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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와 대체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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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itary Service and Alternativ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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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Korea,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has been done almost(about 99%) by the 
Jehovah's Witnesses. Therefore, the term of “relig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is 
more appropriate than the ordinary term of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Korean Constitution does not prescribe a right to refuse military service, while clearly 
indicating the obligation of national defense. It is unwise to adopt uncritically the 
interpretation theories of the countries whose constitutions clearly state the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However, if necessary, in order to harmonize the freedom 
of religion and military service obligation in legislation or to protect very exceptionally the 
religious freedom in materializing the duty of national defense, a “reasonable” substitute 
for military service could be designed. Because of the seriously unpredictable situation 
of Korean national security, it is important to maintain capability for national defense and 
to keep fairness of the obligation of national defense in designing an alternative service 
system. Consequently, it is more realistic to make religious objectors serve in non-combat 
fields rather than in the privat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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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18학년도 홍익 학교 학술진흥연구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Ⅰ. 들어가며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입 의 기피 등을 처벌하는 조항으로서, 역입  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 일이나 소집일로부터 일정한 기간(2일 

내지 3일)이 지나도 입 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정당한 사유”에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상 는 종

교상 신념 등이 포함되느냐의 여부를 둘러싸고 오랫동안 날선 공방이 지속되었다. 특

히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하여 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은 채 형사처벌 규정

만을 두고 있는 것이 헌이라는 주장이 거듭 반복되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이른바 “양심 ”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인식된 병역법 제

88조 제1항의 헌 여부가 한국에서 곧 뜨거운 논쟁의 상이 되었던 것이다. 이에 

하여 헌법재 소는 2004년, 2011년에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1) 법원도 이와 동

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2) 

병역거부자 처벌조항의 헌성 문제는 양심의 개념, 양심  종교의 자유의 보호범

, 국방의무의 구체화 방안 등에 한 인식 차원(헌법해석론)의 어려움에 종교  확

신과 국방정책의 의지가 합쳐지고, 헌법재 소의 기능  한계 등이 복합 으로 묶여 

있는 난제(Solomon's choice)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병역거부가 사실상 종교  교리에 기인함에도 불구하고 헌법재 소는 이

를 양심  병역거부로 취 하고 있다. 헌법재 소는 종교  신앙에 의한 행 라도 개

인의 주 ㆍ윤리  단을 동반하는 것인 한 양심의 자유에 포함시켜 고찰할 수 있

1) 헌재 2004.8.26. 2002헌가1; 헌재 2004.10.28. 2004헌바61 등(병합); 헌재 2011.8.30. 2008헌가22 등(병

합). 2004년 결정과 2011년 결정은 이른바 양심  병역거부에 한 주요 쟁 들을 다루었으며 양 결

정 사이에 논리구성에 약간 차이가 있을 뿐 근본 인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헌법재 소는  결정

들에서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한 처벌조항에 하여 7:2로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2) 표 인 결로 법원 2004.7.15. 2004도2965( 원합의체)를 들 수 있다. 이외의 많은 결들을 통

하여 법원은 동일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최근 하 심에서 병역거부를 무죄로 선고하는 다수 

결들이 나타났다. 향후 법원의 입장에 변화가 있는가 여부에 많은 심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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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므로, 종교의 자유는 고려하지 않고 양심의 자유를 심으로 기본권 침해 여부를 

단하면 족하다고 단하 다(헌재 2011.8.30. 2008헌가22등). 그러나 양심  신념을 이

유로 한 병역거부와 종교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를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에서, 필자는 후자의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종교  신념에 따

른 병역거부자들도 자신에 한 형사처벌을 근본 으로는 종교의 자유에 한 침해, 

나아가 종교  박해로 인식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행 헌법은 국방의무를 국민의 기본의무로 명시하면서 ‘의도 으로’ 병역거부권  

체복무제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와 같이 헌법에 국방의무를 명시하면서

도 병역거부권을 규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려면 이를 헌법해석론

으로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헌법해석에 있어서, 국가안 보장에 한 우리 

헌법의 규범  구조와 국가안보상황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 지 아니하고 

외국 입법례를 주로 의존하여 해석론을 개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험할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양심  병역거부권을 헌법에 명시한 국가의 해

석론을 무조건 차용하는 것은 하지 않다.

역사 으로 침략 쟁을 일으킨 국가에서 반 (反戰) 내지 병역거부는 종교 , 도덕

, 양심 으로 지지받았다. 그러나 그러한 역사  배경을 갖지 않은 한국에서 추상

인 평화주의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규범 으로 설득력을 갖지 못한

다고 본다. 따라서 일반 으로 병역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한국 헌법규범체계와 부합

하지 않다고 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존 하여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권을 아주 제한 으로, 즉 아주 외 으로 인정하려 한다면 그 제로서 ‘합리 인’ 

체복무제의 도입이 요구됨을 알아야 한다. 헌법에서 먼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

정한 후 병역의무조항을 신설하면서 이를 신할 수 있는 체복무제를 도입하 던 

독일의 경우와 달리, 우리 헌법에서는 국방의무를 먼  규정하 기에 병역의무 부담의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는 체복무제가 설계될 수 있어야만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권

이 해석론으로나 입법론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본다.

와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련 규정

의 해석론과 이를 보완하는 입법론을 개해보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먼  병역거부의 

유형과 한국의 상황을 살펴보고(II), 병역거부의 헌법  근거로 제시되는 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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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한계를 검토한 후(III), 체복무제 도입의 가능 여부를 모색하고(IV), 그 구체 인 

설계도를 구상해보고자 한다(V). 

Ⅱ.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의 개념과 한국의 현실

1.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의 의의

통상 헌법상 문제되는 병역거부는 “양심  병역거부(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Kriegsdienstverweigerung aus Gewissensgründen)”로 불리며, 신앙ㆍ도덕ㆍ

철학ㆍ정치  신념 등에 따른 양심상의 결정으로 무기를 휴 한 병역이나 일체의 군

복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쟁에 직ㆍ간 으로 참가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 를 의미한

다.3) 

역사 으로 병역거부의 주된 동기는 종교  이유 다. 교리에 순종하기 하여 죽음

을 불사하고 병역 기타 군복무의 수행을 거부하 던 것이다. 그런데 세계 과 베트

남 쟁 등을 거치면서 종교  이유만이 아니라 평화  사상 는 윤리 , 정치  신

념 등에 기 하여 병역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생겨났다. 그러한 움직임의 배경에는 당

시의 쟁들이 정의롭지 않은 목 과 동기 가운데 발발되었다는 시  인식의 확산

이 자리 잡고 있었다. 특히 독일의 경우 세계 을 일으킨 것에 한 반성으로 “자신

의 양심에 반하여 집총병역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권리로 규정하게 되었다(독

일기본법 제4조 제3항). 이에 따라 종교의 자유뿐 아니라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가 병역거부의 근거가 되면서, 통상 ‘양심 ’ 병역거부로 불리게 되었다. 학계에서도 

이러한 입장에서 병역거부를 양심의 자유의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 컨  류지 , 

2016; 장 수, 2015; 강승식, 2013; 정연주, 2012; 오승철, 2009; 나달숙, 2008; 장복희, 

2006; 김병록, 2003 등). 

그런데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를 보통 ‘양심  병역거부’라고 번

3) 병역법 제88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입 하지 않은 것은 입 기피죄에 해당한다. 이에 의하면 

어떠한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도 병역기피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이를 병역기피(draft dodging)와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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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하여 종교의 자유,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에 근거한 병역거부를 총칭하는 

용어로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신념  

병역거부)’로 의역(意譯)하여 표 하는 것이 더 합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첫째, 우리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별도의 조항에서 각각 보장되는 별

개의 권리로 인식되므로 양심과 종교  신앙은 상호 구별된다. 따라서 병역거부의 여

러 동기 즉 양심상의 신념, 종교상의 신념을 아우르는 개념으로서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신념  병역거부)’라는 포 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논리 으로 더 합하다. 

그 다면 병역거부의 직  동기에 따라 양심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와 종교  신

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구분하여 각각의 특색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종교  사유로

만 체복무를 신청할 수 있는 만의 경우( 만 체복무조례 제5조), 종교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만이 인정된다고 볼 것이다. 이런 에서 볼 때 그 구체  동기를 구분

하지 아니하고 다양한 병역거부를 포 으로 “양심  병역거부”로 단순화하여 주로 

양심의 자유 에서 검토하는 헌법재 소의 태도가 과연 한가라는 의문이 든다. 

