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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는 전세계 150 여 개국 250 만명
회원이 인권 보호를 위해 캠페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모든 사람이 세계 인권
선언과 다른 국제 인권 기준에 명시된 모든
인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정부나 정치적 이데올로기, 경제적 이익 및
종교로부터 독립된 단체이며, 회원들의 회비와
일반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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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헌가 12 등 향토예비군설치법 제 15 조 제 8 항 위헌제청,
2008 헌가 22 등 병역법 제 88 조 제 1 항 제 1 호 위헌제청
사건
서론
1. 국제앰네스티(주소: 1 Easton Street, London WC1X 0DW, United Kingdom)는 보증유한회사로서,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을 위해 캠페인 활동을 벌이고 있는 세계적인 인권운동단체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어떠한 정부나, 정치적 이데올로기, 경제적 이해관계 또는 종교와 분리된 독립적
단체로서, 어떠한 정부 또는 정치체제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단체가 보호하고자 하는 피해자의
견해를 지지 또는 반대하지 않으며, 오로지 불편부당하게 인권을 보호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전세계 150 여 개국 등지에서 2 백 2 십만 명의 다양한 회원, 지지자 및 후원자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민주적이고 자치적인 운동으로서, 그 주요 정책은 모든 각
국가 지부의 대표로 구성된 국제대의원들에 의하여 결정된다.
2.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이십 여 년간 국제 및 국내 법원들이 국제법의 근본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참고의견서와 기타 제 3 자 제안서를 제출한 경험이 다수 있다. 예컨대, 국제앰네스티는
유럽인권재판소의 다수사건과 미주인권재판소의 소송에 참가한 적이 있고, 영국 상원과 미국 대법원
등의 국내 법원에 다수의 제안을 한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폭넓은 국제법적 쟁점을 놓고
헌법재판소를 조력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말씀 드린다.
3. 본 의견서는 한국 법 자체에 대한 논의가 아닌, 대한민국이 당사국인 국제법규의 국내법 적용
원칙을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이러한 원칙은 헌법 제 6 조 제 1 항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해당 조항으로 한국 헌법의 관련 조항이 일반적으로 한국이 당사국인 국제조약, 특히 국제인권조약의
조항과 연계되어 해석된다는 추정이 성립된다. 이러한 추정은 대한민국 법정에서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는 더욱 지속적인 관행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4. 본 의견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관련하여, 한국이 당사국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이하 자유권규약)에 따라 설립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이하 “자유권 위원회”)의
해석에 크게 의존하며 일정 부분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관한 국제·지역기구의 해석을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당해사건 심리의 배경
5. 헌법재판소가 심리하는 본 사건은 다수의 사건으로 구성된 두 개의 사건이 병합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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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헌가 12 등 향토예비군설치법 제 15 조 제 8 항 위헌제청 사건
i.

당해 사건의 청구인은 현역복무를 마치고 향토예비군에 편입되었다. 2006 년 9 월 14 일,
청구인은 동월 25 ~ 27 일까지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았다. 청구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는 혐의로 공소제기 되었다.

ii.

청구인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 15 조 제 8 항 위반으로 울산지방법원에 공소제기되어 재판계속
중에 있다. 청구인은 자신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되었으며 자신의 종교적 양심에 따라서
훈련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iii.

2007 년 4 월 18 일, 울산지방법원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 15 조 제 8 항의 위헌여부심판을
제청하였다.

iv.

2009 헌바 103 사건의 청구인도 양심 또는 종교상의 이유로 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받고도
훈련에 응하지 아니하여 향토예비군설치법 제 15 조 제 8 항 위반으로 기소되어 있는 사람이며
그의 사건은 이 사건에 병합되었다.

2008 헌가 22 등 병역법 제 88 조 제 1 항 제 1 호 위헌제청 사건
i.

당해사건의 청구인들은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방법원 등에 공소제기되었으며 각 징역 1 년 6 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사건들이
춘천지방법원에 재판계속 중이다.

ii.

제청신청인들은 병역법 제 88 조 제 1 항 제 1 조가 자신들의 양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다며 위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

iii.

2002 년 1 월 29 일, 춘천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병역법 제 88 조 제 1 항
제 1 호에 대해 위헌여부심판을 제청하였다.

iv.

