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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 논평 ]

UN 인권이사회의‘한국 군 인권 개선’촉구를 환영한다

- 정부는 10년 넘게 반복되는 군인의 기본적 자유 보장 요구 목소리에 응답하라 -

    

  대한민국은 국제연합 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가 4년 반마다 실시하는 ‘국가별 정례인권

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를 받았습니다. 우리 시각 지난 1월 26일 오후 10시 30분부

터 27일 새벽 2시까지 제네바 UN유럽본부에서 진행된 제4주기 UPR에서 98개국이 우리 정부의 국가보

고서,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보고서, 국내외 NGO 및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여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다양하고 깊이 있는 권고를 내렸습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 2012년, 

2017년에 이어 네 번째로 UPR 심의에 임했습니다. 군인권센터 역시 460여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2022년

7월 연합보고서 제출에 함께하였고, 2023년 1월 제42차 UPR 실무회의에 앞서 별도로 20여 개 국가의

주한대사관 및 주UN대표부 등에 우리나라 군 인권 최신 상황을 공유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UPR에서 대부분의 국가로부터 ‘포괄적 차별금지법 도입’과 ‘젠더폭력에 대한 대처

강화’를 주문받았고, 아직 가입하지 않은 ‘국제인권협약(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와 자유권규약 제2선택

의정서 등등)에 대한 비준’ 또한 요구받았습니다. 군 인권 분야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고, 그 개선을

위한 노력이 흐지부지한 상황임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도 군인 기본적 자유와 인권 증진과 보호와 관련된

새로운 권고가 다수 등장하였습니다. 먼저, 30대 청년 대통령을 배출한 엘살바도르는 군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덧붙여 엄중한 안보환경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자주 참고하

는 이스라엘은 군내 성폭력 사건의 심각성에 주목하며 군 성폭력 예방·보호 체계 검토를 권고하였고, 

이란 역시 정의에 대한 군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보장, 보복 방지 및 피해 배·보상을 권고했습니다. 군

성폭력은 2018년 UN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주목한 사안이기도 합니다(CEDAW/C/KOR/CO/8, para. 23(f)).

  이는 2020년 코로나-19 상황 이후 악화된 군 자살 문제 및 2021년 공군에서 성폭력 피해 및 2차 피해

로 사망한 故 이예람 중사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군 성폭력의 처참한 실태와 군의 부실한 피해자 보호

체계에 대해서 국제사회도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런데 이런 국제적 엄혹한 평가에 비하

여 국방부는 미온적 반응을 보여주며 걱정을 키웠습니다. 사전질의에서 영국이 질의한 ‘여군 모집 활성

화 및 군 성폭력 보호 조치’에 대해 답변하면서 여군 시설의 개선 추진, 군 성폭력 전담기구의 설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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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부 양성평등위원회의 정기 검토 등 일부 정보를 개괄적 수준에서 언급만 하고, 각 정책의 운영 실태

는 얼버무렸습니다. 이는 2022년 헌정사 최초로 군을 대상으로 한 특검이 기소하여 현재까지도 진행중

인 수 개의 성폭력 재판은 비겁하게 외면한 것입니다.

  반복되는 권고도 있었습니다. 먼저, 동성 군인간 합의된 관계에 대한 처벌을 멈추라는 요구가 재차 있

었습니다. 2주기 UPR에서 미국이 ‘폐지 가능성 검토’를 주문한 이래, 3주기에서 프랑스, 아일랜드, 네덜

란드, 덴마크, 영국, 캐나다, 코스타리카가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이 외에도 UN 자유권규약위원회, 사회

권규약위원회, 고문방지위원회가 2015년과 2017년 각기 폐지를 권고했지만(CCPR/C/KOR/CO/4, para. 15; 

CAT/C/KOR/CO/3-5, para. 36 (f); E/C.12/KOR/CO/4, para. 25 (a)) 오히려 우리 군은 2017년 초 수십 명의

국군 장병들을 불법수사로 색출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UN 성소수자 독립전문가, 표현의자유 특별보

고관, 자의적구금 실무위원회의 수사중단·유죄파기 권고는 무시됐습니다(UA KOR 2/2017). 이에 미국, 

캐나다, 멕시코, 콜롬비아, 독일,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등 7개 국가가 이번에도 명시적으로 「군형

법」 제92조의6(추행죄, 舊 계간죄) 폐지를 누차 권고했습니다. 