둘째, conscience의 번역어로서 쓰인 양심(良心)이라는 단어가 지닌 원래의 의미 이

외에 통상 인식되는 뉘앙스[양심=양(良)+심(心)=착한 마음]로 인하여, ‘양심 ’ 병역거

부라는 용어가 병역수행을 자칫 ‘비양심 (부도덕한, unscrupulous)’인 것으로 오인  

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병역거부와 련한 양심은 법  개념이기 때문에, 인식과 

용의 차원에서 그 의미에 오해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 헌법상 양심은 다의 으로 사

용되고 있는바4), 이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해서라도 우리 헌법체계에서는 

‘신념  병역거부’라는 용어가 더 하다고 본다.

셋째, 일상 인 용어가 아닌 법  용어로 사용되는 경우, 그 의미가 법체계에 따라 

달라짐을 주의하여야 한다. 컨  독일에서 양심  병역거부는 역사  맥락 가운데 

도덕 (윤리 ) 당 성을 확실히 가지며 한 헌법상 명문의 근거를 가진 매우 강력한 

권리 개념이나5), 우리의 경우 그 지 아니한다. 후술하다시피, 우리의 경우 특정 종교

의 교리에 따른 병역거부가 거의 부분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통상 이해되는 양심  

4) 기본  자유 역의 하나로서 양심의 개념에 해서는 종교  확신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는 종교  

신앙설, 도덕  의무의 자각 는 도덕 ㆍ윤리  단으로 인식하는 도덕  윤리설, 세계 ㆍ인생

과 같은 일반  신조로 이해하는 일반  신조설 등이 있다(권 성, 2010: 480). 

5) 독일에서는 헌법 자체에서 “양심에 반하여(gegen sein Gewissen)”, “양심상의 이유로(aus Gewissensgründen)” 

병역을 거부하는 것을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제12a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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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와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 양심  병역거부권

을 헌법상 인정하고 있는 국가의 해석론을 우리의 경우에 그 로 용하는 것은 바람

직하지 않다고 본다. 그런 에서 법  개념을 상이한 법체계에서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맥락상의 혼동(contextual confusion)을 조심하여야 한다. 

2. 병역거부의 유형

(1) 범위에 따른 구별

거부의 범 에 따라 ‘병역(수행 자체)거부’와 ‘집총병역거부’로 구별할 수 있다. 자의 

경우, 행 의 형태를 막론하고 군복무 자체를 거부한다. 후자의 경우, 비 투행 는 수용

하나, 투행  즉 집총병역행 (무기를 사용하는 군복무, Kriegsdienst mit der Waffe)

만을 거부한다. 따라서 자의 입장을 취하는 자는 입  자체를 거부하나, 후자의 입

장을 취하는 자는 일단 입 한 후 훈련소에서 집총을 거부한다.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입법례 에서도 집총병역거부만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6)

(2) 대상에 따른 구별

병역거부는 그 상에 따라 ‘선택 (selective) 병역거부’와 ‘보편 (일반 ) 병역거부’

로 구별된다. 자는 특정한 쟁( 컨 , 베트남 쟁), 투( 컨  민간인지구에 

한 공격)나 특정무기의 사용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연방 법원은 양자를 구

별하면서 병역거부권이 자에는 용되지 않음을 밝힌 바 있다.7)

(3) 시기에 따른 구별

병역거부의 시 에 따라 ‘입   병역거부’와 ‘복무  병역거부’로 나  수 있다. 

6) 독일기본법 제4조 제3항  제12a조 제2항이 그러한다. 그런데 이를 직  살상무기를 휴 하는 것에 

국한하지 않으며 상명하복의 군 조직과 복잡한 무기체계의 특징을 감안하여 체 으로 이해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7) Welch v. United States(1970); Gillette v. United States(1971). 한편 독일의 경우도 그러한다. 

BVerfGE 12, 45; 48,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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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징병제 국가에서는 양자가 모두 문제되나, 모병제 국가에서는 후자가 문제된다.8) 

(4) 동기에 따른 구별

행 헌법상 병역거부의 근거가 되는 신념이 형성되는 동기(계기)에 따라 제19조에 

따른 양심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양심  신념 병역거부)9)와 제20조에 따른 종

교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종교  신념 병역거부, 종교  병역거부)로 구별할 

수 있다. 에 따라서는, 병역거부가 양심상 결정에 따른 것인바, 그러한 양심상 결

정이 어떠한 종교 , 세계  는 기타 가치체계에 기 하든지 간에 모두 양심의 자유

에 포함시켜 고찰할 수 있으므로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10) 

그러나 병역거부는 그 동기에 따라서 등장배경  사회  맥락, 체복무 허용에 따

른 수혜자의 범   사회  효과 등에서 잖은 차이가 있다는 에서 양자를 

구별하는 것이 유의미하다고 본다.

종교  교리가 병역거부를 요구하는 경우, 신도에 따라서는 자신의 개인  양심(

단)과 달리, 교리에 한 순종의 차원에서 병역거부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한 병역의무에 따른 군사훈련을 받는 것으로 인하여 종교단체에서 배제(제명)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부득이하게 병역거부를 하는 경우도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11) 이러

한 경우 양심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와 종교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는 

구별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순수한 양심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는 그 속성상 개인 인 것에 비하여, 

종교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는 체 으로 집단 이고 지속 인 성격을 지닌다. 

 8) 모병제 국가인 미국에서는 이를 In-C.O.(In service Conscientious Objection)라고 한다. 복무  병

역거부자는 명 제 를 신청하게 된다. 실 으로 명 제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며, 부분은 창에 보내진다고 한다.

 9) 행 헌법이 사상의 자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19조의 양심의 자유를 넓게 해석하

여 사상의 자유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사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는 양심  병역

거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0) 헌법재 소의 입장이 그러한다. 컨  헌재 2011.8.30. 2008헌가22등(병합). 

11) 만약 병역거부가 ‘양심상 결정’에 기인한 까닭에 모두 존 되어야 한다면, 컨  여호와의 증인 내

에서 양심상 결정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신도에 하여 제명조치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

아야 할 것이다. 병역이행이 교리에 반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양심에 따른 병역이행자를 종교집단

에서 제명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충돌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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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종교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는 종교  공동체를 이루는 가족이 함께, 때

로는 를 이어서 반복하기도 한다. 

3. 한국에서 병역거부의 현실

(1) 한국 병역거부의 특징

한국에서 병역거부는 통상 병역검사의 결과 역 정을 받은 역입 상자가 정

당한 이유 없이 입 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 진다.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은 922명으로, 기피요지별로는 역입 기피 663명, 국외불법

체류 155명,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 62명, 병역 정검사기피 42명이었다(2017.2.22. 병무

청 보도자료.).

한국에서 병역거부는 거의 다수(약 99%)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 의하여 이

지고 있다.12) 그런 에서 한국에서 병역거부는 사실상 양심  신념 병역거부라기보다

는 종교  신념 병역거부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병역거부를 이해함에 있어서 

종교집단으로서 여호와의 증인이 내세우는 교리  특징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한 한국에서 병역거부는 입 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이 지고 있다는 에서 집총

거부만이 아니라 병역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주목할 은, 한국에서 병역

거부가 사회  이슈가 된 2000년  반 이 에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일단 훈련

소에 입소한 후 집총을 거부하 는데, 그 이후부터는 아  역입 을 거부하기 시작

하 다는 사실이다. 입  이후의 집총거부는 군형법의 항명죄에 해당하여 군사법원에

서 재 을 받게 되나, 입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의 입 기피에 해당하여 일반

법원에서 재 을 받게 된다. 통상 으로 자의 경우에는 2-3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으

나, 후자의 경우에는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있다. 

요컨  한국에서 병역거부는 거의 부분 ‘종교  교리’에 따라 ‘병역 자체’를 거부

하는 모습을 띠고 있다. 

