가 신설되었다. 2006년 위원회의 

비서실이 국방부 군법사로 편입되면서 국방부 군법사 소원(訴冤)권 보장처가 

되었다가, 2013년 1월 법률사무사와 군법사가 법률사무사로 통합되면서 법률

사무사 소원권보장처 관병권익보장위원회로 이름이 바뀌었다. 관병권익위에

는 1명의 주임위원(위원장)이 있다. 창립 초기에는 부장(국방장관)의 지시로 

부부장(차관)이 주임위원을 겸임했지만, 이후에는 참사(參事)가 주임위원을 

겸임하면서 사무를 총괄하고 있다. 위원회는 1급 권익보장위와 2급 권익보장

위로 구성되며, 각각 15 ~ 21명의 위원이 있다. 1심을 담당하는 1급 권익보

장위는 국방부 정치작전국, 육군 사령부, 해군 사령부, 공군 사령부에 설치되

어 있다. 1심 처리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국방부 권익보장위(2급 권익보장위)

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2급 권익보장위의 경우 위원의 1/2이 군 외부 

225) 1999년 3월 국방부 본부에 관병권익보장위가 신설되었다. 2006년 위원회의 비서실이 
국방부 군법사로 편입되면서 국방부 군법사 소원(訴冤)권보장처가 되었다가, 2013년 1월 
법률사무사와 군법사가 법률사무사로 통합되면서 법률사무사 소원권보장처 관병권익보장
위원회로 이름이 바뀌었다. 

226) 13cm 쇠못 박혀 죽은 아들: 국방부장관 멱살 잡은 엄마 [병영에 햇빛을: 대만 현지취
재 ⑨-2] 20년간 군 인권 운동 이끈 ‘황마마’ 첸피에씨 (오마이뉴스 2014.12.18. 자 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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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1/3이 여성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장군 이상 군인, 변호사, 공무원 

등으로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시스템은 1995년 군에서 아들을 잃고 군인 인권 향상 운동에 앞장서 
온 군중인권촉진회 첸피에 대표 같은 무수한 사람들의 피눈물 나는 시민들의 역사
를 통해 도입될 수 있었다고 한다. 특히, 첸피에씨는 국방부에서 특별히 초청해서 
관병권익보장위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관병권익보장위에 군인이 아닌 비전문가 
위원으로 시민단체 인사들도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은 군에 대한 문민통제의 관점에
서 상당히 전향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관병권익보장위가 심의하는 대상은 권익 침해 안건, 부당한 처분 혹은 불공평한 
대우를 당한 안건, 이성 관계 분쟁, 기타 개인의 권익침해 등에 관한 것이다. 단, 
민사, 형사, 행정소송 중이거나 국가배상에서 불기소 처분된 경우는 제외된다. 관
병권익보장위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주체는 현역 군관(장교), 사관(부사관), 사
병과 군사교육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관학교 생도, 권보증(국가유공자보조금 수급 
증명서)이 있는 관병의 가족과 유가족, 국군 초빙 인사이다. 안건을 접수할 때는 
인적 사항과 구체적인 증거, 이유, 요구사항, 과거 소원(訴願)을 진행했던 증명 및 
소송 결과 불복 이유 등을 정리해서 서면이나 전화, 이메일 등 각자 편리한 방법
을 통해 관병권익보장위에 신청하면 된다. 

권리침해를 당한 군인이 사전적으로 소속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관련 책임자에게 
직접 권리구제를 신청하거나 또는 ‘국군 1985 전화’227)를 통한 구제절차를 거친 
다음에야 앞의 제도를 통해 권리구제가 이루지지 않는 경우 항소하는 단계로 관병
권익보장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현행 대만 군인 권리침해에 대해 소원하는 기관 등급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다. 
국방부 민원 진정, 각 사령부 및 각 부대에 진정할 수 있는 연락처(이메일)가 군인
들에게 안내되고 안내책자가 비치되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진정 방식은 관등성
명 및 연락처를 기재해야 접수될 수 있는바, 군인이 진정을 하는 경우 진정사실을 
해당 부대상관이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부대에서 계속 근무할 것을 고

227) 중국어로 '저를 도와주세요'라는 뜻의 '니 쥬 방 워'와 발음이 비슷해서 '1985'로 정했
다고 한다. 장병 권익 침해, 부당 처분, 억울한 사건, 성추행, 사기 신고 외에 후방물품 
조달, 의료, 법률 군인 대출, 심리 상담을 연중무휴로 24시간 제공한다고 한다. 관병권익
보장위의 군 관계자는 상관과의 문제해결을 위해 부하 군인이 이 전화에 신고하더라도 
당사자라 불이익을 받을 우려는 전혀 없다고 설명한다. 왜냐하면, 1985는 명령지휘계통
을 벗어난 독립부문이며, 따라서 신고자의 신변과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보장되기 때문이
라고 한다. 이에 더하여 권리구제 신청을 한 당사자에 대해서는 어떤 불이익도 당하지 
않도록 1년간의 추종기간을 두고 살펴보기 때문에 소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당사자가 
피해를 입는 일은 없다고 단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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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각 기관의 진정 방식이 많아지자 복잡함을 해소하기 위해 국방부에서 통합적인 

국군 1985번호를 개설하였다. 24시간 군인 및 군인 가족이 구두만으로도 신청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접수된 내용을 다시 진정인이 속한 부대장이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진정인의 신분보장이 잘 되지 않고, 부대장이 진정 내용
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1985를 거꾸로 
5891로 읽으면 중국어 발음이 “우 방 쥬 니” (너를 구할 수 없다)가 되는바, 해당 
번호가 얼마나 비난을 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은어이다. 

또한, 국군 1985 번호는 다른 소원방식보다 충분히 알려져 있으나 쉽게 접근하
기 어려운 점이 마찬가지이다. 짧은 기간 동안 복역하는 병사가 권리침해를 당하는 
것, 단순 부대 부적응이 혼재되어 신고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진정을 접수하는 경
우 어느 부서에 이관해서 처리해야할 지도 명확하지 않은 면이 있다. 1985전화는 
실제로 권리침해를 구제하는 데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 하지만, 진정인의 목
소리를 언제든지 부대에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각 부대장에게 경계를 주는 효과
는 분명히 있다. 

현재 대만 국군에서 운영하는 관병권익보장위원회는 국군관병원익보장위원회설
치 및 심의에 관한 실시요지(國軍官兵權益保障委員會設置暨審議作業實施要點) 제
13조에 따라 접수된 소원을 비서실에 등록 및 관리한다. 따라서 국군 1985전화보
다는 명확한 신고방식이라고 인식되고 있다. 신청인이 진정할 때 형식을 갖추어  
진정 내용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진정인이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
다. 또한 실시요지 제20조에 따르면 신청인의 신청 취지를 위원회에서 인정하거나 
기존 처분을 부당 또는 위법하다고 판단한다면 기존 처분기관은 기존 처분을 철회
하고 적합하게 재처분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관병권익보장위원회는 대만의 다른 군대 소원 방법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고 이에 따라 진정 사건 접수, 심사 및 그의 결정의 효과를 명확히 규정
하고 있다. 또한 1985전화 등 다른 진정방식의 경우 진정인의 신분이 알려지게 되
어 군대에서 더 심한 차별대우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관병권익보장위원회는 실시요지 제23조 제1항에 내부 고발자 보장(Whistle 
Blower)조항을 두고 있다. 즉, 부대의 간부는 병사가 제출한 권익 보장신청으로 인
한 차별 혹은 불공정한 대우를 하면 아니 된다. 이와 관련된 사실이 확인되면 부
대의 간부는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당사자는 관병권익보장위원회의 결정 내용을 그대로 진행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군관계자는 관병권익보장위원회나 1985 전화가 실질적으로 병영 인권 개선에 도움
이 되었으며, 특히 자살자와 사고사망자를 통틀어 복무 중 사망률이 (감군에 따른 
여파를 제외하고도) 약 30% 정도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최근 군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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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와 직접 관련된 자살자 숫자도 2010년에 1명, 2011년 1명, 2012년에는 없
었으며, 2013년 1명, 2014년은 자살자가 없었다고 설명한다. 모든 군인은 매년 2
월, 6월, 7월 대만의 자신의 권익에 대한 교육을 받으며, 교육과정에서 장병 개개
인이 어떤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할 때 어떤 구제절차
를 밟을 수 있는지 상세히 설명된다고 한다228).

관병권익보장위의 군관계자가 언급하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의 시각에선 
해당 위원회의 소속, 위상, 활동 등은 여전히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느낀
다. 예컨대, 관병권익위에 서면으로 정식신고 해야한다는 점, 관련 내용을 비공개 
심의하고 결의내용을 실질적으로 당사자만 알게 된다는 점에 대해서 비판이 존재
한다. 군부대에서 당사자가 실명으로 상사를 상대로 소송하듯 관병권익보장위에 신
고를 해야하는데 정식 서면신고라는 특징 때문에 당사자가 신고하려면 상당한 용
기를 필요로 한다. 이런 부담으로 인해 다수 피해자의 경우 상사 눈치를 보면서 
신고를 실행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리고, 관병권익보장위의 
결의는 부대에 공표해야 하나 실제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229). 

1985전화와 관병권익보장위원회는 병렬적인 구제 수단이다. 즉 1985전화 신고
가 관병권익보장위원회 접수를 위한 사전적인 선결 조건이 아니다. 1985의 주관 
기관은 국방부 군기감찰처, 관병권익보장위원회의 주관기관은 국방부 본부로서 서
로 다르다. 

또한, 실시요지 제16조에 따르면 1급 관병권익보장위원회에서는 신청사건 접수 
후에 사건의 사실, 성질에 따라 조정에 적합한 사건인 경우 직접 조정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해당 조정 결과를 위원장이 승인하여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회신한다. 신
청인은 해당 조정결과를 받은 30일 내에 위원회에 심의 신청을 제출해야 하는 전
(前)심의단계가 있다. 

 

(2) 군사망사고 조사기구
2013년에 홍중추 사건 이후, 2013년 10월 7일 대만 행정원(행정부) 「군사원안

(冤案) 신고위원회설치 및 실시요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었다. 해당 위원회
의 주요 목적은 홍중추 사건 전 20년까지 소급하여 현역 군인 복무기간에 사망하
거나 실종 또는 정신질병을 잃게 된 사건을 신고를 통해서 또는 직권으로 조사하
는 것이었다.  

228) 위의 투코리아 기획 기사
229) 아주대학교 헌법학 박사과정에 있는 대만출신 한국 귀화자 주준인 박사의 자문을 따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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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법률 제3조에 따르면 해당 위원회는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행정부장
관급 1인이 위원장을 겸임하며 부위원장 1인은 법무부 차관이 겸임한다. 나머지 
위원은 국방부 차관 또는 차관보, 행정부 법규위원회 위원장, 4명의 학자 및 전문
가, 4명의 사회정의원230), 또는 3명의 법조인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1년이었다. 