이밖에 2008 헌바 103, 2009 헌바 3, 2009 헌가 7, 2009 헌가 24, 2010 헌가 16, 2010 헌가 37
사건의 위헌제청신청인 및 청구인들도 양심 내지 종교상의 이유로 심판대상 법률조항 위반한
것으로 기소되었으며 각각 위 법률조항의 위헌여부 심판을 제청했다. 위 사건들도 이 사건에
병합되었다.

6. 헌법재판소는 다음 주요 쟁점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1) 양심 내지 종교상의 이유로 향토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법률조항이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
(2) 양심 내지 종교상의 이유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법률조항이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
(3) 양심 내지 종교상의 이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하여 대체적인 복무수단을
마련하지 아니한 것이 양심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것인지 여부
7. 이 사건의 심판대상이 되는 법률의 조항은 의무적 군복무를 규정하는 법률의 두 조항이다.
구 향토예비군설치법(1999. 1. 29. 법률 제 5704 호로 개정되고, 2010. 1. 25. 법률 제 9945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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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조 (벌칙)
⑧제 6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을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아니한 자, 그 훈련 을 받을
자를 대리하여 훈련을 받은 자, 동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자, 정당한 사유없이 제 6 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주민등록법」제 10 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달리
신고하여 「 주민등록법 」 제 8 조 또는 제 2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된 자 또는 제 8 조제 1 항의 명령에 위반한 자는 1 년 이하의 징역, 200 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병역법 제 88 조 제 1 항 제 1 호(2004. 12. 31. 법률 제 7272 호로 개정된 것)
제 88 조(입영의 기피)
①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사유없이 입영 또는 소집기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불응한 때에는 3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 53 조 제 2 항의 규정에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일시의
불참한 때에는 6 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 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정당한
소집에
의하여
점검에