12) 극히 외 인 소수가 불교신자 는 평화주의자의 입장에서 병역거부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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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특수한 상황

세계 으로 볼 때, 유엔 회원국 193개 국가 에서 군 를 보유하지 않는 21개국과 

징병제를 취하지 않는 67개국을 제외한 가운데, 헌법이나 법률로 신념에 따른 병역거

부를 인정하는 나라는 57개국, 사법 ㆍ 행 으로 이를 인정하는 나라는 12개국인데 

비하여, 징병제를 취하면서 이를 인정하지 않은 나라는 36개국이다(국제엠네스티 한국

지부 홈페이지 https://amnesty.or.kr/10835/, 검색일 2018.04.17.). 한국은 징병제국가이

면서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은 국가에 해당한다.

2000년 이후 국가별로 기록된,  세계 병역거부로 인한 수감자의 약 90%에 해당하는 

수감자에 한국에 있다(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홈페이지 https://amnesty.or.kr/10835/, 검

색일 2018.04.17.). 그 부분이 종교  교리에 기인함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다. 이러

한 통계수치로 인하여 한국이 병역거부자에 한 차별이 심한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세계 으로 병역거부로 인한 수감수가 한국에 많은 이유는 병역거부자를 처

벌하는 국가  상 으로 많은 수의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한국에 있다는 사실13)과, 

쟁 기가 상존(常存)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국민개병의 원칙과 징병제

를 채택한 한국의 특수한 상황이 복합 으로 반 된 결과라고 하겠다.

흔히 독일과 만이 한국과 유사한 안보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병역거부 내지 체복

무제를 인정한 국가로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 사정과 상황이 우리

와 다름을 알 수 있다. 독일은 처음부터 헌법에서 ‘양심  병역거부권’을 인정해 오다

가 냉 체제가 구축되는 과정에서 군 를 창설하고 유지할 필요성 때문에 병역의무를 

규정하다보니 부득이하게 그 충안으로서 체복무제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한편 

만의 경우, 1990년  반까지 60만 규모의 병력을 유지하기 해 종교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 으나, 1990년  후반 이래 국과의 계가 개선되고 국

방정책이 화  소수정 화로 바뀜에 따라 규모 감군이 불가피하게 되었는바, 

이에 따라 과인원을 사회공공서비스로 투여하고 군복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하

여 체복무제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즉, 군축상황에서 유휴병력을 사회서비스에 활

용하기 하여 체복무제를 도입하게 되었고, 그러한 경로의 하나로서 종교  사유에 

13) 여호와의 증인 홈페이지(https://www.jw.org/ko)의 자료인 2014년 사연도 보고서에 의하면, 증

인 10만 명이 넘는 국가가 24개국이다. 이에 의하면 한국의 증인 수는 100,641명이다.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국가 에 상 으로 한국에 여호와 증인 신도가 많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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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병역거부자를 체복무역으로 징집하게 되었다. 

요컨 , 일 이 쟁을 경험하 고 아직도 정 (停戰)상태이면서 쟁발생의 이 

상존한 안보상황에 처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서 한국도 다른 

징병제 국가처럼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권리로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한국의 외

인 특수한 상황에 따라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4. 소결론

한국에서 병역거부가 사실상 종교  교리에 기인함에도 불구하고 헌법재 소는 이

를 양심  병역거부로 취 하고 있다. 헌법재 소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종교  

신앙에 따라 역복무라는 병역의무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처벌조항에 의하여 이들의 

종교의 자유도 함께 제한된다고 본다. 그러나 종교  신앙에 의한 행 라도 개인의 주

ㆍ윤리  단을 동반하는 것인 한 양심의 자유에 포함시켜 고찰할 수 있으므로, 

종교의 자유는 고려하지 않고 양심의 자유를 심으로 기본권 침해 여부를 단하면 

족하다고 단하 다.14) 

그러나 양심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와 종교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에서, 필자는 후자의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종교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도 자신에 한 형사처벌을 종교의 자유에 한 침

해, 나아가 종교  박해로 인식하고 있다. 

요컨 , 한국에서 병역거부가 사실상 특정 종교집단 신도들의 유물이 되고 있으므

로 이를 양심의 자유 측면보다는 종교의 자유 측면에서 검토하는 것이 사실에 더 부

합하다고 본다.

14) 헌법재 소의 단에 따르면, 양심상 결정이 어떠한 종교 ㆍ세계  는 그 밖의 가치체계에 기

하고 있는지와 계없이, 모든 내용의 양심상 결정은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어야 한다. 그

래서 자신의 종교 ㆍ가치 ㆍ세계  등에 따라 쟁과 그에 따른 인간의 살상에 반 하는 진지한 

양심이 형성되었다면,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결정은 양심에 반하여 행동할 수 없다는 강력

하고 진지한 윤리  결정이며, 역복무라는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은 개인의 윤리  정

체성에 한 한 기상황에 해당한다. 헌재 2011.8.30. 2008헌가22등(병합), 례집23권 2집, 

189-1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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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종교의 자유와 그 한계

1. 종교의 자유

종교의 자유는 자신이 선호하는 종교를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신 하는 자유를 

말한다. 종교의 자유의 내용에는 가장 핵심을 이루는 신앙의 자유를 비롯하여 종교  

행사의 자유, 종교  집회ㆍ결사의 자유, 선교의 자유 등의 극 인 자유만이 아니라 

무신앙의 자유, 종교  행사ㆍ종교  집회  결사ㆍ선교활동 등을 강제 받지 아니할 

소극  자유까지 포함된다(권 성, 2010: 490).

종교의 자유  신앙실행의 자유는 종교  교리를 행 의 지침으로 삼고 종교  확

신에 따라 행동할 자유를 말한다(한수웅, 2015: 727). 병역수행에 따른 피해의식이나 

두려움 등의 이유로 하는 병역기피와는 달리, 종교  교리에 따른 병역거부는 ‘부작

에 의한 신앙실행의 자유’에 해당한다.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은 종교  

동기에 기인하는 행동이 그 지 아니한 행동에 비하여 차별화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

다고 보기 때문이다.15) 여기서 종교  교리에 의한 병역거부가 일반  병역기피와 달

리, 형사처벌의 상이 되지 아니할 뿐더러 오히려 보호의 상이 될 수 있느냐가 문

제된다. 

2. 종교의 자유의 한계

신앙의 자유와는 달리, 신앙실행의 자유는 공익이나 제3자의 법익 보호를 하여 제

한될 수 있다. 신앙실행의 자유로서 병역거부가 허용되느냐 여부는 신앙실행의 한계에 

한 문제이다. 이는 종교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헌인가의 

여부를 묻는 문제로 나타난다. 

종교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병역법 제88조 제1항, 이하 “처벌

조항”)의 헌 여부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 지원칙에 따라 심사하게 된다. 헌법

15) 종교의 자유는 근본 으로 인간을 종교  존재로 보는 을 제로 한다. 특정한 행 가 일반  

행동의 자유에 속하지 않고 종교에 따른 생활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것을 주장하기 해서는 행

자 자신의 종교  계율이나 의무가 포함된 교리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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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소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원칙에 따라 즉 목 정당성ㆍ수단 합성ㆍ피해최

소성ㆍ법익균형성의 측면에서 처벌조항의 헌성을 심사하면서,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헌재 

2011.8.30. 2008헌가22 등). 이와 같은 헌법재 소의 법정의견은 매우 타당하다고 본다. 

이러한 헌법재 소의 단에 입각하여 처벌조항이 과연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

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처벌조항은,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의 이행을 철하고 강제함으로써 징병제를 

근간으로 하는 병역제도 하에서 병역자원의 확보와 병역부담의 형평을 기하고 궁극

으로 국가의 안 보장이라는 헌법  법익을 실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 이 정

당하고, 입 을 기피하는 역 입 상자에 하여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역복무의무

의 이행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이 같은 입법목 을 달성하기 한 한 수단이다. 