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재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검사기관에 이송하거나 비
상상소를 할 사유가 충분하다면 최고검찰서(대검찰청) 검찰총장에게 비상상소를 제
기할 수 있다. 또한 재심할 사유가 충분하면 법률 구조기관의 도움으로 법원에 재
심을 신청한다. 

하지만, 해당 군사원안신고위원회는 그 설치요지에 따라 1년의 기간이 만료되어 
2014년 8월28일에 해산되었다. 위원회 활동 기간 중 13번의 위원회 회의에 걸쳐 
총 35건의 원안접수(총 접수사건 53건)를 하였고, 77건(총88건 중에)을 자체조사하
였다. 자체조사 건 중에 4건은 검찰에 제출하여 수사를 요청하였다231). 

현재 대만은 군사법원이 폐지되어 군 사망사건은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되
었다. 하지만, 군사망사고 조사와 관련해서는 (구)군사원안신고위원회처럼 다양한 
전문가(사회복지사, 법의학자, 법조인 등)와 사회정의원이 참여하는 시스템을 갖추
지 못하고 있다. 폐쇄성을 가진 군부대 내에서 조사할 때 사법경찰 및 검찰의 조
사는 한계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군사망사고 조사를 전담하
는 군사원안신고위원회를 재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만배심단협의(台灣陪審團協
會)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232).

6. 우리나라

(1)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군옴부즈만(군사소위원회)
  우리나라에서 군 옴부즈만 도입 논의는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처음 공식적으로 
제기되었다. 2005년 1월 육군훈련소에서 모 대위가 훈련병들에게 인분을 먹이는 
사건이 발생하고, 6월에는 경기 연천군 전방부대에선 벌어진 감시초소(GP) 총기 
난사로 8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당시 정부는 독일 의회소속 국방감독관

230) 정당 소속이 없고, 이해관계 없이 공정하게 평의할 수 있는 사회적 인물이 사회정의원
라고 일컬어진다. 대만의 여러 법률에 등장하는 공식용어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정의나 
선발기준이 없어 많은 비판을 받아오고 있다.

231) https://www.ey.gov.tw/Page/9277F759E41CCD91/2bf2f906-e8ec-4c10-be70-af1c
ee9633c2 “행정원군사원안신고위원회 단계적 임기 2014년 8월 28일이 만기되어 위원회
를 해산한다”, (2014), 대만행정원 신문전파처(行政院新聞傳播處)

232) “군사불의 사건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군불의위원회를 조속히 다시 설치해야 
한다” 기자간담회, (2020), 대만배심단협의(台灣陪審團協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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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례를 참고하여 국회에 옴부즈만을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군의 반발로 2006년 
12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 산하에 군사옴부즈만 기능을 하는 군
사소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었다. 이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3개 위원회(舊 국민고
충처리위원회, 舊 국가청렴위원회, 舊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가 통합233)(’08. 2
월)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출범으로 지금까지도 권익위의 제4소위원회(최초 명칭 “군
사소위원회”)에서 국방 및 보훈업무에 관련된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있다234). 국민
권익위원회 제4소위(국방옴부즈만)는 3인의 위원(상임위원 1, 비상임위원 2)으로 
구성되어 합의제로 운영된다235). 군관련 고충민원 및 인권침해사건을 처리하기 위
하여 주 1회 정례 소위원회를 개최하며,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고충처리) 산하 국방
보훈민원과236)에서 실무지원 인원이 총 14명 근무하고 있다237). 이 중 3명은 각각 육·해·
공군에서 파견지원 나온 인력이다.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군옴부즈만의 활동상을 다음과 같이 소상하게 소개하고 있다. 

□ 현 정부 출범 이후 군옴부즈만 고충민원 현황(’17. 5월 이후)238)

▪ 고충민원 전체 처리 성과 (단위: 명, 건)

233) 관련법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234) 국민권익위 제4소위원회(국방옴부즈만)의 주요 업무를 상설하면 다음과 같다
  - 일반국민이 제기하는 국방·병무·보훈 분야의 고충민원 조사·확인
  - 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복무 등과 관련한 구타, 가혹행위 등 고충민원의 조

사·확인
  - 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휴가·전역·포상 등 병무행정 일반 및 의료 등 복리

후생과 관련된 고충민원의 조사·확인
235) 김의식, 독일군 사례분석을 통한 장병 권익보호체계 개선방안, 한국군사학논집 제71권 

제2호, 2015, 8쪽.
236) 조직도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https://www.acrc.go.kr/acrc/introorgan/

H_OrgGuide.do?command=move&menuId=050605 (2021.12.28. 마지막 검색)
237) https://www.acrc.go.kr/acrc/introorgan/H_OrgGuideL.do?command=searchList

&depart=1140178&flagYn=C&menuId=050605 (2021.12.28. 마지막 검색)
238)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국방] 국민권익위 국방옴부즈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

군장병 및 보훈가족 1만 3,000여명 권익 구제 (2021.11.25. 탑재) https://www.acrc.g
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10602&method=searchD
etailViewInc&boardNum=89279&currPageNo=1&confId=131&conConfId=131&conTa
bId=0&conSearchCol=BOARD_TITLE&conSearchSort=A.BOARD_REG_DATE+DES
C%2C+BOARD_NUM+DESC (2021.12.28. 마지막 검색)

구분 구제인원(명) 고충민원(건) 제도개선(건) 집단민원(건)
합계 13,344 7,777 104 8
군사 392 386 6 　
국방 11,345 5,833 76 8
보훈 1,607 1,55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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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충민원 분야별 처리 현황 (단위 : 건, %)

▪ 고충민원 처리 유형별 현황 (단위 : 건, %)

▪ 기관별 권고 수용 현황 (단위 : 건, %)

  하지만, 권익위원회 제4소위원회(국방옴부즈만)는 조사권 및 자료요구권의 미비, 
기관 위상확립의 실패로 큰 역할을 하지 못하다는 비판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
다. 특히, 권익위원회의는 고충민원이 접수된 경우에만 조사실시, 시정권고, 제도개
선 권고 등이 가능한 이른바 “신청주의”를 전제하고 있어 사전적인 인권보장에 일
정한 한계가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거론되어 왔다239). 

  국민권익위원회의 군사소위(제4소위)의 세부적인 한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먼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를 조정·권고·감사의뢰·공표할 수는 있지
만, 이것만으로 해당 부대나 기관, 부서의 직원에게 잘못을 시정하도록 강제할 수 
없고, 특정 정책을 시행토록 강제할 수도 없다. 부대방문시에도 군사소위원회에는 
사전에 해당 군부대에 취지·내용·일시·장소 등을 통보하고 방문해야 해서 방문조사

239) 국회 국방위원회, 군인지위향상에 관한 기본법안 【안규백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9
00289) 검토보고서, 2012, 23쪽.

구분 합계 2017. 5.~ 2018 2019 2020 ~2021.9.
계 7,889 1,003 1,212 2,027 2,229 1,418

군사 392 61 93 76 88 74
국방 5,917 589 836 1,607 1,784 1,101
보훈 1,580 353 283 344 357 243

구분 합계 2017. 5.~ 2018 2019 2020 ~2021.9.
인용(인용률) 1,862(23.6) 172(17.1) 405(33.4) 586(28.9) 459(20.6) 240(16.9)
시정권고 91 10 8 35 26 12
의견표명 117 13 46 11 32 15

조 정 8 4 1 2 1  
합 의 1,542 135 312 490 395 210

제도개선 104 10 38 48 5 3

구분 합계(수용률) 2017. 5.~ 2018 2019 2020 ~2021.9.
권 고 267 33 57 79 63 35

수 용(수용률) 251(94.0) 31(93.9) 56(98.2) 75(94.9) 60(95.2) 29(82.9)
-국방부 154(93.9) 15 32 46 41 20
-국가보훈처 51(94.4) 8 13 10 15 5
-병무청 12(92.3) 2 1 6 1 2
-방위사업청 9(100.0) 2 5 1 　 1
-지자체등 25(92.6) 4 5 12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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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사전 은폐, 조작 등이 우려될 수 있는바, 이것은 조사의 효과를 반감시킬 가능
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이는 다음에 살펴볼 도입된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군
인권보호관 제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방법도 제한이 있는데 
영내생활을 하는 장병들의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지 등을 통해서도 고
충민원을 접수시킬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과 시행령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제대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군사소위원회의 심의·의결시에 국방부 장관과 
협의 하에 선정된 운영위원이 군사소위원회 심의에 상시적으로 참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독립적인 심의·의결을 저해하는 요소로 거론
된다. 그리고 법 제78조(고충민원의 정보보호)에 따라 고충민원과 관련된 정보 유
출로 인하여 신청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운영규정에는 개
인 고충민원 조사 및 결정내용을 독립 대대급 이상의 해당 부대장에게 통지하게 
되어 있는바, 이는 장병들이 고충민원을 접수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소로 거
론된다240).

(2)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군인권보호관
  국민권익위원회 군사소위원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회 소속 군옴부즈만, 
또는 대통령 소속의 군옴부즈만이 민원인의 신청이 없이도 직권으로 조사를 하는 
권능을 부여받게 함으로써 적극적이고 사전예방적인 군인권보호를 위한 제도마련
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다. 
  2014년 고 윤승주 일병 집단폭행 사망사건은 군인권 보호가 다시 한 번 도마에 
오르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하였고 권익위원회 소속 국방옴부즈만은 이와 같은 
사건에 사전예방적인 차원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에 국
회는 ‘군 인권 및 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산하에 군
인권보호관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면서, 군인권보호관에게 불시부대 방
문권, 자료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같은 인권위 산하 군인권보호관 
안에 대하여 학계에서는 기존의 국회 소속 군옴부즈만에 비하여 그 위상도 낮고 
문민통제를 실현하기에는 취약할 수 밖에 없다며 반대를 하였고, 군은 정반대의 입
장에서 군인권보호관이 국회가 아닌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되는 경우에도 부대 불
시방문권이 인정되는 경우 군사 보안 및 군지휘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군이 아닌 외부기관에 군옴부즈만이 설치되는 것 자체를 반대하였다241). 

240) 김의식, 독일군 사례분석을 통한 장병 권익보호체계 개선방안, 한국군사학논집 제71권 
제2호, 2015, 9쪽.