  이 사안은 미국을 포함한 우리 우방이, 특히 작년 대표부를 설치한 NATO의 회원국 일부가 10년에 걸

쳐 반복한 권고입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해당 규정의 폐지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포문을 열면서 ‘노

력/검토하겠다’는 외교적 성의 표현도 없이 국제사회의 진심어린 조언을 깡그리 무시하는 황당한 처사를

보여주었습니다. 더욱이 낯부끄러움도 모른 채, 2022년에는 합의된 성관계를 처벌하지 않았다고 발표하

면서 작년 11월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이란 꼼수로 성소수자에 대한 징계를 이어가려 한 시도는

감춤으로써 국제사회를 호도했습니다. 국방부는 2014년부터 작년까지 19명을 ‘추행’으로 처벌했음을 밝

히면서도 정작 우리 대법원이 “동성 간의 성행위가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는 평가는 이 시대 보편타당한 규범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게 되었다”고

판시(대법원 2022. 4. 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한 핵심은 쏙 뺀 채 답변한 바, 유감스럽게

도 반성의 기미조차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는 2018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0년 10월부터 시행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위한 대체복무에 대해서도 반복되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3주기 UPR에서 11개 국가가 권고

한 것에 이어서 이번에는 동티모르, 룩셈부르크,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르헨티나, 에스토니아, 우르과

이, 캐나다,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파나마, 폴란드 등 13개 국가가 권고를 전달했습니다. 

각 국가별 권고의 세부적 초점은 상이하지만 이전과 마찬가지로 대체복무제를 민간관할에 두어 차별없

는 대체복무를 제공하고, 유죄 판결을 받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일괄 사면·석방하고, 이들의 전과기록

을 삭제하고, 적절히 배·보상하라는 권고가 제시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이 피해자의 배·

보상권을 기술적으로 배제했더라도 정부는 이런 권고를 존중해야 합니다.

  다만, 현행 대체복무 제도가 국제인권 기준에 비춰 볼 때 ‘징벌적’이므로 개선하라는 권고가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파나마, 폴란드,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가 구체적으로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에 비하여

과도하고, 복무시설이 한정적인 상황은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캐나다는 대체복무자의 재능과 능력

이 고려되는 다양한 복무 방안이 제공돼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병역법」은

2006년 UN자유권규약위원회가 개인통보 사건에서 양심의 자유 침해를 처음 인정한 후 2010년, 2011년, 

2012년, 2014년, 2020년 계속해서 문제로 지적받아 왔고, 2018년에는 UN 자의적구금실무위원회도 두 건

의 진정사건에서 피해자에게 배·보상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게다가 우리 동맹국인 미국 국무부 역시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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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부터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통해 줄곧 문제임을 환기해 온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방부는 사회

적 합의와 국회 핑계를 댄 후 ‘향후 개선하겠다’는 흐리멍텅한 답변을 남겼습니다.

  종합해 보면 제4주기 UPR에서 이웃 국가들은 한국의 인권상황의 문제, 그 해결 방법과 시한 등에 있

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입체적인 접근을 취함으로써 그 실행가능성 및 권고 이행 점검을 위한 용이성을

높이는 고무적 발전을 보였습니다. 반면, 우리 정부의 답변은 진정성 없는 형식적 수준에 그쳤습니다. 

즉, UN 회원국 상호간 건설적 대화를 통해 UN 헌장이 명시한 인권의 증진을 달성하고자 도입된 UPR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참으로 개탄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부 인권조약에 가

입한 것에 대해 주목받았지만 실질적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고, 기타

인권상황에 대한 구체적 자료나 수치에 대한 설명도 부족했습니다. 더구나 국제법상 인권 증진·보호에

나설 의무가 있음에도 사회적 합의나 국회의 논의 상황, 법원 판결을 구실로 핑계를 대며 책임을 회피

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따라서 지난 UN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우리나라가 참담하게 낙선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제라도 대한민국은 UNCTAD 선진경제에 걸맞게 군인과 시민들의 기본적 자유와 인권 증진 및 보호