처벌조항이 최소침해의 원칙에 배되는가의 여부는 체복무제의 도입이 가능한가

와 직  련된다. 병역의무와 련하여 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인지의 문제는 결국 

‘ 체복무제를 허용하더라도 국가안보라는 한 공익의 달성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지 여부’에 한 단의 문제로 귀결된다. 남북이 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유한 

안보상황, 체복무제 도입시 발생할 병력자원의 손실 문제, 병역거부가 진정한 양심

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한 심사의 곤란성, 사회  여론이 비 인 상태에서 체복

무제를 도입하는 경우 사회 통합을 해하여 국가 체의 역량에 심각한 손상을 가할 

우려가 있는 , 종  헌법재 소의 결정에서 제시한 선행조건들이 아직도 충족되지 

않고 있는  등을 고려할 때, 체복무제를 허용하더라도 국가안보와 병역의무의 형

평성이라는 한 공익의 달성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단을 쉽사리 내릴 수 없으

므로, 종교 ㆍ양심  병역거부자에 하여 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은 채 형사처벌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처벌조항이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법익균형성과 련해서는, 종교의 자유와 병역의무 간에 가치의 균형을 따지게 된

다. 이와 련하여 주의할 은 병역거부의 근거가 되는 교리 자체의 참됨이나 정통성

에 하여 국가기 이 단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이 역에 하여 국가가 립을 

지키는 것이 종교의 자유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러한 교리에 따른 병역거부행

가 헌법체계에서 수용될 수 있는가 여부는 따질 수 있다. 종교 자체는 세의 질서

와 가치를 월하는 역을 상으로 하지만, 법의 역에 들어오는 종교  상과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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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행 는 국가  질서와 가치와 연결되어 단되지 않을 수 없다.16) 이를 해서는 

교리에 따른, 즉 병역거부행 가 수반하는 결과를 공리주의 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

다. 구약 도서의 핵심  표 인 ‘해 아래서’ 살아가는 인간세상에서,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법  단은 궁극 으로 공리주의  단에 기 하기 때문이다. 

이를 해 병역거부에 하여 여호와의 증인들이 주장하는 핵심 교리를 간단히 살

펴볼 필요가 있다(http://www.hdjongkyo.co.kr/news/view.html?category=1004&no=15485 

&section=22, 검색일 2018.01.11). 병역거부에 한 주요 교리로 그들의 왕국론과 아마

겟돈 쟁론을 들 수 있다. 그들의 교리서에 해당하는 성서는 실제로 무엇을 가르치

는가(2016: 76-85)에 의하면, 1914년 수님이 하늘 정부의 왕으로 즉 하여 통치하심

으로 하나님의 하늘 왕국이 시작되었고, 사단이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남으로써 재의 

악한 세상 제도의 “마지막 날”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한다. 이 하늘 왕국은 때가 되면 

아마겟돈 쟁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정부를 제거하고, 여호와 증인의 하늘 정부가 이 

지상을 다스림으로써 이 땅이 지상낙원이 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르면, 사단의 정부

가 다스리는 세상 나라의 군 에 입 해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것은 국의 군 에 

군인으로 활동하는 셈이 된다. 아마겟돈 쟁이 언제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세상 

정부의 군 에 소속하는 것은, 그들의 신앙으로 볼 때, 도 히 용납될 수 없는 것이기

에 병역거부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양심  병역거부라는 말을 하면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려

고 하지만, 사실상 이는 그들의 왕국론과 아마겟돈 쟁론에서 비롯한 것이다. 즉 그

들의 병역거부는 일반  평화주의에 근거한 양심  결정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신 하

는 교리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17) 한민국을 포함한 이 세상의 정부가 사단

의 정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일 이 국가에 한 경례나 애국가 제창을 거부

하 던 것이다.18)

16) 만약 종교  교리가 국법질서와 충돌하게 될 경우, 국법질서를 반 (수용)하여 교리의 용형태를 

달리하든지, 아니면 교리에 충성을 다짐하면서 국법질서를 바꾸려고 시도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이

를 거부ㆍ 항하든지 더 나아가 국가공동체를 떠나가든지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종교와 국가 

간의 긴장 계는 역사 으로 언제나 존재하여왔다. 

17) 이러한 에서 “종교  신앙에 의한 행 라도 개인의 주 ㆍ윤리  단을 동반하는 것인 한 양

심의 자유에 포함시켜 고찰할 수 있으므로, 종교의 자유는 고려하지 않고 양심의 자유를 심으로 

기본권 침해 여부를 단하면 족하다”고 한 헌법재 소의 단이 과연 한지 의문스럽다. 

18) 여호와의 증인들은 하늘 왕국의 백성이므로 세상의 정치문제에 엄격하게 립을 지킨다고 주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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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교리에 따라 여호와의 증인들은 입 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병역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이는 헌법이 정당하다고 규정한 “국가의 안 보장과 국토방 의 신성

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는 국군의 존재를 으로 부정하는 까닭에 병역의

무의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더구나 한민국은 침략  쟁을 부인하고 국가의 

안 보장과 국토방 를 국군의 헌법  사명(과제)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병역거부

권을 헌법이나 법률에서 명시하거나 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는 한, 종교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행 법체계상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다. 

침략 쟁 아닌 정당한 쟁(국가안 보장과 국토방 를 한 쟁)조차도 부인하고 

군 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까닭에 집총뿐 아니라 군복무 자체를 거부하는 종교  

교리를 우리 헌법이 당연히 보호해주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자기의 종교  신념

을 보호해  것을 국가에게 요구하면서도 정작 국가의 안보에 가장 요한 병력형성

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주장이 과연 타당한가에 하여는 근본 인 의심이 든다. 과

연 이러한 주장이 ‘보편화가능성’이 있다고 볼 것인가? 이러한 주장이 소수에 그칠 경

우에는 국가안보에 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 만

약 이러한 주장이 다수의 의견이 되는 경우에도 과연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을 것인

가? 동일한 종교  교리가 소수의 것이라면 보호될 수 있으나 다수의 것이라면 부인

되어야 한다면, 그러한 종교  교리가 과연 헌법 으로 보호될 가치가 있다고 볼 것인

가?

따라서 종교  신념에 따라 일체의 군복무에 하여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행 법

체계상 정당화될 수 없는, 그런 에서 신앙실행의 자유의 보호 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행 라고 본다. 그 다면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형벌부과에 한 헌법

상의 원칙에 반하지 않은 한, 헌이라고 볼 수 없다.19)

다. 그래서 세상에서 벌어지는 분쟁에 가담하지 않음은 물론, 정당가입이나 투표조차도 거부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정치문제에 하여 엄격하게 립을 지키는 표  근거로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인 아니라(요 18:36)”를 들고 있다(성경은 실제로 무엇을 가르치는가, 2016: 
149-150). 이처럼 여호와의 증인들은 자신들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특정 국가

에 한 충성을 국가주의라고 거부한다. 

19) 종교  신앙을 이유로 환자인 가족에게 수 을 하지 못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이는 종

교의 자유로 보호되지 못하고 이에 따른 형사  책임을 져야한다고 단한 법원의 결( 법원 

1980.9.24. 79도1378)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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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론

종교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이른바 양심상 결정에 따른 병역거부로 악한다고 

하더라도 와 동일한 결론에 이른다고 본다. 여기서 건은 법익균형성에 한 단

으로서 병역의무와 양심의 자유 간 가치의 충돌을 어떻게 악하느냐이다. 병역의무와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  가치가 충돌되는 경우에 이를 해결하기 해서는 ‘추상 인 

가치형량’ 아닌 ‘구체 인 비교형량’이 필요하다. 따라서 병역거부 문제가 제기되고 있

는 한국의 안보상황과 병역거부자의 개인 인 양심을 비교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날 

한국의 엄 한 안보 실을 고려할 때, 그 내용이 어떠하든 간에 이른바 ‘내면의 진지

한 마음의 소리’라는 이유로 모든 양심상 결정이 과연 병역거부를 정당화할 정도로 당

연히 보호되어야 할 것인가? 만약 모든 양심상 결정을 동일하게 보호하여야 한다면, 

일 이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나름 로의 사상이나 사이비종교의 교리를 양심상 결정

의 근거로 내세울 경우, 과연 이를 막아낼 법  근거가 있을 것인가?

생각건 , 투 역이든 비 투 역이든 계없이 입  자체를 거부하면서 일체의 

병역 수행을 거부하는 결정이, 양심실 의 자유로서,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부담하여

야 할 병역의무의 가치보다 더 보호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20)

Ⅳ. 대체복무제 도입의 가능 여부

1.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에 관한 현행 헌법의 입장

행 헌법은 병역거부권은 물론 체복무에 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반면에 신

20) “양심  병역거부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형사처벌을 받는 불이익을 

입게 되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국가의 존립과 모든 자유의 제조건인 ‘국가안보’  

‘병역의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단히 요한 공익이고,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함으로써 양심을 실

하고자 하는 경우는 구에게나 부과되는 병역의무에 한 외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병역의무의 

공평한 부담의 에서 볼 때 타인과 사회공동체 반에 미치는 효과가 단히 큰  등을 고려

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법익균형성을 상실하 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헌재 2011.8.30. 2008헌가22(병합), 례집 23권 2집, 1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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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 양심 는 종교를 이유로 한 병역거부를 헌법  가치로 인정하는 국가는 병역거부

권  체복무제를 헌법에 명시하기도 한다. 그 표 인 국가로 독일을 들 수 있다

(자세히는 이재승, 2007: 43-66). 