241) 군 반대로 '흐지부지'된 외부감시 제도, 21대 국회선 '제대로' 입법될까 (경향신문 202
1.6.7.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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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군옴부즈만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법안은 다음과 같은 공전을 거치
면서 대부분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제안일자 법안(의안번호) 소속 경과

2011.8.16
군인지위향상기본법

(1812880)
국회 산하 군사옴부즈만 폐기

2012.6.25.
군인지위향상기본법

(1900289)
국회 산하 군사옴부즈만

(하위 기구로 사무처 설치)
폐기

2015.3.5.
국회군인권보호법

(1914168)
국회 산하 군인권보호관 폐기

2015.7.30.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1916287)

인권위 산하 군인권보호관
(국회 선출 상임위원, 인권위 
사무처에 군인권본부 설치)

폐기

2017.1.20.
국회군인권보호관법

(2005214)
국회 산하 군인권보호관 폐기

2017.6.14.
군인권특별보호관법

(2007382)
대통령 임명 군인권보호관 폐기

2020.11.3.
국회군인권보호관법

(2104900)
국회 산하 군인권침해 

감독기관
대안
폐기

2020.12.8.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2106208)
인권위 산하 군인권보호관

(대통령 지명 상임위원)
대안
폐기

2021.8.13.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2112071)

인권위 산하 군인권보호관
(국회 선출 상임위원, 

군인권센터 설치)

대안
폐기

2021.12.8.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2113793)
인권위 산하 군인권보호관

(대통령 지명 상임위원)
통과

  국방부 산하에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위원회가 수립한 군인권보호 
기본계획, 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위원회가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심의하는 군
인권센터를 국방부에 둘 것을 제안하는 군인권보호법안이 제기된바도 있다 
(2014.11.4. 발의, 의안번호 1912299). 그러나, 이 법안은 군지휘관으로부터 독립
성이 보장되는 전형적인 군옴부즈만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프
랑스식의 군감찰관 유형에 가까운 안으로 생각된다. 

위 도표의 국회, 대통령 또는 인권이 산하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할 것을 제안
하는 법률들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으나 2014년 4월 7일 발생한 윤일병 사
망사건 등 군내 기본권 침해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어 군의 사기 및 전투력 저하와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 상실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군인복무규율(대통
령령)이 2015.12.29. 군인복무기본법의 형태로 제정(2016.6.30. 시행) 되면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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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42조에서 군인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인권보호관 설
치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군인복무기본법 제42조에서는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군옴부즈만이 어떤 형태로,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가지고, 어떤 조직 산하로(국회, 대통령, 국무총리, 국방부장
관, 국가인권위원회 등), 어떤 권한을 가지고 설치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은 열어두고 있었다. 그러다, 최근 제20 전투비행단 이 중사 사건을 계기로 제2심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되는 등의 군사법원법 개정안과 맞물려 국회가 아닌 국가인권
위원회 소속 대통령 지명 상임위원을 군인권보호관, 즉 군옴부즈만으로 하는 그 독
립성이 상당히 후퇴된 군옴부즈만 도입을 입안한 국가인권위회법 개정안이 
2021.12.8.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2015.12.29 일 군인복무기본
법이 제정되어 군인권보호관을 위한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음에도 관련 내용을 입법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국회의 입법의무 방기라는 비판이 있어 왔다242). 국회 소
속으로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여 의회를 통한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할 수 있었음
에도 이를 포기하고 대통령 지명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군인권보호관에게 군옴
부즈만의 기능을 넘겨 버린 형태로 입안된 국가인권위원법 개정안(2021.12.8. 제
안)은 국회의 임무 방기로 비난받을 여지가 여전히 크다.   

2021.12.8.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으로 도입된 군인권보호관과 관련된 주요개
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군인등”을 장교·준사관·부사관·병(兵),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부사
관후보생과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군무원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6호 신설).

나. “군인권침해”를 현행법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군인
등의 복무 중 업무수행 과정 또는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로 정의함(안 제2조제7호 신설).

다. 국가기관, 피진정인 등이 제출한 권고 등의 이행계획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및 제44조).

라.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두고,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겸직하도
록 하며, 군인권보호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처에 지원조직을 두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안 제50조의2 신설). 

 마. 국가인권위원회는 군인권침해 예방 및 군인등의 인권 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

242) 강현철/류성진, 군인권보호관 제도에 관한 사전적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
연구 17-15-⑦, 2017, 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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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로서 군인권보호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장은 군인권
보호관으로 함(안 제50조의3 신설).

 바. 국가인권위원회(군인권보호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의결로 군인권
보호관, 위원, 또는 소속 직원에게 군부대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고, 미
리 해당 군부대의 장에게 그 취지, 일시 등을 통지하고 방문하도록 하되, 긴급
을 요하거나 미리 통지하면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만 사
전 통지하고 군인권보호관 또는 위원이 직접 군부대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의4 신설).

 사. 국방부장관은 군인 등이 복무 중 사망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즉시 통보하
고, 통보를 받은 국가인권위원회는 군 수사기관의 장에게 진행 중인 해당 사건
에 관한 조사 또는 수사에 군인권보호관 및 소속 직원의 입회를 요구할 수 있
도록 함(안 제50조의6 신설).

 아. 군인권침해와 관련된 진정의 경우 진정을 제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면 그 
사정이 종료된 날부터 1년까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각하하지 아니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의7제1항 신설). 

 자. 성폭력범죄 등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범죄(「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 각 
호)를 제외한 군 사법기관이 담당하는 군인권침해 사건과 관련된 진정은 수사‧재
판 등 다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또는 종결된 경우에도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하하지 아니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하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
하는 범죄와 관련된 진정 중에서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에도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의결과 관계기관 장과의 협의를 
거쳐 각하하지 아니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의7제2항 및 제3항 신
설). 

 차. 국가인권위원회는 군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
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국가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자료제출요
구등을 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기관은 해당 사건 수사가 종결된 이후에 관련 
자료 제출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의8 신설).

 카. 국가인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군인권침해 사건
의 피해자 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의9 신설).

  권익위원회 소속 군사소위원회는 현역 장병 등이 제기한 진정을 조사하기 위해 
자료요구, 출석조사, 부대방문 등을 실시할 수 있고243), 군인의 인권침해 행위 및 

24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1조(고충민원의 조사) ①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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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부당한 처우에 대해 시정권고, 의견표명, 제도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 등
을 가지고 있어, 위 도표상의 군사옴부즈만 도입 법률안들이 담고 있는 군사옴부즈
만과 그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상당부분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
지만, 도입 법률안의 군사옴부즈만은 진정인의 신청없는 직권조사권을 가지고 있어 
군인권보호를 위한 사전예방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이 다르다. 도입 법률안에서는 
국회 소속이 아니라 무소속 기구로서의 국가인권위원회 산하에 군옴부즈만으로서
의 군인권보호관이 설치되었다는 점에서 대정부 견제를 위한 국정감사 및 국정조
사에 준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의회형 군사옴부즈만에 비하여 그 권한이 다
소 약하게 설계될 수 밖에 없는 한계에 노출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국가인권위
원회 소속 군인권보호관은 전형적인 행정부 소속이 아니라는 점에서 ‘인권’을 명목
으로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어느 정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전형적인 행정형 군옴부즈만에 비해서는 그 위상이나 권한이 어느 정도 클 수 있
다는 점은 인정될 수 있다.  
  

(3)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군사망사고와 관련된 진정을 접수하여 진상조사하

여 진상규명결정을 할 뿐만이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군사망사고에 대한 고발·수사
의뢰를 행한다. 이외에도 관련자의 피해구제 및 명예회복 등의 요청 등도 그 업무
의 범위로 삼고 있다. 

2021년 12월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변희수 하사 사망과 강제전역의 연
관성”을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244). 이 사건은 단순히 형사상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라는 범죄혐의만을 가지고 수사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군대문화에서 받
아들여지지 않는 성소수자를 둘러싼 군대의 각종 처분, 조치에 대해서 변화의 계기
를 제공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군대에서의 억울한 죽음이 범죄혐의 유무
에 의해서만 수사개시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에서는 범죄의 혐의가 없다면 수사가 

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42조(조사의 방법) ① 권익위원회는 제41조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등에 대한 설명요구 또는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2.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신청인·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4. 감정의 의뢰
  ③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권익위원회의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44) 군사망규명위 “변희수 하사 사망과 강제전역의 연관성 직권조사” (경향신문 2021.12.1

4.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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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조차 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범죄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명
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지 조차 못한다면 현실적으로 군사망사고 사
건의 실체에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범죄혐의에 기반한 수사만이 
죽음을 둘러싼 사건의 실체규명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면 병영의 인권문화는 - 
언론을 통한 제보 등의 방법 외에는 - 일반사회와 방수격벽된 문민적 통제의 바깥 
영역에 있는 어두운 공간 속에서 제대로 형성조차 되지 못할 것이다. 

물론, 관련된 내용이 금번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에 따른 군인권보호관에 의하여 
조사될 여지도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군인권보호관은 인권침해 및 차별시정의 
관점에서 일반적인 내용을 다룰 것이므로 이 또한 충분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하
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 기관의 성격상 인권위 조사결과에 따른 최종적인 조
치는 시정 및 개선권고를 벗어나지 못할 수 있고,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군인
권보호관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겸직하게 되어 있어 독립성에 일정 부
분 한계가 있다. 또한, 군부대 불시방문권한을 가지지 못하는 점은 군인권보호를 
위한 상당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245). 또한, 이제까지 경우를 보면 
국가인권위원회가 무소속 기구이며, 독립성이 강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정권
의 성격에 따라 행정부 직속기구인 것처럼 활동하는 경우도 적잖이 보여왔다는 점
도 실질적인 한계로 볼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는 수사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전제하기보다는 이러한 시정 및 개선권고를 통하여 사람들의 인식과 행태의 개선
을 유도하는 목적이 강한 측면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적 행동에 대한 
조사가 시정 및 개선권고를 넘어서서 고발 등 형사소추의 방법으로 연결되는 것이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격상 형사고발은 어디까지나 최후의 
수단으로서 고려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개인별로 집단별로 인권감수성은 다소 차
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를 형사소추의 관점과 긴밀하게 연계시켜 접근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인권은 일단은 인권 인식개선 및 인권교육의 관점
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와 관련된 국가인원위원회의 조사권한도 그에 
맞게 다소 유연하게 설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언급한 이유에서 국가인권위
원회의 권한이 수사에 이르는 정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비하여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규명 조사 및 결정은 – 그것이 애
초 범죄혐의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가 개시되었지만 – 군인의 사망이라는 
엄중한 사실을 전제하며, 사물관할도 군인의 사망사건으로만 제한된다는 점에서 국

245) 금번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은 ‘긴급을 요하거나 미리 통지하면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만 사전통지’ 하도록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경우에도 국방부장
관 및 관계자가 군부대에 관련 내용을 알린다면 군부대가 사안을 은폐할 여지가 남아 있
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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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하는 광범위한 영역의 일반적인 인권침해 사안보다는 형사소
추와 견련성이 더 강하게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따라 향후 군사망사고 
조사위원회의 조사 등 권한을 강화하여 설정할 때 형사소추상의 권한을 준용하여 
부여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된다. 다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규명 결정은 군인의 공무상 사망, 국가유공 인정 등에도 역할을 하기 때문에 
행정적 측면의 조사기능도 당연히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범죄혐의에 기
초한 일반적인 수사와는 확연히 다른 점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군인권보호관이 군인의 인권침해와 관련된 조사에 있
어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 기대된다. 하지만 적어도 군 사망사고와 관
련된 부분은 인권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 군부대의 과실, 시스템상의 결함과 관련
된 것일 수 있고 조사의 전문성 축적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사망사고 조사임무를 모두 전가하기 보다는 좀 더 차별성 있고 특화된 기구로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를 상설화하는 것은 충분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
다.   