를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가장 먼저 2월 1일 예정된 UPR 실무회의에서 이번 권고를 전부 ‘수용’

하는 입장이 채택되도록 전향적 자세를 견지해야 합니다. 우리 국회와 법원도 책임에서 자유롭진 않습

니다. 우선 헌법재판소는 지체없이 「군형법」제92조의6에 위헌을 선언하여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합니

다. 그 전이라도 국회는 당장 해당 조항을 폐지해야 합니다. 나아가 조속히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

서」를 비롯하여 주요 국제인권조약 가입·비준을 채근해야 합니다. 「대체복무법」을 개정하여 제도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기존 피해자에게 배·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완전하게 도입된 ‘군인권보호

관’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군인복무기본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각 개정하여야 하고, 평시에는

「군사법원법」을 폐지하거나 비순정 군사범죄 관할권을 민간에 이양시켜 군 성폭력 2차 피해 사건 역

시 투명한 재판받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법원과 군사법원은 군 인권침해 및 성폭력 피

해자의 권리 보호 및 배·보상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련 판결시 국제법을 인용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군인권센터는 이번 제4주기 UPR에 기여한 모든 국가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며 2023년에는 군 인권 개

선이 성취되는 원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첨부 1. 국방부 답문
첨부 2. UN HRC UPR 군 인권 권고(안)
첨부 3. 제4주기 UPR 사전질의 중 군인권 관련 내용 발췌번역

2023. 1. 3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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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국방부 답문

먼저 미국 측에서 제기하신 대체복무제 복무기간과 기본권 관련 우려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

다. 대한민국의 대체복무제도 복무기간은 사회적 합의와 국회의 입법과정을 거쳐 36개월로 결

정된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의 복무가 징벌적이거나 양심과 종교적 신념 등에 저촉되지 않도

록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고 이들의 복무를 돕는 전담인력을 두어 휴식, 

처우 등 기본권의 과도한 제약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다양한 요구를 수렴해 제도

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벨기에와 독일에서 제기하신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현 심

점에서 해당 규정의 폐지를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 조항은 동성간의 성관계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며 군대내 건전한 공동생활과 군 기강을 직접적 구체적으로 헤치는 경우만

처벌하려는 취지입니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2002년, 2011년, 2016년 세 차례에 걸쳐 해당 조항

을 합헌 결정한 바 있으며 현재도 추가적 헌법소원이 진행되고 있는 바 정부는 그 결과를 존

중할 것입니다. 2022년에 동성간 합의한 성관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없으며 2014년부터

2022년도까지 관련 사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총 19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영국 측에서 제기하신 여성 군인의 복무 환경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률과 규정에 따라 차별없는 인사운영을 보장하며 여성의 군 복무가 증가하는 것을 고려하여

이에 필요한 시설등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폭력으로부터 안전

한 여성의 군 복무를 위하여 국방부 장관, 각 군 참모총장 직속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운영중이

며 전담조직 중심으로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피해자에 대한 인사, 법률 상담 등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관군의 전문가로 구성된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의 주

도로 관련 제도를 주기적으로 점검 및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의. 군인권센터 사무국이 UNWebTV로 송출된 영상에서 전사한 것으로 국방부 공식 답문이 아닙니다.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2023. 2. 1. 채택되는 UPR 실무위원회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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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 UN HRC UPR 군 인권 권고(안)†

국가 군인권 관련 권고내용(원문)

엘살바도르 Continuar y fortalecer los esfuerzos para la mejora de los derechos humanos en el ejército.

이란
To review the protection and prevention mechanisms on sexual violence in  the military 
and prevent retaliation against those who reported sexual violence and to ensure the rights 
to justice and remedies for victims.

이스라엘 Review the prevention and protection mechanisms on sexual violence in the military.

캐나다
... abolish Article 92-6 of the Military Criminal Act, which criminalizes consensual 
same-sex relations ... 

콜롬비아
Eliminar la criminalización de los actos sexuales entre personas del mismo sexo en la Ley 
del Código Penal Militar.

독일 Repeal Article 92-6 of the Republic of Korea’s Military Criminal Act that punishes sexual 
activity between same-sex military personnel with sentences of up to two years in prison.