1. 현역입영은 3 일

의견서에서 다루고 있는 사항
8. 본 의견서에서는 국제인권법과 기준 및 한국 헌법에 명시된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기반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의 보호를 다룬다. 또한 이러한 권리 실현 제한에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개요
9.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는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 종교 혹은 기타 요소에 대한 신념이나
신앙을 가질 권리와 선교, 행사, 예배, 의식의 형태로 개인의 신념이나 신앙을 표현할 권리가 바로
그것이다.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 제 19 조와 제 20 조에 각기 명시되어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국제인권기구와 국제인권메카니즘의 판례와 마찬가지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가
자유권규약 제 18 조에 따른 보호를 적용하기에 충분한 진지성과 설득력을 지닌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신념에 반한 강제 복무는 그 자체로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또한 종교나 다른 신념이나
신앙을 이유로 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을 위한 법규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병역을 강제하는
것은 종교나 신앙을 표현할 권리에 대한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 자유권위원회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관련해 “ 살상력을 사용해야 하는 의무는 양심의 자유, 종교나 신념을 표현할 권리와
심각하게 충돌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며 두 요소를 모두 인정한 바 있다.1
개별 청원에 대한 최근 견해에서 자유권위원회는 대한민국의 관련법규를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청구인에 대한 유죄판결과 선고는 청구인들의 양심의 자유 침해이자 자신들의 종교와 신념을 표현할
능력의 제한에 해당”되며 “당사국이 이 사건에서 문제의 제한이 규약의 제 18 조 제 3 항이 규정하는
2
의미 상 필요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자유권규약 제 18 조 제 1 항을 위반했다. ” 라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자유권위원회의 견해가 청원인의 개별 상황보다 대한민국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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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사실과, 자유권위원회가 유사 사건에 대하여 기존에 표명했던 견해를
반복했다는 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이 자유권규약 제 18 조 상 권리 제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것은 특정 사건들의 독특한 환경때문이라기 보다는 대한민국의 법률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10. 자유권위원회는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가 자유권규약 제 18 조 상의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서
파생된다고 보고 있다. 옛 유엔 인권위원회(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역시 결의를 통해
4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는 종교, 도덕, 윤리, 인도주의 및 이와 유사한 동기 에서 발로된 심오한 신념을
포함한 양심의 원칙과 근거에서 파생되었음을 재차 인정하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 의해 설립된
특별 절차(Special Procedures)에서도 같은 문제를 다룬바 있다. 종교나 신념의 자유에 관한 유엔
5
6
특별보고관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권고를 제시했으며 개별 사건을 다뤄왔다.
유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은 2008 년에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의 구금을 자의적 구금의
일종으로 규정했다. 7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권은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EU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과 청년 권리에 대한 이베로-아메리칸 협정(Ibero-American Convention on Young People’s
Rights)에도 명시되어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11. 한국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과 규약의 제 1 선택의정서의
당사국이며, 한국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도 수 차례 규약 상 당사국의 의무에 대해 언급한바 있다.
따라서 자유권규약 상 당사국의 의무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 기구인 자유권위원회의 자유권규약 제
18 조 해석을 참고하는 것이 본 사건에 관련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2. 자유권위원회는 살상력을 사용해야 하는 의무는 양심의 자유와 종교와 신앙을 표현할 권리와
중대하게 충돌할 수 있으므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는 사상과 양심, 종교 자유의 일환으로 보호된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자유권위원회의 일반논평(자유권규약 조항 해석)과 여러
최종견해(자유권규약에 의거한 당사국 보고서에 관한), 견해(자유권규약 제 1 선택의정서에 따른 개별
8
청원에 대한 결정)에 명시되어 있다.
13. 자유권위원회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보호와 관련하여 논의했던 초기의 사건들에서 제기된 문제
중 하나는 강제노동에 대한 자유권규약 제 8 조 제 3 항과의 상관관계였다. 처음에 자유권위원회는
1987 년 자유권규약 제 8 조 제 3 항 c(ii)의 조문을 인용하며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사건을 채택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9 하지만 후에 자유권위원회의 입장은 국가의 보고 절차와 다른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및 대체복무제 관련 개별 사건들(그러나 이는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가 그 자체로 자유권규약에
의거해 보호받을 수 있는가라는 핵심 문제를 다루고 있지는 않았다)을 심사하면서 점차 바뀌었다.
14. 1993 년 자유권위원회는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일반 논평 제 22 호(자유권규약 제
18 조) 10 를 채택하였다. 위원회는 일반 논평에서 “점차 많은 국가들이 군복무 수행을 금하는 종교나
다른 신념을 갖고 있는 시민들에게 강제 군복무를 면제해주는 법률을 가지고 있다. ” 11 는 점에
주목했다. 자유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본 규약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에 대한 권리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위원회는
이러한 권리가 제 18 조에서 파생될 수 있으며, 살상력을 사용해야 하는 의무는 양심의 자유와
12
종교와 신앙을 표현할 권리와 심각하게 충돌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15. 자유권위원회는 일반 논평 제 22 호와 당사국의 자유권규약 이행 보고서를 심의하고 만장일치로
최종견해를 채택하는 절차를 수립한 1991 년 이래 13 다루었던 다수의 사례들 중 14 거의 대부분에서
ASA 25/003/2010