7. 정리

  정식 사법절차외 군사망사고 조사에 대하여 군인권보호를 위한 외국의 제도로서
의 군옴부즈만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별도의 군사망사고 조사기구가 상설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는 발견할 수 없었고, 대만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한시적으로 군사
망사고 조사기구가 설치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프랑스처럼 군소속의 군감찰관으로 하여금 군인 관련 인권침해 등 분쟁을 담당
하게 할 수 있겠지만, 군사망사고조사를 명시적으로 포괄하고 있지는 않다. 독일의 
경우라면 군사망사고 중 정치적인 것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연방의회 국방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고(기본법 제45a조), 군 내부의 부대지휘의 영역에서 개별 사례
를 통제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라면 국방감독관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기본법 제45b조). 영국 군옴부즈만은 신청자의 신청이 합당하다고 받
아들여지는 경우 이를 군에 전달하여 직접 군 내부의 직속상관(또는 부대장)이 당
사자와 면담하여 고충과 관련된 문제를 스스로 처리하는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도
록 지원, 후견, 감독하는 역할(independent oversight of the service com-
plaints system)을 하고 있는바, 이런 구조에서는 직접 사망사고를 할 수 있을 것
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처럼 그것이 정치적인 것이든 부대지휘영역에 
관계된 것이든 구분없이 의회에서 군사망사고를 조사하게 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국정조사, 국정감사처럼 주로 정치적인 관심사에 대
해서만 언론의 조명을 받는 가운데 한시적으로 조사가 진행되다가 끝나는 현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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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국정조사나 국정감사를 통하여 군사망사고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결론
을 도출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무소속 기구로서의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 하부의 국방옴부즈만,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
규명위원회 세 가지 기구는 모두 일정한 임무와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 이들 세 
기구는 스웨덴이나 독일식의 전형적인 의회소속 군옴부즈만의 강력한 조사권한과 
위상에는 이르지 못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언급한 세 가지 기구가 군인권보호 
영역에서 각각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 차별성을 견지하는 가운데 서
로 협력하면서 군인권을 중첩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세 기구의 존재를 인정하는 가운데 정식 사법절차 외 군사망사고 조사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하여 고민하도록 한다. 개선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론 부분에서 언급하
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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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한 합리적인 
군사망 사고 관련 군사법제도 및 조사제도  

1. 군사망 관련 군사법제도

  1948년 7월 5일자 미군정장관의 직권으로 제정·공포된 국방경비법에서는 단심으
로 행해지던 군법회의는 군지휘관의 판결 승인이 있어야 적법한 판결로 인정될 수 
있었던바, 군법회의의 판결은 군지휘관을 상대로 한 건의(recommendation)에 불
과하였다. 정부수석의 확인 전에 이를 검토하는 통위부장(현 국방장관)은 검토권한
(국방경비법 제99조 제3항) 및 이에 부수하는 유죄판정의 전부 또는 일부 승인, 부
인 또는 무효선언, 집행시 감경·면제 권한, 그리고, 무효선언에 따른 피고인에 대한 
복권권한 등(국방경비법 제99조 제4항)을 행사할 수 있었다. 용어가 검토였을 뿐이
지 내용을 보면 통위부장(현 국방장관)의 검토권한은 사실상의 승인·확인권에 해당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법상의 군법회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막강한 권
한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범죄기소와 관련하여서도 군검찰관이 기소권한을 행
사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의 소속 지휘관이 기소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
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국방경비법 하에서는 군법회의는 사법제도라기보다
는 군사행정제도의 일환처럼 작동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런 제도하에서 군사망사고
가 발생하는 경우 그와 관련된 수사, 기소 등을 포함한 군사법시스템이 사법정의에 
따라 공정하게 작동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군지휘관의 군사기능, 군의 
위신 등을 고려한 정무적 판단에 따라 자의적으로 군사망사고가 처리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이후 1962년 군법회의법 제정, 1987년 군사법원법이 제정을 거쳐 군사행정으로
서의 군사재판이 상당 정도 사법의 외피를 가지는 방향으로 조직적, 절차적 면에서 
발전한 것이 사실이다. 1994.1.5. 「군사법원법」 일부개정에서는 구속영장의 발부권
자를 관할관에서 군판사로 변경하는 대신 검찰관이 구속영장 청구시 소속 부대의 
장의 승인을 요하도록 한 것은 지휘관사법의 틀내에서는 중요한 변화라 할 수 있
다. 또한, 관할관의 확인조치의 대상이 되는 판결의 범위를 제한하고, 형집행면제
권을 폐지하며, 항소심에서의 확인조치권은 폐지하였다. 하지만, 1994.1.5. 「군사법
원법」 일부개정에서도 상당한 정도로 군사법절차가 민주화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여전히 군사법제도 및 군검찰 제도가 군지휘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상태였다. 
즉, 일선 부대 지휘관이 여전히 보유하는 관할관의 확인조치권 및 감경권, 구속영
장 청구시 승인권 등은 전형적인 지휘관 사법의 모습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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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군사법원법은 지속적인 개혁이 대상이 되었다. 특히, 참여정부에서는 사법
개혁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군사법제도 개혁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였다. 평시 심판
관 및 관할관 제도의 폐지가 이 때 비로소 제안되게 된다. 군사법원의 재판관 전
원을 군법무관 또는 민간 법조인력 중에서 선임된 군판사로 구성하고 군판사에 대
한 인사권을 독립시키기 위하여 군판사의 소속은 사단, 군단급 부대가 아닌 국방부
로 하며, 그 임명은 민간인도 참여하는 군판사 인사위원회를 거쳐 국방부 장관이 
하도록 제안하였다. 군사재판 1심 보통군사법원은 여전히 군에서 담당하되 5개의 
지역군사법원으로 설치하여 각 권역별 군판사단이 부대를 순회하며 재판을 실시하
도록 함으로써 사단급 부대 지휘관의 재판에 대한 관여를 최소화고자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군사재판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기존에 각 군별로 설치되어 있던 것
을 국방부에 통합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고등군사법원장을 비롯한 군판사 중 일정 
비율은 민간인으로 충원하도록 함으로써 부분적 문민화 및 고등군사재판의 독립성
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개추위의 군사법원제
도 개혁안은 여전히 1심 군사법원은 국방부 산하 지역군사법원으로, 2심 고등군사
법원은 국방부에 통합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평시 군사법원의 폐지의 
정도에 이르는 완전한 군사법원의 문민화 개혁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군검찰의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2심 고등군사법원에 대응하는 각 군 본부 고등검찰부를 
폐지하고 국방부 소속으로 고등검찰단으로 일원화하고, 1심 보통군사법원에 대응하
는 사단급 부대의 보통검찰부를 폐지하고 국방부 소속의 지역 검찰단을 5개 지역
으로 구분 설치함으로써 각 군본부 지휘관 및 사단 지휘관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자 하였다. 공정하고 독립성이 강화된 군검사 인사를 위하여 국방부에 군검사인사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시 민간인이 참여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고등검찰단
장은 군법무관인 장관급 장교 또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하도록 하여 고등검찰단장
을 비롯한 군검사 중 1/3을 민간인으로 충원하여 특정직 공무원으로 하도록 제안
하고 있다. 군사경찰의 독립성, 공정성 강화를 위해서는 군사법경찰에 대한 군검찰
의 수사지휘권을 강화함으로써 군부대 지휘관의 헌병(군사법경찰)에 대한 영향력을 
최소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사개추위(2005.1.18.~2006.12.31.)의 추진안은 17대 
국회의 임기 만료와 함께 이들 안들은 모두 자동폐기되었다.
  이후 윤일병 폭행사망사건 이후 2016년 1월 6일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1) 기존 
사단급에 설치하던 보통군사법원(기존 육군은 사단급 이상, 해군은 함대급 이상, 
공군은 비행단급 이상의 부대에서 설치·운영)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군단급 군사
법원으로 재편 (제6조 제2항), 2) 심판관 제도를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 즉, 군형법 
및 군사비밀 보호법에 관한 사건 중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사건으로 
한정(제27조의2항), 3) 보통군사법원의 일반판결에서는 원칙적으로 군판사 3명이 
재판관을 맡고 심판관은 두지 않되, 다만, 위와 같이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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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판사 2명, 심판관 1명을 재판관으로 둘 수 있도록 하고(제26조 제1항), 4) 재판
장은 원칙적으로 선임 군판사가 하되, 영관급이 아닌 장관급 장교가 심판관으로 지
정된 사건의 경우에는 장관급 장교인 심판관을 재판장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며(제
22조 제4항), 5) 관할관의 확인조치권은 관할관 감경권의 대상을 무죄, 면소, 공소
기각,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제외한 판결에 대해서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감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 범죄를 작전 등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로 한정하고 
감경범위를 1/3 미만으로 축소(제379조 제1항)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상당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 6일의 군사법원법 개정은 평시 심판관제도 및 관
할관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노무현 정부 사개추위안에 기반한 
일련의 군사법제도 개혁법률안이나, 군사법원 및 군검찰을 완전히 폐지할 것을 담
고 있는 군사법제도 개혁법률안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이후 군에서는 지속적으로 군사법 제도 개혁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결국 
2021년 제20 전투비행단 이 모 중사의 성추행 수사과정 중 자살 사건 등으로 개
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것이 되어 버렸다. 결국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이제까지 지휘관 사법을 지탱하는 것으로 지목되어왔던 관할관의 평시 확인권과 
평시 감경권이 폐지되었고, 평시 심판관제도 마저도 폐지되었다. 따라서, 금번 군
사법원법 개정의 바탕 위에서 국방부 소속으로 보통군사법원(1심)을 두는 것이 군
사법원의 독립성, 공정성을 저해하는 제도인가 관건으로 남게 되었다. 군사법원이 
더 이상 군부대 소속이 아니라 문민장관인 국방부 소속으로 변경되었지만 군사법
원이 이로써 독립성, 공정성을 갖추게 되었는지는 여전히 평가를 요한다. 여전히 
국방부 장관은 전역 군인 출신이 담당하는 것이 관례이고, 국방부 소속 보통군사법
원의 운영 및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여전히 사단, 여단 등 예하 부대 지휘
관들이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군판사인사위원회(개정 
군사법원법 제22조의2), 군사법원운영위원회(개정 군사법원법 제4조, 제4조의2)에 
국방부장관의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바, 제1심 보통군사법원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해당 법원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참여정부에서 제안하는 바와 
같이 민간인사들이 외부인사로 참여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군사법원법에서
는 군검사를 각 군 참모총장이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다만, 국방부검찰단의 
군검사는 국방부장관이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군검찰제도
를 유지하려는 경우 참여정부의 개혁안처럼 군검사인사위원회를 두고 여기에 다수
의 민간인사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군의 영향력로부터 독립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군사망사고와 관련해서 제1심 보통군사법원을 담당할 
군판사 인사 및 운영, 군검찰 인사 및 운영이 군지휘관으로부터 독립성을 가지고 
민간의 적정한 참여가 보장될 때 ‘지휘관 사법’이라는 프레임으로 인한 불공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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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불공정한 시비로부터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2021.9.24.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군인의 성폭력 및 아동청소년 성범죄, 군인의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1심 군사법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군사법
원의 재판관할권으로 하지 않고 일반법원의 재판관할로 한 것은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을 위하여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에 발맞추어 국방부가 언급한 범죄들에 대하
여 군사경찰이 아니라 일반경찰이 수사하도록 한 것은 바람직한 개혁 방향이라 생
각된다. 다만, 군인의 성폭력 및 아동청소년 성범죄, 군인의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외의 불순정 군사범죄, 예컨대, 군부대 내무 생활관계 등에서의 구타, 폭행 
등에 대해서 여전히 군사경찰이 수사하는 것은 한계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한, 개정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이 언급한 범죄들을 군사법원이 관할하게 변경해
놓고선, 동조 제4항에서 국방부 장관의 판단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보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정”을 핑계로 해당 사건을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하여 – 
평시임에도 불구하고 – 다시 군사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은 결국 군사법원을 
기존과 같이 군지휘관의 강한 영향 아래 있는 행정권의 일환으로 취급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일은 1심 군사법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점이 금번 군사법원법 개정이 반쪽 짜리 개혁이라는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만드는 부분이다. 이런 방식으로 해당 범죄들에 대한 군사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하
게 되는 상황에서는 국방부에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군인의 성폭력 및 아동청소년 성범죄, 군인의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경찰의 수사관할을 배제하고 일반경찰의 수사관할을 인정하는 것으로 하더라
도,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보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
정”을 핑계삼아 일반경찰이 아니라 군사경찰이 수사하게 하는 단서 규정을 둘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군사법원이 존재하고 군사경찰이 군인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권
을 행사하는 한 이와 같은 입법상의 개혁과 반개혁의 핑퐁은 계속될 여지가 크다
고 생각된다. 따라서, 유럽 선진 국가들의 사례와 같이 평시 1심 군사법원까지도 
폐지하여 일반법원의 관할로 하고, 군인범죄 수사는 독일처럼 군사경찰에 행정경찰
권만 인정하고 일반경찰이 모든 군범죄 수사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지휘관 사법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방안이라 생각된다. 다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
다면 군사경찰이 관할하는 범위를 군인의 성폭력 및 아동청소년 성범죄, 군인의 사
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군인이 신분을 취득하기 전에 범한 죄 이외의 범죄에서 
더 한정하여 순정군사범죄만을 군사경찰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된다.  
  군사망 사고만을 놓고 보면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군사망사고 발생시 1차적인 조
사로서 군사경찰 및 군검찰에서 수사를 담당하였다. 하지만, 2021.9.24. 군사법원
법 개정과 맞물려 군인의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는 군사법원의 재판관할권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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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되어 2022년 7월부터는 일반경찰 및 군검찰이 주도적으로 수사하게 될 예정이
다246). 바람직한 개혁 방향이라 생각된다. 
  이제까지 통상 군사경찰 및 군검찰, 그리고 국방부 조사본부에 의한 사망사건 
수사 및 재조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어 왔다. 먼저, 수사 전 또는 수사과정 중에 
군의관이 사체에 대한 검시를 하고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를 발급하게 된다. 군사
경찰 및 군사검찰은 수사기관으로서 자·타살 여부를 밝히고 군사망 사건의 범죄와
의 관련성을 밝혀 가해자가 있는 경우 가해자에 대한 사법적 처리를 하는데 기여
하는 역할을 한다247). 반면, 육·해·공군 본부에서는 이와 같은 군사경찰 및 군검찰
의 수사결과, 군의관 검시결과를 바탕으로 「전사망처리규정」 에 따라 전공사상을 
심사하여 전사, 순직, 일반사망, 변사, 자살로 구분하는 행정상의 처리를 행한
다248). 위 군사경찰 및 군검찰에 의한 수사 등 사법상의 절차와 육·해·공군 본부의 
전공사상 심사 등 행정상의 절차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국방부조사본부 
전사망민원조사단이 재조사를 하게 된다. 즉, 국방부 조사본부 전사망민원조사단은 
수사기관의 수사 종료가 종료되고 전사망 구분에 따른 행정절차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수사 및 행정절차 결과에 대해 민원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물
의가 야기된 사건에 대하여 재조사하는 역할을 한다249). 전사망민원조사단의 재조
사 결과는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재결정을 
위한 심사자료로 활용되게 된다. 그런데,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와 같은 행정상의 
역할을 행하는 전사망민원조사단 외에도 정식 군사법기구로서의 군사경찰 기능이 
포함된 수사단을 하부 조직으로 가지고 있다250). 군사경찰로서 수사에 직접 관여하