독일에서 체복무제가 헌법에 도입하게 된 배경에는 독일 특유의 상황이 있었다. 

나치독일의 패망 후에 수립된 독일연방공화국은 승국의 향 가운데 당연히 헌법에 

평화주의를 선언하고 침략 쟁을 부인하고, 개인에게 양심  병역거부권을 인정하 다. 

그러나 냉 체제가 구축되는 과정에서 독일은 재무장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소련과 

동부유럽의 군사  으로부터 방 제 역할을 맡게 되면서 군 를 창설, 유지할 필

요성이 생긴 것이다. 이 과정에서 양심  병역거부권 이외에 병역의무를 새로이 규정

할 필요가 생겨났다. 

그래서 제7차 개헌을 통하여 징병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양심  병역거부자에

게 체복무를 부과할 것을 규정하 다. 이처럼 독일에서 체복무제는 양심  병역거

부권과 병역의무를 조정하는 충안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행 한민국 헌법이 병역거부권  체복무제를 헌법에서 규정한 외국 입법례를 

알면서도 이러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입법상의 간과(看過) 내지 미비가 아니라 의

도 인 선택이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우리와 같이 헌법에 국방의무를 명시하면서도 

병역거부권을 규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려면 이를 헌법해석론으로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헌법해석에 있어서, 국가안 보장에 한 우리 헌법의 

규범  구조와 국가안보상황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 지 아니하고 외국 

입법례를 주로 의존하여 해석론을 개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험할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양심  병역거부권을 헌법에 명시한 국가(러시아헌

법 제59조 제1항, 네덜란드헌법 제99조, 독일기본법 제12a조 제2항, 스 스헌법 제59조 

제1항, 포르투갈헌법 제276조 제4항 등)의 해석론을 무조건 차용하는 것은 하지 

않다.

병역거부권  체복무제를 해석론으로 이끌어낼 수 없는 경우, 입법론으로 헌법에 

병역거부권의 신설을 추진하거나 헌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병역법에서 체복무제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종교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의 허용  체복무제 

도입 여부와 련하여, 먼  행 헌법이 국가안 보장에 하여 어떤 규범구조를 취

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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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안전보장과 관련한 헌법 규정

(1) 헌법상 중대한 법익으로서 국가안전보장

국가안 보장은 국가의 존립과 토의 보존, 국민의 생명ㆍ안 의 수호를 한 불가

결의 제조건이자 모든 국민이 자유를 행사하기 한 기본 인 제조건이다. 이는 

헌법이 명문으로 규정하는가와 계없이 존 되어야 하는 헌법상 한 법익이라 할 

것이다. 국가안 보장과 국민의 자유  권리 간에 가치의 우열을 추상 으로 따지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국가안 보장이 모든 자유  권리를 향유하기 한 제조건

임은 분명하다. 병역거부의 근거가 되는 양심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조차도 국가안 이 

확보되어야만 비로소 릴 수 있다. 

그러므로 국가안 보장과 자유  권리가 상충되는 것으로 단될 때에는 자를 

우선할 수 밖에 없다. 국가안 보장과 국민의 자유ㆍ권리가 충돌하는 경우, 법익형량

에 따라 상 으로 용이하게 가치의 우열을 정하거나, 아니면 규범조화  해석에 따

라 양자를 존 하는 균형 을 찾되 그 지 않을 경우 비례 으로 제한하는 방식을 취

하게 된다. 여하튼 최종 으로는 양자 에 우선할 것이 무엇인가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바, 모든 자유ㆍ권리를 보장하는 제조건으로서 국가안 보장을 우선할 수 

밖에 없음은 분명하다. 

한편, 이와 같은 당연한 명제 외에도, 주권을 상실하 을 뿐 아니라 국가의 존립이 

태롭게 된 쟁까지 경험한 한국의 사를 돌아볼 때, 국가안 보장과 토수호가 

헌법  가치로 고양(高陽)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하겠다.21) 

(2)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군사제도와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

한국 헌법은 국가안 보장을 헌법상 한 법익으로 간주하여 다각 으로 강조하

고 있다. 헌법 제5조 제2항은 국가의 안 보장과 국토방 가 국군의 “신성한” 의무임

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무의 수행이 국군의 헌법  “사명”임을 밝히고 있다. 그

리고 국군은 침략  쟁을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제5조 제1항).22) 이처럼 국군은 국

21) 한국은 1948년헌법 이래 국토방 를 국군의 신성한 의무로, 한 국토방 (국방)의무를 국민의 기

본의무로 부과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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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책실  수단으로서의 쟁이나 침략  쟁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국가의 안

보장과 국토방 에만 념하는 신성한 의무를 지닌다. 따라서 ‘평화사랑’ 등 반 (反

戰)의 명분을 제공할 수 있는 쟁의 수행은 헌법규범체계상 용납되지 아니한다.

헌법은 국가안 보장과 국토방 를 실 할 수 있는 실제 인 수단으로 국군이라는 

군조직을 제도화하며, 국군의 통수권을 국가원수로서 국가의 독립ㆍ 토의 보 ㆍ국가

의 계속성과 헌법수호의 책무를 담당하고 있는 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제66조 제1

항  제2항, 제74조 제1항). 그리고 국가의 안 보장이라는 한 헌법  법익을 보

호하기 하여 헌법 제76조 제1항은 통령에게 국가긴 권을, 제77조 제1항은 계엄선

포권을 부여하고 있다. 국가안 보장에 련되는 외정책ㆍ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

립에 하여 통령의 자문기 으로서 국가안 보장회의를 필수 으로 두고 있다(제91

조). 

한 헌법은 국가안 보장을 하여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 보장을 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 인 내용은 

침해될 수 없다. 

더 나아가 헌법은 국군의 조직ㆍ유지에 필요한 인  자원을 확보하기 해 제39조

에서 국방의 의무를 국민의 기본의무(Grundpflichte)로 명시하고 있다.23) 국방의무라는 

기본의무의 부과는 기본권의 제한 이상으로 강력한 국가안 보장의 수단이 된다.

오늘날 쟁은 총력  형태로 치러지기 때문에 국방의무는 국방을 한 직 ㆍ간

의 병력형성(제공)의무를 내용으로 한다. 국방을 한 직 인 병력형성의무는 병역

법에 따른 징집에 응할 의무를 말하며, 간 인 병력형성의무에는 비군복무의무, 

방공ㆍ응  방재ㆍ구조ㆍ복구  노력지원 등이 포함된다.24) 

22) 헌법에서 침략  쟁의 부인을 명시하는 입법례가 세계 으로 소수이다. 일 이 쟁을 일으켰던 

독일, 일본, 이탈리아가 그러한 입법례의 표 인 국가이다. 그런 에서 한국이 1948년헌법 이래 

곧 침략  쟁의 부인을 헌법상 명문으로 유지해 온 것은 매우 이례 이라 하겠다. 