Amnesty International November 2010

South Korea: Amicus Briefing

5

15

명시적 혹은 암묵적으로 규약 제 18 조에 근거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를 다루었다. 이러한
최종견해들에는 당사국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에 대한 법규를 채택하고, 일정 수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별적이고
불충분한 법규를 해결하라는 내용의 권고가 포함되었다. 예를 들어, 칠레 사건의 경우 “ 당사국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권리를 인정하여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이 차별이나 처벌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해당인이 이미 복무를 시작한 경우를 포함하여 언제든지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신속히 채택해야 한다.”16라고 명시했다.
16. 또 한가지 예로 자유권위원회는 1998 년 아르메니아의 최초 보고서를 검토한 후,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사건에서 대체복무에 대한 법률조항 부재…”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강제적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징집과 군사법원에 의한 처벌, 가족들에 대한 보복사건을(규탄한다.) ” 라고
밝혔다.17
17. 자유권위원회는 2004년에 이르러서야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에 대한 법률 조항이 없는 국가에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여 수감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로부터 개별 청원을 받기 시작했
다. 해당 사건은 자유권위원회가 자유권규약에 의거하여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의 보호라는 정확한 문
제를 다룬 최초의 사례였다. 윤여범, 최명진 대 대한민국 사건18에 대하여 자유권위원회는 기존 판례법,
강제노동 관련 조항(자유권규약 제8조)의 관련성을 검토했다. 자유권위원회는 해당 조항이 “양심에 따
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도 배제하지도 않으며, 본 요청은 규약 제 18조에 비추어 검토되어야 하며,
그 해석은 규약 상의 다른 보장내용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문안과 목적을 고려하여 발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루어져야 한다.”19라고 결론지었다. 2006년 11월, 자유권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한 견해
를 결론지으며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는 제 18조에 의거하여 보호되며 용인되는 종교나 신념 표현 제
한에 대해 검토한 끝에 자유권규약 제 18조 제1항 위반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지역적 기준, 해석, 관례
18. 유럽의 경우,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에서 발로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보호는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2002)에 명시되어 있다. 헌장 제 10 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바꿀 자유와 선교, 행사, 예배, 의식에 있어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권은 이러한 권리의 행사를 규율하는 국가법률에 따라 인정된다.
또한 유럽평의회 각료이사회 20 와, 유럽평의회 의원총회(PACE), 21 유럽의회 22 는 모두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였으며,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에 대한 국제 기준에 따른 법률 공포를 의무 복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유럽평의회 신규 가입국의 가입기준에 포함시켰다 23 . 유럽인권재판소 판례의 대부분은
윤여범, 최명진 대 대한민국 사건에 대한 자유권위원회의 견해 발표보다 앞선 것들이다. 최근에는
바야탄(Bayatan) 대 아르메니아 사건이 아르메니아 정부의 1 심 승소 후 현재 항소심재판부(Grand
Chamber)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24
19.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에 관해 다른 지역 인권재판소 판결은 없었으며, 2005 년 미주
25
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유일하다. 미주 인권위원회 결정 역시 윤여범, 최명진 대 대한민국 사건에 대한
자유권위원회의 견해 발표에 앞선것이며 미주인권협약 26 과 동등한 조항을 해석하는데 있어 이전
판례법을 따랐다. 그러나 같은 해, 미주인권재판소는 우호적 합의(friendly settlement)를 승인하면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권이 발전하는 속성을 인식하고, 자유권위원회의 일반 논평 제 22 호 27 를
ASA 25/003/2010

Amnesty International November 2010

6

South Korea: Amicus Briefing

명시적으로 언급했다. 해당 사건에서 볼리비아 정부를 대표한 국방부는 이러한 취지의 법령이 없음에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는 복무면제 시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병역세를 징수하지 않고 병역완료
서류를 발급하기로 동의했다. 또한 무력분쟁 발생시 소집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한 장관결의를
공표하기로 결정했다. 볼리비아는 “ 국방부와 군이 검토 중인 군법 개정안 초안에 국제인권법에
부합되도록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권을 포함 ” 시키고,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포함하는 군법
승인을 의회에 권고”하기로 동의했다. “우호적 합의”의 조건이 미주인권협약에 부합되는지 승인하는
과정에서 미주인권위원회는 우호적 합의 절차의 목적은 협약 상 인정된 인권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며, 해당 국가의 합의 수용은 협약에 따른 의무를 준수한다는 선의의 표현이라고
28
재차 강조했다.
20. 청년의 권리에 대한 이베로-아메리칸 협약(2008) 제 12 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청년들은 의무 복무에 반하여 양심에 따른 병역을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
이 협약의 당사국은 볼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온두라스, 스페인, 우루과이가
있다. 29
21.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유럽평의회 17 개 회원국 중, 터키가 유일하게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 아제르바이잔은 헌법 조항이 있으나 아직 관련법규가 제정되지 않았다.
아르메니아는 2003 년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유럽평의회 회원국 중 23 개국에서는 이전에 징병제가
적용되었는데 이들 23 개 국가에서는 징병제가 폐지되거나 중단되기 이전부터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있었다.