아이슬란드
Repeal Article 92(6) of the Military Criminal Act, which prohibits and punishes consensual 
sexual conduct between men in the military.

아일랜드
Repeal article 92 (6) of the Military Criminal Act to end restrictions on consensual same 
sex relations.

멕시코 Derogar el artículo 92-6 de la Ley del Código Penal Militar, el cual criminaliza las 
relaciones sexuales consentidas entre personas del  mismo sexo.

미국 Repeal the Military Criminal Act’s article criminalizing same-sex conduct  in the military.

코스타리카

Revisar la legislación y la práctica para garantizar un servicio civil  alternativo que sea 
genuinamente civil, accesible a todos los objetores de conciencia sin discriminación, no 
punitivo ni discriminatorio en su  naturaleza y costo, y de una duración comparable al 
servicio militar con  cualquier duración adicional basada en criterios razonables y objetivos.

에스토니아 Consider improving civilian alternatives to the military service for conscientious objectors.

우르과이
Poner fin a la detención de objetores de conciencia al servicio militar y garantizar que las 
alternativas civiles al servicio militar no sean punitivas ni discriminatorias y permanezcan 
bajo control civil.

캐나다
Allow conscientious objectors to serve for a length comparable to that of military service 
and with a variety of options to serve, taking into account the range of talent and skills 
that conscientious objectors can contribute to the nation.

슬로바키아 Take steps to implement the alternative service for conscientious objectors to military 
service in lin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폴란드
... to continue efforts towards making alternative service for conscientious objectors of a 
non-punitive and civilian character, that is not disproportionately prolonged and not limited 
to being performed in correctional facilities ...

크로아티아
Ensure that conscientious objectors to military service can carry out genuinely civilian and 
non-punitive alternative service without discrimination, by reducing the length of alternative 
service and expanding the places of possible service.

키프로스
Allow conscientious objectors to carry out an appropriate alternative service of a genuinely 
civilian character.

파나마

Adoptar disposiciones para que los objetores de conciencia realicen un  servicio alternativo 
adecuado y no punitivo de carácter genuinamente civil y de una duración comparable a la 
del servicio militar, con cualquier extensión  adicional basada en criterios razonables y 
objetivos.

스페인
Garantizar que ningún objetor de conciencia al servicio militar sea  encarcelado o privado 
de sus libertades y se ofrezca a los objetores una  alternativa genuinamente civil y no 
punitiva en consonancia con el derecho internacional.

룩셈부르크
Remettre en liberté tous les objecteurs de conscience placés en détention, expurger leur 
casier judiciaire et leur accorder une indemnisation adéquate.

아르헨티나
Disponer la libertad de todas las personas objetoras de conciencia encarcelados, eliminar los 
antecedentes penales de los objetores de conciencia y proporcionarles una indemnización 
adecuada.

† 각 국가별 최종 권고는 2023. 2. 1. 채택되는 UPR 실무위원회 보고서를 참고. 동티모르 발언은 원문 미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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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3. 제4주기 UPR 사전질의 중 군인권 관련 내용 발췌번역

벨기에

❍ 대한민국 정부는 군내 남성간 합의된 동성 성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군형법」제92조의
6을 폐기할 것입니까? 

독일

❍ 작년 「군형법」제92조의6에 근거해 합의된 동성간 관계로 유죄를 받은 사람은 몇 명입니

까? 그리고 총 유죄 수는 몇 건입니까?

영국

❍ 한국 정부는, 가혹행위와 성폭력 및 성희롱으로부터 자유로운 안전하고 평등한 직장을 보장

하는 한편, 군에 여성을 더욱 모집하기 위하여 어떤 조치를 도입하고 있습니까?

미국

❍ 우리는 대한민국이 국가복무의 대체적 형태를 만든 진척을 환영하오나 양심적 병역거부자

를 위한 [복무] 기간 및 개인의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제약에 대해서는 계속 우려됩니다. 
정부는 [대체] 복무 방안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징벌 조치가 되기 보다는 [현역] 군
복무에 대한 공정·공평한 대안이 되도록 어떻게 보장합니까?

주의. 군인권센터 사무국이 임의로 번역한 것입니다.

※ 국가명 ABC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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