246) 군 성범죄 경찰 수사 반년 앞…현장은 업무과중 우려 (더팩트 2022.1.16. 자 기사).
247) 임석택, 군내 사망사고 조사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 피해자 배려시각을 중심으

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석사학위 논문 2010, 12쪽.
248) 임석택, 군내 사망사고 조사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 피해자 배려시각을 중심으

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석사학위 논문 2010, 1쪽.
249) 전사망민원조사단은 1999년 4월부터 국방부 및 육·해·공군 본부에서 ‘민원제기사망사

고 특별조사단’으로 한시적 운영되어 오다가 2006년 2월 2일 국방부조사본부가 창설되면
서 그 하부 조직으로서 상설기구화 되었다.

250) 국방부 조사본부는 대통령령인 「국방부 조사본부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임무를 행하
는바, 그 중의 하나가 ‘민원이 제기된 군 관련 사망사고에 대한 조사’이다. 국방부 조사
본부의 하부 조직으로 기획처, 안전정보처(국방헬프콜센터 포함), 감찰실, 법무실, 전사망
민원조사단, 수사단, 과학수사연구소, 국군교도소가 있다. 해당 대통령령 제1조는 다음과 
같다.

   국방부조사본부령 제1조(설치와 임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 하에 국방부조사본부를 둔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범죄의 수사 및 예방과 
범죄정보에 관한 업무

    가. 국방부와 그 직할부대 및 직할기관에 소속된 군인 및 군무원
    나. 국방부장관 소속 청에 소속된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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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사단을 하위 기구로 가지고 있는 국방부 조사본부에 군사경찰 및 군검찰의 
수사 과정 및 관련 행정절차에 대한 재검토를 행하도록 하는 전사망민원조사단을 
두는 조직 구도는 왼팔이 행하는 일을 오른팔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는 것과 같은 
형국이라 할 것이다. 더군다나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 인력이나 일선의 군사경찰
이 국방부 조사본부 전사망민원조사단으로 발령받는 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있는데, 이는 자신 또는 자신의 동료들이 과거에 행한 수사에 대해 재조사를 맡기
는 형국이다. 이런 구도에서는 앞서 살펴본 군사법제도에서 드러나는 집단의식, 동
료의식에 따른 사건은폐, 사건축소와 같은 부작용이 고스란히 작동할 수 밖에 없다
고 생각된다. 
  육군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규정」 제4조(사고의 종류)를 보면 군이 군내 사망사
고를 비롯한 군부대 사고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군은 군관련 
‘사고’를 군기사고251)와 안전사고252)의 관점으로 나누어 접근하고 있다253). 즉, 군
기강, 군지휘권의 유지 및 군전투력으로서의 군인과 군대물자·군시설에 관한 안전
유지의 관점에서 군 사고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는 ‘제복을 입은 
시민’으로서 군인의 인권, 기본권 및 군인 개인의 명예회복의 관점이 자리를 잡기
는 매우 어렵다. 또한, 국방부장관이 군인 출신이며, 국방부의 주요 보직이 현역 
군인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방부 조사본부의 전사망민원조사단도 육
군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규정」에서 드러나는 인식의 틀을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
을 것이고, 설혹 전사망민원조사단 인력이 그러한 인식의 틀을 깨기 위해 노력하더

   2. 각 군 군사경찰업무 중 국방부장관이 명하는 업무
   3. 각 군 중 2 이상의 군에 관련된 범죄의 수사
   4. 민원이 제기된 군 관련 사망사고에 대한 조사
   5. 군 관련 중요사건ㆍ사고에 대한 속보의 접수ㆍ처리와 분석 및 대책의 수립
   6. 사망사고 등 군 관련 중요사건ㆍ사고에 대한 감식 및 과학수사 지원
   7. 과학수사 및 범죄예방을 위한 연구
   8. 군 관련 범죄의 수사 및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9. 부정군수품 관련 계몽활동 및 단속
  10.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3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군교도소(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군교도소에 설치하
는 군미결수용실을 포함한다)의 운영에 관한 업무

251) 군기사고는 군인복무규율을 고의나 과실로 위반하여 발생한 사건·사고로서 징계 또는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고를 말한다. 총기 및 폭발물 사고, 구타 및 가혹행위, 자살, 
군용물 사고, 강도, 강간, 절도 사고 등이 이에 해당된다.

252) 안전사고는 고의성이 없는 불안전한 인간의 행동과 불안전한 물리적 상태 및 조건이 
원인으로 작용하여 사망·부상 또는 물자의 피해를 초래한 사고를 말한다. 항공기·차량·함
정사고, 화재·폭발·총기사고, 익사, 온열손상, 식중독, 감전, 낙상, 압사, 화상, 동상, 가스
중독, 직업병 등이 이에 해당된다.

253) 임석택, 군내 사망사고 조사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 피해자 배려시각을 중심으
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석사학위 논문 2010,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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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구조적으로 상당한 한계 내에서 군사망사고 민원재조사의 임무를 수행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그런 점에서 국방부 직속의 전사망민원조사단은 국민이 제
기하는 민원을 ‘제복을 입은 시민’으로서의 군인의 인권, 기본권 및 명예를 공정하
고 객관적으로 보장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데 상당한 한계가 있는 조직이라고 생
각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군과 국방부로부터 독립성로부터 군사망사고진상규명
위원회가 출범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일이다.   
   