23) 기본권과 함께 기본의무가 헌법에 명시된 것은 서구 헌법의 역사에서 볼 때 그 유례가 

거의 없다. 우리 헌법은 독일 바이마르헌법을 모델로 삼아 1948년헌법 이래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기본권과 기본의무를 함께 규정함으로써 양자간에 체계  연 계가 있

음을 명시하 다. 기본의무는 공동의 정치  생존을 유지하기 하여 개인에게 국가에 한 

부이행의무ㆍ수인의무ㆍ부작 의무 등을 부과함으로써 개인의 희생과 부담 등을 요구한다

(계희열, 2004: 804; 한수웅, 2015: 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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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직 인 병력형성의무, 특

히 역입 의무가 가장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입  여부에 해 결심

해야 하는 양심의 자유뿐 아니라, 입  후 군복무 에 여러 기본권(특히 거주ㆍ이

의 자유, 의견표명ㆍ 의 자유, 집회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일반  행동자유권 등)

의 제한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복무에 따른 여러 개별 기본권의 제한을 정당

화하기 해, 헌법은 국가안 보장을 하여 권리와 자유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는 제37조 제2항 외에, 제39조 제1항(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을 별도로 두고 있다.25) 

이처럼 국민의 기본  의무로 규정된 국방의무는 병력형성(제공)에 따른 기본권 제

한 목 의 정당성과 수단의 필요성( 합성)을 더욱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민주국가

의 헌법에 있어서 국방의무를 구체 으로 명시하는 것은 자의 이고 일방 인 징집으

로부터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함으로 국가권력을 억제하고 제한한다는 소극  의

미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로서 국민이 스스로 국가의 존립과 안 을 하여 

병력을 유지한다는 극  의미를 아울러 가지고 있음(권 성, 2010: 715-716)을 염두

에 두어야 할 것이다. 즉 국민이 기본권의 주체인 동시에 기본의무의 주체임을 확인시

키면서 국민에게 기본권의 향유 못지않게 국가존립의 책임을 강조하기 함이다. 

3. 국방의무와 대체복무제

(1) 국방의무 구체화의 구조와 원리

국방의무는 통상 사인간의 계에서 인정되는 권리와 자유의 제한 차원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에 한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새로운 의무이다. 주권자로서 

부담하는 헌법상 기본의무의 부담은 통상 기본권의 제한에 따른 부담과는 차원이 다

르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국가안 보장을 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24) 한편 헌법상 침략  쟁은 부인되기 때문에 국방의무에 침략 쟁을 한 병력형성의무는 포함되

지 아니한다. 

25) 이처럼 헌법은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 보장’을 하여 일반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외에,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특히 병역의무 계에 

있는 군인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는 법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한수웅, 2015; 35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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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을 제한하는 것 외에, 기본의무로서 국방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모든 국민이 국방

을 하여 일정한 수 의 부담을 균등하게 감당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민에게 

부여된 헌법상 의무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성별, 종교, 나이, 개인의 주  신념이

나 가치 단에 무 하게 이행되어야 한다(정종섭, 2015: 558). 한 국민은 자신의 기본

권을 주장하여 기본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정종섭, 2015: 893; 한수웅, 2015: 1077). 

그런 까닭에 양심의 자유나 종교의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하겠다. 

기본의무의 구체화는 의무의 ‘원칙  부담’과 극히 ‘ 외 인 감면’의 구조를 취한다. 

이러한 구조는 통상 기본권의 ‘원칙  보장’과 ‘ 외  제한’이라는 기본권의 구체화와 

다름을 주의하여야 한다. 기본의무의 구체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기본권의 제한이 나

타나기 때문에 기본의무를 구체화하는 법률의 헌성을 심사함에 있어서 기본권제한

의 법리에 따라 검토하는 것이 편할 수도 있고 한 효과 일 수도 있다. 기본권 제한

의 경우, 통상 개별 기본권의 제한의 정도를 따져 ‘합헌 인 제한’인가 아니면 ‘ 헌

인 침해’인가를 단하게 된다. 그러나 기본의무 구체화의 경우에는 기본권 제한의 정

도만이 아니라 의무주체간의 형평성을 요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여기서 요한 것은 

부담의 ‘내용’과 ‘수 ’ 그리고 ‘형평성’이라고 본다.

이와 련한 헌법원리로 인간의 존엄  가치의 존 (제10조), 평등원칙(제11조), 법

치주의(제37조 제2항)을 들 수 있다. 첫째, 인간의 존엄  가치의 존 은 의무부과의 

‘내용’과 ‘수 ’에 한 입법의 지침이 된다. 의무부과에 따른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자

유와 권리의 본질  내용이 침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둘째, 평등원칙은 부담의 ‘형평성’

을 요구하는바, 국방의무 에 기본권제한의 정도가 가장 심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면

제하거나 이를 체하는 복무를 수행하게 하기 해서는 강력한 정당화 사유가 존재

하여야 한다. 셋째, 기본의무가 실화되기 해서는 입법자의 구체 인 형성을 필요

로 하기 때문에 입법자는 법률유보와 과잉 지원칙의 구속을 받게 된다. 그러한 에

서 기본의무의 구체화는 법치주의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요컨 , 입법자는 헌법 제39조 제1항에 규정된 국방의무를 구체화하는 입법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에 언 한 헌법원리에 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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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방의무 구체화와 입법재량

헌법 제39조의 국방의무는 추상 인 의무로서 여러 법률(병역법, 군형법, 향토 비

군설치법 등)에 의하여 구체화된다. 변하는 안보상황에 탄력 있게 응하기 해서

는 국가안 보장에 합목 인 수단을 최 화하여 국방능력을 최고도로 갖춰야 하기 

때문에, 입법자는 국방의무를 구체화함에 있어서 범 한 입법형성권을 가진다. 국방

에 필요한 각 군의 범  결정과 한 복무기간의 산정 등을 비롯한 병력의 구체  

설계, 총량의 결정  그 배분, 안보상황의 측  이에 한 시의 한 응, 재정

능력의 확보  부담의 분배 등은 매우 문 이고 정치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의 

범 한 입법형성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

기 하여 역입 을 거부하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는 체복무를 인정

할 것인지 여부, 체복무제도를 설계함에 있어서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구상할 것인

지도 국회의 입법재량에 속한다고 볼 것이다. 

이와 련하여 헌법재 소의 기능  한계를 지 하지 않을 수 없다. 병역거부행 의 

체재로 여겨지는 체복무제의 도입에 따른 득실을 공리 으로 따져보는 것이나, 병

역의무 이행과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는 체복무제로 어떠한 형태가 가능한지를 

단하는 것이 헌법재 소에 합한 일이 아니라는 이다. 더군다나 체복무제의 설계 

작업은 국민  합의를 이끌어내 가는 과정을 수반하게 된다. 이러한 작업은 헌법재

소에게 하지 않다(장 수, 2015:161-195). 따라서 헌법재 소는 처벌조항의 헌성

을 심사함에 있어서 입법자의 입법재량이 그 한계를 수하 는가를 따져서 검토하는 

것이 더 실제 이라고 본다.

4. 소결론

행 헌법은 ‘의도 으로’ 병역거부권  체복무제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역사

으로 침략 쟁을 일으킨 국가에서 반 (反戰) 내지 병역거부는 종교 , 도덕 , 양심

으로 지지받았다. 그러나 그러한 역사  배경을 갖지 않은 한국에서 추상 인 평화주

의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규범 으로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고 본다. 

따라서 일반 으로 병역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한국 헌법규범체계와 부합하지 않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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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것이다.26) 

국방의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입법자가 갖는 입법재량을 생각할 때,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한 처벌조항은 의무부과 목 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부과 내용이 기본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 입법자가 유의해야 하는 여타의 헌법  가치를 충분히 존 한 

것으로서 합리 이고 타당하며, 부과의 공평성 한 인정할 수 있다고 단된다. 따라

서 양심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역입 을 거부하는 자에 하여 역입 을 체

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을 헌이라고 단할 수 없다. 

그럼에도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존 하여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아주 

제한 으로, 즉 아주 외 으로 인정하려 한다면 그 제로서 ‘합리 인’ 체복무제

의 도입이 요구됨을 알아야 한다. 병역거부권을 인정한 후에 병역의무를 신할 수 있

는 체복무제의 도입을 고려하는 것이 논리 인 순서로 보이지만, 우리 헌법체계에서

는 병역의무를 이미 규정하고 있기에 병역의무 부담의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는 체

복무제가 설계되어야만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권이 허용될 수 있다고 본다.27) 

Ⅴ. 대체복무제의 설계

1. 대체복무제의 개념

먼  체복무제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일반 으로 체복무제는 군복무 

상자가 사회시설, 공공기 , 기업, 연구소, 학 등 국가가 지정한 기   시설에서 

26) 아주 외 으로, 군복무  참여하려는 쟁이 헌법에 반하는 침략  쟁이라는 단이 들어 병

역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 제5조 제1항에 근거하여 헌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국가의 침략

 쟁 수행에 하여 다툴 수 있는 방법 의 하나가 병역거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군을 해외 병할 경우에 이러한 논란을 피하기 해서는 지원자들로 구성된 부 를 병하여야 

할 것이다.