개인의 종교나 신앙 표현의 자유 제한 — 대한민국 사건에 대한 자유권위원회의
견해
22. 자유권위원회는 재판소에 제기된 문제들을 명확하게 다루고 있는 자유권규약 선택의정서 제 5 조
제 4 항에 따라 2007 년과 2010 년 2 건의 개인통보에 대한 견해를 발표했다.30 자유권위원회의 견해는
본 의견서에 별첨 2 로 수록되어있다. 이 견해들은 본 의견서 일반 논의에 일부 언급되고 있지만,
직접적인 연관성으로 인해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내용들이다. 이는 특히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사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의 종교나 신념을 표현할 자유에 대한 제한이라는 문제에 적용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31 , 국제앰네스티는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권은 개인의 선택에 의해 종교나 신념을
갖는 혹은 수용할 자유의 한 요소로 간주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23. 자유권규약 제 18 조 제 3 항에 따라 “개인의 종교나 신념을 표현할 자유는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질서, 공중보건, 도덕, 혹은 타인의 근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 받을 수 있다.” 규약 상의 평화적 집회,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는 조항32 과는 달리 규약 제 18 조에서 “국가안보”는 개인의 종교나 신앙 표현의 권리 제한의
근거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주목해 볼만하다. 자유권위원회는 일반논평 제 22 호의 8 항에서
이점을 재차 강조했다.
24. 두 사건에 나타난 이러한 사실들은 반박의 여지가 없다. 두 사건 모두 해당 당사자들은 종교적
믿음과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여 병역법 제 88 조 제 1 항 제 1 호에 의거 기소되어 처벌을 받았다.
병역거부로 형사소추 및 처벌을 받았으므로, 자유권규약 제 18 조에 따른 권리를 침해 당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의 핵심 내용이었다.
25. 자유권위원회가 이 사건들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자유권위원회의 자체 판례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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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련 판결, 한국 정부의 상세한 제출자료를 참조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중의 사건(정의민 등)에 대한 정부 의견서에는 이전 사건(윤여범, 최명진)과 관련한
자유권위원회 견해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어있다.
26. 그 중에서 자유권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정부의 주요 논점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의 특수 상황을 고려할 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국가안보를 위해할 여지가
있으므로 제한되어야 한다.33
이러한 주장은 정의민 등의 사건에서도 한국이 처한 특수 안보 상황을 강조하면서 반복되어
34
상술되었다.
자유권위원회는 이러한 주장을 면밀히 고려한 후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매우 명확한 언어로 밝혔다.
자유권위원회는 윤여범, 최명진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개인의 종교나 신앙을 표현할 권리는 법에 의해 부과된 모든 의무를 거부할 권리임을
내포하지는 않으나, 제 18 조 제 3 항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종교적 믿음에 반하는 강압적 행동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또한 관련 국가 관행에 대하여, 의무복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규약 당사국들이 점차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고 있음을 주목하며, 본 당사국이
청구인의 제 18 조 상의 권리가 완전히 존중되었을 경우 국가에 어떤 구체적인 불이익이 있는지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한다.35
따라서 자유권위원회는 “발견한 사실들을 근거로 한국이 각 청구인에 대하여 자유권규약 제 18 조
36
제 1 항을 위반” 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27. 히포리도 솔라리-리고옌 (Hipólito Solari-Yrigoyen)위원은 자유권위원회의 결정에 찬성하면서도
다른 추론을 제공하는 별도 의견에서 다음과 같은점을 명확히 했다. 자유권규약 제 4 조 제 2 항에 의거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권이 파생된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긴급상황 선포가 정당화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있어서도 훼손될 수
37
없다.
히포리도 솔라리-리고옌(Hipólito Solari-Yrigoyen)위원의 다음과 같은 지적도 주목할 만하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이 인정되면, 국가가 희망하는 경우 해당 병역거부자에게 군신분이
아니며 군의 지휘를 받지 않는 민간 대체복무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다. 대체복무는 반드시
징벌적 성격을 띠어서는 안되며 지역사회에 실제로 봉사여야하며 인권 존중에 부합되어야
한다.38
28. 정의민 등 사건에 대하여 자유권위원회는 윤여범, 최명진 사건에서 제시한 주장을 거듭하고
발전시켜 해당 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견해에 대해 반박하고 국가가 처한 독특한 안보 상황을 강조한
한국 정부의 주장을 검토했다. 심사 결과 자유권위원회는 기존에 내린 결론을 번복할 이유가 없다는
39
결론을 내렸다. 자유권위원회는 청구인의 선고 및 처벌을 포함한 해당 사건의 유사성을 감안하여, 본
사건에서 한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청구인들의 종교나 신념의 자유를 표현할 능력을
제한했다.”라고 밝히고, 국가는 이러한 제약이 자유권규약 제 18 조 제 3 항에 의거하여 필요했음을
40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한국 정부가 자유권규약 제 18 조 제 1 항을 위반하였다고 결론 내렸다.
29. 해당 사건들에 대한 자유권위원회의 견해는 “국가안보” 가 종교와 신앙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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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온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몇몇 최종견해들과 일치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유권위원회는 핀란드 사건에서 명백하게 “평시에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권리를 인정한다는 데에 유감”을 표시하고, “당사국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권리를 완전히 인정해야
하며, 마찬가지로 전시와 평시 모두 보장해야 한다.” 41 라고 권고하고 있다. 자유권위원회는 1948 년
건국이래 계속해서 국가 비상사태에 놓여있고, 수 차례 무력충돌과 폭력 사태를 겪어온 이스라엘
사건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사유로 의무복무를 면제한 경우가 있다.”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규약 제 18 조를 인용하여42 이러한 면제 절차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면제 요청에 대해 더욱 독립적인
심사를 실시하라고 권고했다.43