2. 군사망 관련 조사제도

(1) 군 옴부즈만/군인권 보호관 제도
2016. 6. 30. 시행(2015.12.29. 개정)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이하: 군인복무기본법)에 군인권보호관 설치에 관한 근거가 마련된지 거의 5년이 
지나서야 구체적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운
영위원회 회의에서 고 윤승주 일병 어머니, 고 이예람 중사 아버지 등 군피해자 
유가족이 방청인으로 참석해 호소하였으나, 부대 불시방문권도 반영되지 못하였고, 
군인권보호관의 독립성을 담보하는 내용도 거의 반영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하여 
군부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시민단체 활동가(여성 예비역 대위)는 그 독립성이 
강력하게 보장되고 군에 대한 문민통제의 기능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형적인 의회 소속 군옴부즈만이 아닌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군인권보호관으로 정
해진 것에 대하여 국회, 국가인권위, 국방부가 ‘인권 타협’ 끝에 이름 뿐인 자리로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였다며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254). 

“군은 군인권보호관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며 선전하겠지만, 군인권보호관

은 부대에 먼저 피해 내용에 대해 알린 뒤 허락을 받아야만 방문해 조사를 진

행할 수 있고, 그나마 부대 사정에 따라 언제든 중단될 수도 있다. 결국 조직

과 독립된 곳을 통해 온전히 피해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고 신고 이후에도 자

신의 삶은 위협당하지 않아야 하는, 그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

가 또 날아간 셈이다. 국방부는 또 국회와 국가인권위와의 타협에 성공해 조직

을 보위할 수 있게 되었다. 누굴 위한 옴부즈만인지, 다음 희생자가 나오면 그

땐 무엇이라 둘러댈지, 다만 착잡한 마음으로 궁금할 뿐이다.”

 
  국무총리 산한 중앙행정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제4소위원회(군사소위원회), 

254) 군인권보호관, 타협된 인권 (한겨레 칼럼 2021.12.6.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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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의회소속이 아닌 국가인권원회 소속의 대통령 지명 상임회장 소속 군인권
보호관이 현재 소위 ‘군옴부즈만’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비교법적으로 본다
면 이와 같은 방식은 행정부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어 전형적인 의회 소속의 군
옴부즈만만큼 독립성을 가질 수는 없다. 또한, 그 소속이 국회가 아니라서 군에 대
한 국민의 대표자를 통한 직접적인 문민통제의 관점을 실현하는데도 일정한 한계
가 있다. 다시 말해서 군에 대한 문민통제가 정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 대표적으로 
의회의 국정감사, 국정조사와 같은 구도를 취하게 되는데 반하여, 우리나라의 국민
권익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군옴부즈만 방식은 군통수권자인 대통령, 정부
에 속한 군옴부즈만이라는 점에서 행정부의 일부 기능에서 다른 행정부인 군을 견
제하는 구도인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군인권보호관은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군인권침해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청주의를 기반으로 활동할 수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군
옴부즈만(제4소위원회)에 비하여 군내 인권침해 예방에 사전적,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는 것은 장점이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은 1. 국회가 선출하는 4명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 2.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3.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으로 이루어지고(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제2항), 국가
인권위원회법에서 해당 기관의 독립성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앞의 법 제3
조), 입법부·사법부·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서 상당한 정도의 독립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며, 또한 신설된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군인권보호관(상임위원)도 대통령이 지명한다는 점에서 정부
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기존과 같이 보수정권이 들어설 경우 국가나 그 소속 공무
원에 의한 인권 문제를 소극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대정부 견제, 군에 대한 문민통제의 관점에서 국회 소속으로 군인권보호관을 두
어 그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현재와 같이 국가인권위원
회 소속의 상임위원이 군인권보호관을 담당하게 되는 경우라면 국회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거나 또는 프랑스 권리보호관의 사례처럼 국회의 5분의 3의 반대를 받지 
않은 경우 군인권보호관을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
다.  
  위 두 기구가 군옴부즈만으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것, 그리고, 군사망사고진
상규명위원회가 그 활동기간을 마치는 것을 전제한다면 군사망사고와 관련해서도 
신청없이 인권의 명목으로 폭넓게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국가인권위 
군인권보호관이 관련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일응 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관련 시정권고, 개선, 인권교육 등을 최종적인 조치
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군사망사고와 관련된 사실관계 규명 기능에서는 약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신청주의를 전제하기는 하지만, 국가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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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등록, 전사군경 인정 등을 위한 사실조사 규명 기능은 더 확보되어 있다고 보
여진다. 그러므로, 군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인권과 관련된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하더라도 국가유공자 등록 등을 위한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서는 국민고충처리
위원회가 군사망사고 조사를 담당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군사망사고 조사 기구
 
  또한, 군사망사고 처리는 일반적인 인권침해 사안의 조사에 비하여 사망이라는 
내용을 다루는 매우 특수한 영역이다. 사망사고는 인권침해가 원인이 될 수도 있지
만, 많은 경우 인권침해와 관계없이 군사장비 관리 및 작전상의 과실, 시스템상의 
미비도 군사망의 원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한시적 기구로 설치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된다면 개정안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소
속의 군옴부즈만이나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군사소위원회가 군사망사고의 진상규명
과 관련하여 일정한 역할을 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
의 경우 기관의 성격상 조사결과에 따른 최종적인 조치는 의견표명이나 권고를 벗
어나지 못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기관의 성격으로 인하여 활동에 
있어서도 질문, 불시방문 등을 최대의 조치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국민권익
위원회의 고충처리도 신청주의라는 한계 등을 가지고 있다.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역할이 적어도 군인의 사망사
고와 관련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와는 차별성이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
다고 생각된다. 
  첫 번째로, 많은 경우 군부대에서 행해지는 인권침해 등 부당한 행위와 그로 인
한 피해, 특히 사망사고와 관련된 경우는 조사에 바탕한 인권개선 그 자체보다는 
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결정하는 것(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자체, 그 결과를 당사자 및 관련 기관에 통지하는 자체(앞의 법 제27조)가 매우 중
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군통수권자인 대통령 소속의 군사망사고 조사
기관의 결정과 통지를 바탕으로 군인의 보훈, 처우와 관련된 군부대의 조치가 결정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규명 결정과 당사자 및 관
련 기관 통지 자체가 사망과 관련된 군인의 인권보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
다. 
  두 번째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원인이 불분명한 사망사고의 실체적 진
실을 규명하여 형사고발에까지 이르게 함으로써 군인의 억울한 죽음을 신원하고, 
이를 통하여 군인권 문화 정착에 기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
된다. 군부대 소속 조사 및 수사기관의 경우 군부대 또는 국방부 소속이라는 폐쇄
성, 가해자에 대한 군인 동료의식으로 인하여 범죄혐의를 발견하는데 장애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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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전직 해군 소령 출신인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군내부의 기관은 
가해자와의 동료의식이 있고 사건이 커지면 관계자들이 진금에 영향을 받기 때문
에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할 유인이 있”으며 “병사와 간부들이 이런 구조를 잘 알
아 신고를 꺼리기 때문에 밖에서 감시할 기관이 필요하다고”고 지적한다255). 그리
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는 항상 수사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인권인식 및 행태 개선을 위한 권고가 일차적인 목적이
다. 인권침해적 행동의 개선은 물론 고발 등 형사소추의 문제로 해결될 수도 있겠
으나 국가인권위원회 입장에서 형사고발은 어디까지나 최후의 수단으로서 고려되
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개인이나 집단이 받아들이는 인권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인권감수성도 개인, 집단별로 차이가 있는데, 이를 바로 형사소추의 관점에
서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즉, 인권은 일단 인권 관련된 인식개선의 문제, 교
육의 문제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은 ‘긴급을 
요하거나 미리 통지하면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만 사전통지’ 
하도록 하여 인권위의 군부대 조사시 불시방문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 국방
부 장관이 해당 군부대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왔다는 사실을 알릴 경우 - 군부대가 
관련 사안을 은폐할 수도 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이제까지 경우를 보면 국가인
권위원회가 무소속 기구이며, 독립성이 강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정권의 성
격에 따라 행정부 직속기구인 것처럼 활동하는 경우도 적잖이 보여왔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서의 진상규명 결정을 위한 조사활동과 그에 따른 
고발은 – 그것이 애초 범죄혐의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가 개시되었지만 - 
사망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국가인원위원회의 조사활동보다는 형사소추와 견련성이 
더 강하게 인정될 수 밖에 없다. 또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제4소위원회)도 사실관
계 조사에서는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고충 내용이 군사망사고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전문성 측면에서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보다는 약하다
고 생각된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군사망사고 조사 관
련 영역에 대한 활동여지와 권한을 더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군사망사
고와 관련된 영역에서 대통령 소속의 준사법기구로서의 권한을 부여하더라도 크게 
이상할 것은 없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위원회의 위상 정립은 군인의 사망을 둘러싼 진
상규명을 위한 전문기관으로서의 노하우를 쌓을 수 있게 할 것이다. 나아가  군사
망사고진상규명위위원회의 전문적으로 축적된 진상규명 활동은 수사기관이 군사망
사고와 관련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서도 
말했듯이 변희수 하사 사망사건의 경우 군부대 내 수사기관에서는 범죄혐의를 발