27) 역사 으로 양심  병역거부권을 헌법에서 먼  인정하 던 독일에서는 나 에 병역의무조항이 

신설되자 양자의 타 으로서 체복무제가 도입ㆍ설계되었다. 이에 반하여, 우리 헌법에서는 병역

의무가 먼  인정되었기에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기 해서는 양자의 조화를 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즉 ‘피해의 최소성’에 입각하여 형사처벌 신 체복무제의 도입이 허용될 수 있는

가를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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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기간 해당 업무를 종사하면 군복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 이해되고 

있다. 

행 병역법상 병역의무자는 징병검사 는 신체검사의 결과, 병력수 사정 등 국방

여건, 특별한 자격요건의 구비에 따라 차별화되어 역, 보충역, 제2국민역 는 면제의 

정을 받게 된다. 그래서 역 복무 외에 공익근무요원, 공 보건의사, 징병 담의사, 

국제 력의사, 공익법무 , 공익방역수의사, 산업기능요원, 문연구요원, 승선근무 비

역으로서 병역을 복무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복무가 일종의 병역 체복무에 해

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의 체복무는 이미 1970년 부터 활용되고 있었다.

그런데 의 다양한 체복무형태는 병역의무자의 신체  조건, 병력수 사정  병

력자원의 효율  배치 등을 고려한 국방력유지의 정책  단에 따른 것이지, 병역의

무자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존 하기 한 것이 아니다. 그러한 에서 행 병역법

상의 병역 체복무를 신념에 따른 병역 체복무와 동일시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왜냐

하면 그 취지, 요건, 단 차, 효과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신청에 의하여 군복무를 

신하게 하는 체복무를 허용할 것인가 여부이다. 즉 신념  병역거부자를 한 

체복무제를 도입할 수 있는가 여부가 문제된다.

2. 대체복무제 도입에 따른 위험

(1) 국방력 약화의 위험성 

체복무제의 도입이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보

장하기 한 취지라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모든 병역거부자에게 체복무의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체복무자의 폭증으로 병력유지가 제 로 되지 않는다

면, 이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매년 병역가용 자원이 약 30만 명인데 비하여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600명 정

도이므로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망이 과연 실 인가에 하여 의

문이 든다. 역복무가 아닌 군 복무 형태가 연간 징집 인원의 10%가 넘는 상황에서 

연간 징집 인원의 0.2% 정도인 신념  병역거부자들이 역에 종사하지 않는 것이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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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력의 하를 래하여 국가안 보장이라는 헌법  가치를 태롭게 한다고 볼 근거

가 없다는 주장은 단히 비 실 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역복무 여부를 으로 

(양심 , 종교  신념에 따른) 개인의 결정에 따라 선택하게 할 경우, 편하고 쉬운 쪽

을 선택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속성이기 때문이다. 역복무 아닌 체

복무를 지원하는 자의 수가 증하게 될 것으로 상된다. 

참고로, 독일에서 체복무제 도입 기인 1967년에 양심  병역거부자 신청자가 약 

6,000명이었으나, 10년 후에는 그 수가 약 70,000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하 음을 알아

야 한다(W. Berg, 1982: 590). 이와 같은 사실을 참조할 때, 어설  체복무제의 도입

은 군복무의 형평성을 무 뜨림으로써 역복무의 의지를 약화시키고, 국방인력수 의 

불균형을 야기함으로써 국방력의 유지에 심각한 타격을  수 있다고 본다. 

(2)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종교  신념 는 양심  결정에 따른 병역거부가 인정될 경우, 자칫 병역기피의 수

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역복무의 여건이 획기 으로 향상되지 않은 한, 

역복무의 상자로서는 이를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  

선택’이라고 단할 것이다. 

2014.11.20. 병무청의 ｢입   집총거부자 국민여론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체복무 허용에 반 의견(58.3%)로 찬성의견(38.7%)보다 더 많으며, 그 반 이유로는 

병역의무 외 불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 가능성 때문이라는 의견이 63.5%로 

압도 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병역기피의 풍조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체복무

제의 도입은 생각지도 못한 방법과 수단에 의하여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

성이 매우 크다는 을 보여 다. 

(3) 특정 종교에 대한 사실상 혜택과 정교분리 원칙의 훼손 가능성 

병역거부의 정당한 이유로 제시하게 될 종교  신념 는 양심  신념 소유의 입증

문제가 실 인 건이 될 것이다. 나름 체계화되고 조직화된 종교  신념은 상

으로 용이하게 입증이 가능한 반면에, 양심  신념은 그 지 아니할 것이다.28) 참고로, 

28) 이에 따라 양자에 한 정에서 차별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즉 순수한 양심  신념의 소유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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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은 병역거부의 사유로 종교  신념을 인정하면서도 양심의 결정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강 철, 2008: 101).29) 

와 같은 이유에서 병역거부를 원하는 자들은 종교  신념을 내세우기 쉽다고 

단하여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특정 종교에 입교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본다. 그 결

과,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권  체복무제의 허용이 특정 종교를 지원하여 사실상 혜

택을 주는 셈이 될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종교간 차별 문제를 야기하면서 종교간 갈

등을 래할 수 있다. 그래서 개인의 신념을 존 하려는 취지의 체복무제  병역거

부권의 인정이 사실상 특정 종교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 내지 보호하는 상을 래

함으로써 정교분리의 원칙(헌법 제19조 제2항)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30) 정

교분리원칙은 종교에 한 국가의 립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한 여호와의 증인의 경우, 그 교리에 따라 국가의 존재와 권 를 부정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국가가 이를 보호해주는 모순이 성립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을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3. 대체복무제 설계시 고려사항

(1) 대체복무제 도입의 전제로서 국방정책

무엇보다도 체복무제의 도입 여부는 국방정책에 따라 결정됨을 염두에 두어야 한

다. 그 표 인 로 만과 독일을 살펴본다. 

만의 경우, 체복무제의 도입 취지는 ① 군 의 목표를 정 화(精), 소수화( ), 

강력화(强)로 정함에 따라 생겨난 과인력을 사회공공서비스에 투여함으로써 군복무

입증의 어려움으로 병역거부권을 인정받기가 까다롭게 되면 종교  신념의 소유자들에 비하여 상

으로 차별을 받는다고 주장할 것이다.

29) 해당 종교에 2년 이상 속해 있었던 자로서 이미 본인의 심리  상태가 군복무를 수행하기에 합당

하지 않은 자로 고려될 경우 체복무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시에는 이유서, 이력서, 서약서 그

리고 종교 단체에서 발행한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신청자의 신앙은 정부에 합법 으로 정식 등

록되어 있는 종교 단체여야만 한다. 

30) 정교분리 원칙은 국가나 정치에 한 종교의 립과 국가에 의한 모든 종교의 동등한 처우를 요구

하는 원칙을 말한다. 이는 종교평등 원칙에 기 하고 있다. 정교분리 원칙의 요한 내용으로 ‘국가

에 의한 특정종교의 우  는 차별의 지’를 들 수 있다(권 성, 2010: 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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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② 반 평화를 주장하는 여호와의 증인 등을 계속 처벌함

에 따라 실추된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함, ③ 탈법 인 병역기피수단을 통해 병역

을 면제받는 자가 증가함에 따른 병역제도에 한 불신을 해소하고자 함이었다. 그래

서 만은 ‘병력 인원 보충에 향을 주지 않는다’, ‘병력 인원의 자질을 낮추지 않는

다’, ‘병역의 공평성을 반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징병제 하에서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무의 조화를 꾀하기 하여 체복

무(Ersatzdienst)로서 민간복무(Zivildienst)를 허용하 으나, 2011년 징병제를 폐지함에 

따라 종래의 체복무제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 따라서 행 ｢병역거부자의 민간

복무에 한 법률(민간복무법, Gesetz über Zivildienst der Kriegsdienstverweigerer, 

Zivildienstgesetz)｣은 긴장사태나 방어사태(비상사태)의 경우에만 련조항을 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엄 한 안보상황과 국방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

법규범체계를 염두에 두고서, 기본권 보호( 는 제한)의 측면보다 국방력유지의 측면

을 우선 으로 고려하여 체복무제를 설계하여야 할 것이다.