결론
30. 국제앰네스티는 개인의 양심이나 종교 혹은 신념에 반한 강제 복무는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헌법에
명시된 개인의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더 나아가 종교나 신념 혹은
신앙을 이유로 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법규 없이 복무를 강제하는 일은 종교와 신앙을
표현할 권리를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판례와 유엔과 지역
인권메커니즘에 따른 국제 기준과 지침은 자유권규약 제 18 조에 명시된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기초로 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보호를 뒷받침하고 있다. 해당 조항과 자유권위원회의 판례는 종교나
신앙의 표현에 대하여 국가 안보에 대한 고려가 일반적으로 이러한 권리, 또 특히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군복무가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 해당
국가들은 자유권규약 제 18 조에 부합하기 위하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모든 민간 대체복무는 처벌적 성격이어서는 안되며 순수히 민간 통제에 따른 민간 성격의
임무여야 하며 인권 존중에 부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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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호적 합의를 위해 제청인의 시각에서 사안을 바라보는 내용도 포함된다.

29

쿠바, 과테말라,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포르투갈, 베네수엘라는 서명국이다. 안도라,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칠레, 엘살바도르도 이 협약의 대상국이다.
30
윤여범, 최명진 v 대한민국 (개인통보 1321/2004 및 1322/2004), 위원회의 견해는 2006 년 11 월 3 일 채택되었다, UN
Doc. CCPR/C/88/D/1321-1322/2004; 정의민, 오태양, 염창근, 나동혁, 유호근, 임치윤, 최진, 임태훈, 임성환, 임재성,
고동주 v 대한민국 (개인통보 1593 - 1603/2007), 위원회의 견해는 2010 년 3 월 23 일 채택, UN Doc.
CCPR/C/98/D/1593-1603/2007, 2010 년 4 월 30 일.
간략한 설명을 위하여, 본 항목에서는 윤여범, 최명진 사건을 전자로 정의민 및 그 외 사건을 후자로 언급하기로 한다.
31

9 번째 단락 참조.

32

제 19 조 3(b)항, 제 21 조 및 제 22 조 2 항 참조.

33

윤여범, 최병진, § 4.2. 또한 §§ 4.3-4.6; 6.1, 6.3, 6.5 참조.

34

정의민 및 그 외, §§ 4.5-4.7 참조.

35

윤여범, 최병진, §§ 8.3- 8.4.

36

위와 동일, § 9.

37

위와 동일.

38

위와 동일, § 8.3.

39

정의민 및 그 외, § 7.3.

40

위와 동일, § 7.4.

41

자유권위원회 최종 견해: 핀란드. 자유권위원회 보고서, UN Doc. A/60/40, Vol. I (2004-5), § 81(14).

42

자유권위원회 최종 견해: 이스라엘, UN Doc. CCPR/C/ISR/CO/3, 2010 년 7 월 29 일, § 19.

43

위와 동일. 위원회는 또한 ICCPR 제 14 조에 의거하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지속적인 구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해당국에 이러한 구금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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