255) 군 반대로 '흐지부지'된 외부감시 제도, 21대 국회선 '제대로' 입법될까 (경향신문 202
1.6.7.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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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하기 어려운 경우 수사를 개시할 수 없어 사건의 실체규명 자체에 상당한 장벽 
앞에 놓여있다. 이에 비해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사건의 진상규명의 목적이 
형사고발을 포함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범죄의 혐의가 위원회의 조사개시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군사망사고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는 다른 
한편으로는 진상규명결정으로 각종 군부대의 처분에 행정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
려는 목적도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진상규명 결정 자체가 직접적인 영향력 행사가 
아니라 역사적 평가,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부분도 있다는 점에서 이를 위한 일
정한 조건을 법적 요건으로 설정하여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범죄혐의가 없
어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군 부대 수사기관
에서 범죄혐의가 없어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해결될 수 없는 많은 문제를 해결
하는데 군사망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가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활동
이 군의 인권문화개선에 중요한 파급효과를 가질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군통수권자인 대통령 소속으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를 두는 것은 국방부나 
군부대에 진상규명 결정에 따른 관련 처분을 해야 한다는 압박을 줄 수 있기 때문
에 의미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부분은 상당한 장점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국
방에 대한 문민통제의 관점을 고려한다면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를 의회 소속
으로 두는 것도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개청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현재까지는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해 줄 
수 있지만, (상설화되었을 경우) 향후 다른 정부에서 위원회의 활동 및 목적에 관
심이 없다면 그 의미가 반감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되, 국회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거나 또는 프랑스 
권리보호관의 사례처럼 5분의 3의 반대를 받지 않은 경우 위원장 및 위원을 최종 
임명하는 것도 문민통제의 의미를 강화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
다. 
  다만, 군사망사고조사위원회가 상설화되는 것은 군사망사고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을 필연적으로 전제할 수 밖에 없는데 이 점이 위원회 상설화의 아이러니로 남
을 수는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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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대통령령  제        호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에 따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
인 등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과 상호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으로써 군인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군사법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정한 「군형
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군인 등”이라 한다)이 범한 성폭
력범죄, 군인 등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된 범죄 및 군인 등의 
신분취득 전에 범한 범죄(이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라 한다)의 수사절차 
및 이를 위한 군검사, 군사법경찰관과 검사, 사법경찰관 간의 상호협력 등에 관하
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
른다. 
제3조(상호협력의 원칙) ① 군검사, 군사법경찰관과 검사, 사법경찰관은 법원이 재
판권을 가지는 범죄의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와 관련하여 협력해야 한다.
  ② 군검사, 군사법경찰관과 검사, 사법경찰관은 수사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수사ㆍ기소ㆍ재판 관련 자료를 서로 요청할 수 있다.
  ③ 군검사, 군사법경찰관과 검사, 사법경찰관의 협의는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협의의 지연 등으로 수사 또는 관련 절차가 지연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부대장 등의 수사협조) ①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이 소속된 각급 부대·기관
의 장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에 따른 관할부대장 및 관리부대
장(출입의 경우 주둔지부대장을 포함한다, 이하 “부대장 등”이라 한다)은 검사 또
는 사법경찰관이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의 수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군사
기지 및 군사시설에의 출입,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출석,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에 따른 보고 등(이하 “출입 등”으로 한다.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하여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② 부대장 등은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보호,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어 제1
항의 요청에 즉시 협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과 신속히 협의하여 원활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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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대 일정 등을 고려한 출입 등 일정의 조정
   2. 사전 보안조치 및 보안교육 등 출입 등에 필요한 행정사항
   3. 기타 원활한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부대장 등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범죄를 신속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거나 이와 관련된 신고를 받아 긴급한 출입을 요청하는 경우 국
방부장관이 정하는 간이한 절차를 통하여 해당 시설을 출입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수사협의회) ① 국방부,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또는 해양
경찰청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협의 
또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 상호간 수사협의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국방부장관의 기소 결정 등) ① 국방부장관이 법 제2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건을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결정을 한 때에는 검찰총장 및 고소권자(피해자 또
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를 포
함한다.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결정 전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검찰총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거나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국방부장
관의 기소 결정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장,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사건의 이첩)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28조제3항에 따라 법원
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에 대한 고소·고발·진정·신고 등을 접수하거나 해당 범죄
가 발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는 등 범죄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이첩받은 기관은 이첩된 사건 중 해양 관련 사건을 해
양경찰청에 이첩할 수 있다.
  ③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이첩하는 경우 대검찰청 
또는 경찰청이 지정하는 해당 사건 관할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을 포함한다), 
경찰관서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첩한 해양경찰관서로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송
부할 수 있다.
제8조(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보호) ① 부대장 등은 그 부대·기관에서 법 제2조제2항
제1호의 범죄(이하 “성폭력범죄”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현장 출입의 통
제, 현장의 보존 등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와 피해자 구조·구급, 성폭력범죄 가해자·
피해자 분리 조치 등 피해자를 위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성폭력범죄 사건을 이첩하는 
과정에서 성적 불쾌감 또는 공포감을 느끼는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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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 등이 공개되거나 타인에게 누
설되지 않도록 할 것
   2. 해당 범죄와 무관한 피해자의 사생활 등에 대한 질문 또는 진술이 이루어지
지 않도록 할 것
제9조(군인 등 변사사건에 대한 통보 등)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변사자 
또는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체를 발견한 때에는 검사 및 사법경찰관에게 변사
사건 발생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법 제264조에 따른 검시 또는 검증을 하는 경우 
검사 및 사법경찰관에게 그 일정을 미리 통보하고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한 검시 일정 전에 변사자의 
위치, 상태 등이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현장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증거가 유실
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통보를 받고 검시 또는 검증에 참여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필요
한 경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0조(변사사건의 처리) 군검사는 변사자를 검시 또는 검증한 결과 법 제2조제2
항제2호의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경우 제9조제4항에 따라 제시받은 의견을 
고려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당 변사사건을 인계할 수 있다.
제11조(체포·구속영장의 집행)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을 병영이나 그 밖의 군사용 청사·함선에 있는 군인 등에 대하여 집행하는 경우에
는 그 군인 등이 소속된 부대장 등 또는 그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체포·구속영장의 
집행 사실을 고지하고 피의자의 인도 요구 등 그 집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사용 청사·함선 밖에 있는 군인 등이라도 현재 근무 중인 군인 등에 대하
여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제1항과 같이 협조를 요청할 수 있
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청을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 (체포·구속의 통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군인 등 피의자를 체포 또
는 구속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군인 등 피의자가 소속된 부대장 등에게 체포·구속의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는 문서 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기타의 방법으로 할 수 있
다. 다만, 문서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사후에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제13조 (석방의 통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체포 또는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하
는 경우 지체 없이 그 피의자의 소속 부대장 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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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수사 등의 촉탁)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228조제4항에 따라 촉탁
을 하는 경우 수사절차의 신뢰성, 수사의 효율성, 사건관계인의 편의 등을 고려하
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촉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 팩
스, 전자우편, 기타의 방법으로 먼저 통지하고, 가능한 가장 빠른 일자에 해당 문
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촉탁을 이행하고 그 결
과를 관계 서류 및 증거물과 함께 서면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군검사, 군사법경찰관과 검사, 사법
경찰관 및 부대장 등은 이 영에서 정하는 수사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나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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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1957년 9월 16일바이에른주 내무부 고시:  

         경찰과 연방군

Polizei und Bundeswehr 
MABl. 1957 S. 703

2012.1-I
Polizei und Bundeswehr

Bekanntmachung des Bayerischen Staatsministeriums des Innern
vom 16. September 1957 Az.: IC1-2531/34-30, 

zuletzt geändert durch Bekanntmachung vom 5. Oktober 1966 
(MABl S. 533)

An das Präsidium und die nachgeordneten Dienststellen der Bayer. 
Landpolizei,
das Präsidium und die nachgeordneten Dienststellen der Bayer. 
Grenzpolizei,
das Bayerische Landeskriminalamt,
die Gemeinden mit eigener Polizei,
nachrichtlich an
das Landesamt für die Bayer. Bereitschaftspolizei,
die Regierungen,
die Bayerische Polizeischule.
Für die Zusammenarbeit zwischen Polizei und Bundeswehr hat die 
Arbeitsgemeinschaft der 
Innenministerien der Bundesländer zusammen mit dem 
Bundesministerium für Verteidigung folgende 
Grundsätze aufgestel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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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Allgemeines 

1. Der Grundsatz, dass alle Behörden und sonstigen staatlichen 
Einrichtungen sich um eine verständnisvolle Zusammenarbeit zu be-
mühen und im Rahmen ihrer sachlichen Zuständigkeit so weit wie 
möglich gegenseitig zu unterstützen haben, gilt auch für das 
Verhältnis zwischen Bundeswehr und Polizei. 

2. Die Soldaten unterliegen wie alle anderen Staatsbürger den all-
gemeinen Gesetzen und unterstehen in Strafsachen grundsätzlich der 
allgemeinen Gerichtsbarkeit. Sie haben daher wie alle anderen 
Staatsbürger die Gesetze zu achten und den Anordnungen der 
Polizeibeamten Folge zu leisten, die diese in Ausübung ihres 
Dienstes erteilen. 

3. Soldaten im Dienst haben dem Polizeibeamten auf Anforderung 
Hilfe und Unterstützung zu leisten, soweit nicht dringende dien-
stliche Gründe entgegenstehen. 

4. Die Polizei schreitet gegen Soldaten in einer ruhigen, möglichst 
unauffälligen Form ein, die dem Ansehen von Bundeswehr und 
Polizei in der Öffentlichkeit angemessen ist.

II.  Einschreiten der Polizei 

1. Einschreiten gegen Soldaten im Dienst 

Befinden sich Soldaten im Dienst, so wendet sich die Polizei t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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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hst an einen militärischen Vorgesetzten, sofern ein solcher zur 
Stelle oder schnell erreichbar ist. Einzelne Soldaten sind als im 
Dienst befindlich nur dann anzusehen, wenn es die Umstände (z.B. 
Postenstehen) eindeutig erkennen lassen oder wenn sie einen 
Ausweis darüber vorzeigen können. 

Befindet sich ein Soldat im Dienst, so soll ihn die Polizei nur aus 
besonders dringlichen Gründen selbst festnehmen, z.B. wenn er bei 
einem Verbrechen oder Vergehen auf frischer Tat betroffen wird.

2. Einschreiten gegen Soldaten in militärischen Anlagen 

Befindet sich ein Soldat in einer militärischen Anlage, insbesondere 
in einem Dienstgebäude, so wendet sich die Polizei an den zus-
tändigen Vorgesetzten des Soldaten. Eine Festnahme ist tunlichst im 
Benehmen mit dem Disziplinarvorgesetzten des Soldaten 
durchzuführen.

3. Einschreiten gegen Soldaten außer Dienst 

Soldaten, die sich weder im Dienst noch in einer militärischen 
Anlage befinden, sind ebenso zu behandeln wie Zivilpersonen. 

Ist das Verhalten von Soldaten in der Öffentlichkeit geeignet, dem 
Ansehen der Bundeswehr zu schaden, ohne dass der Verdacht einer 
strafbaren Handlung oder eine Störung der öffentlichen Sicherheit 
oder Ordnung vorliegt, so soll die nächste erreichbare Wache der 
Feldjägertruppe oder einer anderen militärischen Dienststelle ver-
ständigt werden.

4. Maßnahmen bei Festnah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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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Polizei ist berechtigt, von festgenommenen Soldaten mitgeführte 
Waffen sicherzustellen. Dienstwaffen sind dem Truppenteil (der 
Dienststelle) des Festgenommenen zur Verfügung zu stellen, sofern 
sie nicht als Beweismittel benötigt werden. Die Polizei hat von der 
Festnahme und der Freilassung eines Soldaten unverzüglich den 
Disziplinarvorgesetzten des Festgenommenen oder falls dieser nicht 
zu erreichen ist, die örtliche Standortkommandantur zu 
benachrichtigen. Ist die Vorführung eines durch die Polizei vorläufig 
festgenommenen Soldaten vor dem Richter notwendig, so ist anzus-
treben, dass der Soldat hierbei bürgerliche Kleidung trägt.
 
5. Maßnahmen bei polizeilichem Gewahrsam 

Soldaten, die lediglich aus Gründen der Gefahrenabwehr durch die 
Polizei in Gewahrsam genommen werden, sind nach Möglichkeit der 
nächsten militärischen Wache oder Dienststelle mit einem Bericht zu 
übergeben. Mit der Übergabe ist die polizeiliche Verwahrung 
beendet. Sofern eine Übergabe nicht erfolgt, ist der 
Disziplinarvorgesetzte oder die örtliche Standortkommandantur wie 
bei der Festnahme zu verständigen.
 
6. Zutritt zu militärischen Anlagen

Wird eine Beschlagnahme oder eine Durchsuchung in einem 
Dienstgebäude oder in einer nicht allgemein zugänglichen Einrichtung 
oder Anlage der Bundeswehr erforderlich, so wird die vorgesetzte 
Dienststelle der Bundeswehr um ihre Durchführung ersucht. Diese 
ist verpflichtet, dem Ersuchen zu entsprechen. Die ersuchende Stelle 
ist zur Mitwirkung berechtigt. Des Ersuchens bedarf es nicht, wenn 
die Beschlagnahme oder Durchsuchung in Räumen vorzunehmen 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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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ausschließlich von anderen Personen als Soldaten bewohnt wer-
den (§ 98 Abs. 4, § 105 Abs. 4 StPO in der Fassung des Vierten 
Strafrechtsänderungsgesetzes vom 11. Juni 1957, BGBl I S. 597). 

Macht die Durchführung von Maßnahmen, die nicht der 
Strafverfolgung dienen, das Betreten militärischer Anlagen erforder-
lich, so wendet sich der Polizeibeamte an den für die Anlage zus-
tändigen Dienststellenleiter (Kasernenkommandant) oder an die von 
diesem bestimmte Stelle (z.B. Offizier vom Dienst). Dem Ersuchen 
des Polizeibeamten ist zu entsprechen, soweit es sich nicht um das 
Betreten von Anlagen handelt, die Geheimschutz genießen. Ist der 
zuständige Vorgesetzte nicht erreichbar, so kann bei Gefahr im 
Verzuge ohne seine Mitwirkung vorgegangen werden. Er ist jedoch 
nachträglich unverzüglich zu unterrichten. 

Bei Amtshandlungen in militärischen Dienstgebäuden oder sonstigen 
militärischen Anlagen sowie bei der Durchsuchung von Fahrzeugen 
der Bundeswehr, die sich auf Dienstfahrt befinden, soll der militäri-
sche Dienst durch die Ausführung polizeilicher Tätigkeiten möglichst 
nicht beeinträchtigt werden. Die Entscheidung trifft die Polizei.

III.  Zusammenwirken im Straßenverkehr 

1. Verkehrsregelung 

Die Polizei trägt bei der Regelung des Straßenverkehrs – un-
beschadet der Bestimmung des § 48 Abs. 1 S. 2 StVO – dafür 
Sorge, dass militärische Kolonnen ungehindert marschieren können. 
Die Truppeneinheiten sorgen für eine zweckmäßige Gliederung der 
Kolonnen, so dass der Straßenverkehr möglichst wenig behindert 
wird. Größere Marschvorhaben werden der Polizei so frühzeit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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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geteilt, dass diese die erforderlichen Maßnahmen rechtzeitig 
treffen kann. 

Die Polizei regelt in Zusammenarbeit mit den militärischen 
Dienststellen die Durchfahrt der Kolonne.

2.  Verkehrsunfälle 
Die Aufnahme von Verkehrsunfällen ist Aufgabe der Polizei.

IV. Befugnisse der Streifen der Bundeswehr 

Streifen der Bundeswehr (Soldaten im militärischen Ordnungsdienst) 
haben Befugnisse nur gegenüber Soldaten. Die Rechtsgrundlage für 
das Einschreiten der Streifen der Bundeswehr bilden vor allem die 
§§ 10 und 17 des Soldatengesetzes vom 19. März 1956 (BGBl I S. 
114), § 9 der Wehrdisziplinarordnung vom 15. März 1957 (BGBl I 
S. 189) sowie § 3 der Verordnung über die Regelung des militä-
rischen Vorgesetztenverhältnisses vom 4. Juni 1956 (BGBl I S. 
459). Im Einzelnen ergeben sich ihre Befugnisse aus den hierfür 
maßgebenden Dienstvorschriften. Die Polizei ist gehalten, 
Hilfeersuchen der Streifen zu entsprechen, sofern die rechtlichen 
Voraussetzungen für ein Einschreiten der Polizei vorliegen.

V. Gemeinsame Streifen der Bundeswehr und Polizei 

Es kann zweckmäßig sein, auf Grund örtlicher Vereinbarungen 
Streifen von Bundeswehr und Polizei einzusetzen. Soweit es sich 
dabei um die Ausübung polizeilicher Befugnisse handelt, liegt die 
Leitung bei der Polizei, die insoweit auch die Verantwortung für alle 
zu treffenden Maßnahmen trägt.



- 170 -

Nach den vorstehenden Grundsätzen ist künftig zu verfahren. Zum 
Vollzug und in teilweiser Ergänzung erlässt das Bayer. 
Staatsministerium des Innern noch folgende Anweisungen:

1. Die Soldaten unterstehen der allgemeinen Gerichtsbarkeit, gleich-
gültig, ob sie eine strafbare Handlung nach den allgemeinen 
Strafgesetzen oder eine besondere militärische Straftat im Sinne des 
zweiten Teils des Wehrstrafgesetzes vom 30. März 1957 (BGBl I S. 
298) begangen haben. Auch für die qualifizierten Straftatbestände 
des Wehrstrafgesetzes besteht also die Erforschungspflicht der 
Polizei gemäß § 163 StPO. Der Polizei obliegen auch in diesen 
Fällen der erste Zugriff und die weiteren Ermittlungen. 

Stellt die strafbare Handlung eines Soldaten gleichzeitig ein 
Dienstvergehen dar, dann haben nach § 9 der Wehrdisziplinarordnung 
vom 15. März 1957 (BGBl I S. 189) die Disziplinarvorgesetzten, 
hilfsweise auch die Angehörigen des militärischen Ordnungsdienstes 
einschließlich der Wachen, ferner jeder Vorgesetzte sowie jeder 
Offizier und Unteroffizier gegenüber den im Dienstrang nach-
stehenden Soldaten das Recht zur vorläufigen Festnahme. Liegt nur 
ein Dienstvergehen vor, dann steht der Polizei das Recht zur vor-
läufigen Festnahme nicht zu.
 
2. Führen polizeiliche Ermittlungen zur Strafanzeige gegen einen 
Soldaten, der eines Verbrechens oder Vergehens beschuldigt wird, 
so unterrichtet die Polizei den Disziplinarvorgesetzten des Soldaten 
oder die örtliche Standortkommandantur. Die Unterrichtung hat sich 
auf die formlose Mitteilung zu beschränken, dass gegen den name-
ntlich zu bezeichnenden Soldaten eine Strafanzeige erstattet worden 
ist. Hierbei können die Straftat und weitere für den 
Disziplinarvorgesetzten oder die Standortkommandantur wesentli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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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nkte angegeben werden. Ein Abdruck der nach § 163 Abs. 3 
StPO zu erstattenden polizeilichen Strafanzeige kann nur dann zur 
Unterrichtung verwandt werden, wenn sich die Anzeige auf die 
Mitteilung der für die Einleitung eines Ermittlungsverfahrens we-
sentlichen Gesichtspunkte beschränkt und keine den Akteninhalt 
wiedergebende Zusammenfassung aller polizeilichen 
Ermittlungshandlungen enthält. Bei Zusammenstößen zwischen 
Zivilpersonen und Soldaten ist es angezeigt, dass die Polizei die 
Dienststelle, der die beteiligten Soldaten angehören, oder die ör-
tliche Standortkommandantur unverzüglich, gegebenenfalls fernmünd-
lich, unterrichtet. 

Aus disziplinarrechtlichen Gründen ist es erforderlich, dass in den 
vorgenannten Fällen die Disziplinarvorgesetzten der Soldaten umge-
hend von den Vorgängen Kenntnis erhalten. Für die staatliche 
Polizei wird daher angeordnet, dass die Dienststelle, die im 
Einzelfall polizeilich tätig geworden ist, den Disziplinarvorgesetzten 
des Soldaten, die zuständige Dienststelle der Bundeswehr oder die 
örtliche Standortkommandantur unmittelbar unterrichtet. Eine darüber 
hinausgehende Berichtspflicht bleibt unberührt. 

3. Erweist sich bei einem Soldaten die Blutentnahme als notwendig 
(z.B. wegen Beteiligung an einem Verkehrsunfall, an einer 
Schlägerei), so hat die Polizei diesen Eingriff durch einen 
Truppenarzt vornehmen zu lassen, wenn ein solcher im nächstgele-
genen Truppenrevier oder über diese Stelle schneller oder mind-
estens ebenso schnell wie ein Amtsarzt, ein Anstaltsarzt oder ein 
bereiter Privatarzt in Anspruch genommen werden kann. Die 
Truppenärzte der Bundeswehr haben die Anweisung, Blutproben von 
Soldaten auch gegen deren Willen zu entnehmen, wenn die Polizei 
die Anordnung dazu trifft. Da es sich für die Truppenärzte um e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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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nstaufgabe handelt, werden für die Blutentnahme keine Gebühren 
in Ansatz gebracht. 

4. Vorladungen zu Vernehmungen hat die Polizei an den zu verneh-
menden Soldaten persönlich zu richten. 

5. Den Ersuchen von Standortkommandanturen oder Standortältesten, 
aus besonderem Anlass oder auf Grund besonderer Verhältnisse ge-
meinsame Streifen der Polizei und der Bundeswehr einzurichten ist, 
wenn dienstlich möglich, zu entsprechen. Den hierfür eingesetzten 
Soldaten kommt gegenüber anderen Soldaten lediglich die Ausübung 
der militärischen Disziplinargewalt, jedoch – ebenso wie gegenüber 
Zivilpersonen – keine polizeiliche Befugnis zu. Diese üben auss-
chließlich die bei den gemeinsamen Streifen eingesetzten 
Polizeibeamten aus. 

6. Es werden aufgehoben:

ME vom 4. August 1956 Az.: IC1-2531/34-4,
ME vom 13. Oktober 1956 Az.: IC1-2531/34-9,
ME vom 8. Januar 1957 Az.: IC1-2531/34-1,
ME vom 20. März 1957 Az.: IC1-2531/34-8.

EAPL 12-121 MABl 1957 S. 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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