에 따라서는 병역거부자에 하여 형사처벌보다 체복무를 부과하는 것이 국

익에 더 도움이 되리라는 을 들어 체복무제의 타당성을 주장할 수도 있다. 형사처

벌에 따른 비용을 이면서 오히려 체복무를 통하여 공익을 증진할 수 있다는 것을 

주된 논거로 한다. 그러나 이 견해는 체복무가 어도 역입 과 동일한 수 의 부

담일 때에만 타당하다. 그 지 않을 경우, 체복무로의 도피는 병역의무이행의 의지

를 꺾으며 병역이행의 부담을 불평등한 것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결과를 래할 수 있

음을 알아야 한다. 그런 에서 체복무의 부담수 이 역복무에 하는 정도가 되

어야 할 것이다.

통상 체복무제의 도입을 주장하는 자들은 유엔 자유권규약 원회 권고에 따라 국

제표 에 부합하는 민간 체복무제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한다.31) 이는 국방부ㆍ병무청 

등 군 기 의 여가 없고, 복무 기간이 군복무에 비하여 지나치게 긴 징벌  성격이 

아니며, 공공의 이익을 가져오고 복무자의 양심을 침해하지 않는 업무를 상으로 하

는 체복무제를 말한다. 그러나 체복무의 정당성  필요성은 궁극 으로 국방의무

31) 2017.7.7.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 한 변호사 모임, 쟁없는세상, 참여연  네 단체가 

“합리  체복무제 도입을 한 시민사회의 제안”을 국정기획자문 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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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국방의무의 형평성이 평등원칙에 따라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체복무의 부담수 이 역복무에 하는 정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2) 대체복무의 내용, 조건 및 기간

체복무의 부담 수 은 업무의 내용, 조건, 기간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바, 이러한 

구성요소를 하게 조합함으로써 부담 수 을 조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업무의 내용은 체복무의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통상 으로 체복무는 민

간복무(civil service)와 비 투 역의 군복무로 나  수 있는바, 이에 따라 업무의 내

용과 그 난이도  험도(평시  시) 등이 결정된다. 

그런데 일반 으로 체복무의 개념은 군복무를 신하여 사회시설 등에서 공익목

으로 복무하는 민간복무로 이해되고 있다.32) 컨  제20  국회에서 박주민 국회의

원이 표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에 의하면, 체복무는 국군ㆍ경비교도 ㆍ 투경찰  

 이에 하는 업무로서 인용 무기를 소지한 상태에서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아니

면서, 아동ㆍ노인ㆍ장애인ㆍ여성 등의 보호ㆍ치료ㆍ요양ㆍ훈련ㆍ자활ㆍ상담 등의 사회

복지 련 업무  소방ㆍ재난ㆍ구호 등의 공익 련 업무를 가리킨다. 즉 ｢ 체복무=

민간복무｣를 의미한다. 그 다면 병역법상의 사회복무요원과 종교  신념의 병역거부

자의 실질  차이는 사실상 4주간 군사훈련의 수료 여부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와 같이 체복무의 내용을 민간복무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 부담 수 이 역에 

비하여 매우 낮다는 이유로 체복무 도입을 반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체복무의 유형으로서 비 투분야의 군복무를 제안하고자 한다.

둘째, 업무의 조건은 근무지  숙소의 환경, 보상체계, 휴가체계 등에 의하여 결정

된다. 특히 단체합숙근무인가 아니면 자택근무인가에 따라 업무의 부담이 크게 달라짐

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32) 독일의 경우, 아  민간복무(Zivildienst)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우선 으로 사회  

역에서 공익에 기여하는 업무를 가리킨다. 민간복무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배려, 보호, 간호 그

리고 상황의 배제 는 방을 내용으로 하는 활동이다. 이외에도 제3의 복무형태로 ‘ 안 ’ 

체복무가 있는바, 이에는 민방 ㆍ재난구호, 개발 사, 해외 사, 자원 사, 경찰근무, 자발근로

제 등이 있다. 한편 만의 경우, 체복무는 치안분야(경찰, 소방), 사회서비스분야(사회복지, 환경

보호, 의료, 교육서비스), 기타 정부 지정분야(문화서비스, 사법행정, 외교, 토지측량, 경제안 , 체

육, 공공행정, 서비스)의 업무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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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체복무의 기간은 체복무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체복무를 민간

복무로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업무의 기간이 징벌  차원이 아닌 한도에서 체복무가 

군복무보다 어느 정도 기간의 연장이 허용된다고 본다. 일반 으로 체복무 기간이 

군복무 기간에 비하여 1.5배 이내일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체복무를 비 투분

야의 군복무로 보는 입장에서는 복무기간이 역의 경우와 동일하게 될 것이다.

(3) 판단기준의 객관성과 판단절차의 공정성

진정한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인가 여부를 단할 수 있는 객 이고 합리 인 

기 이 설정되고 단 차의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는가를 단할 수 있는 기 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마

련하여야 한다. 이와 련하여 단기 의 역할을 수행할 원회를 공정하게 구성하여

야 할 것이다.

(4) 현역복무와 대체복무의 형평성 

체복무를 어떻게 설계하든 간에 군복무와 체복무의 형평성을 최 로 구 할 필

요가 있다. 이를 해서는 체복무제의 실시와 병행하여( 는 상응하여) 군복무의 부

담을 가능한 한 여나가거나 군복무에 한 보상을 최 한 늘려가는 시도가 이 져

야 할 것이다. 그 지 않을 경우, 군복무자의 피해의식을 키우게 될 것이며 나아가 국

방의무 부담의 형평성과 병역제도에 한 신뢰감을 훼손시킬 것이다. 특히 역복무자

의 근무조건을 향상시켜야 한다. 아울러 역복무자에 한 합당한 보상체계를 마련하

여야 할 것이다. 이와 련하여 공무원 시험 등에서 군복무자에 한 가산  부여제도

의 시행을 진지하게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4. 소결론

국민 다수가 수용할 수 있는 체복무제를 도입하기 해서는 진정한 신념에 따

른 병역거부자와 그 지 않은 자를 분간할 수 있는 합리 ㆍ객  단기 의 설정, 

단 차의 공정성 확보, 역복무와 체복무 간의 형평성 확보, 체복무로 인한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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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부족에 따른 안보약화의 방지, 역복무자에 한 합당한 보상 내지 지원 마련이 

건이라고 본다.

한국의 엄 한 안보상황과 국방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규범체계를 염

두에 둘 때, 체복무제를 설계함에 있어서 ‘국방력의 유지’와 ‘국방의무 부담의 형평

성’을 우선 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에서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민간복무보다는 비 투분야의 군복무로 

유도하는 것이 실 이라고 본다. 즉 병역 자체의 거부와 집총병역의 거부를 구별하

여, 평화를 시하는 양심상 결정과 종교  신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집총거부는 허

용하자는 것이다. 

이를 해서는 집총거부자로 하여  일단 입 하도록 하되, 그 이후 별도의 기 군

사훈련과정을 거치게 하고 비 투분야에서 복무하도록 배치하는 것을 제도화할 필요

가 있다. 이러할 경우 복무기간, 조건, 내용의 측면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별로 제기되

지 않을 것이다.

Ⅵ. 맺는 말

오늘날 자신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이른바 “양심 ” 병역거부자에게 체복무

를 허용하지 않은 채 이들을 처벌하는 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가 헌법에 

배된다는 주장이 다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한국에서 병역거부는 거의 다수(약 99%)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 의하여 이

지고 있다. 그런 에서 한국에서 병역거부는 사실상 양심  병역거부라기보다는 종교

 병역거부라 할 것이다. 이러한 한국의 실을 생각하면 통상의 ‘양심  병역거부’보

다는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신념  병역거부)’라는 용어가 더 하다고 본다.

우리와 같이, 헌법에서 국방의무를 명시하면서 병역거부권을 규정하지 않은 상황에

서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려면 이를 헌법해석론으로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해

서는 국가안 보장에 한 우리 헌법의 규범  구조와 국가상황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양심  병역거부권을 헌법에 명시한 국가의 해석론을 무조건 차용하

는 것은 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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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한국에서 이 지는 병역거부는 거의 부분 종교  교리를 이유로, 입  자체

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이 지는 일체의 군복무에 한 거부이다. 이는 헌법이 정당하

다고 규정한 “국가의 안 보장과 국토방 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는 

국군의 존재를 부정하는 까닭에 병역의무의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더구나 한민

국은 침략  쟁을 부인하고 국가의 안 보장과 국토방 를 국군의 헌법  사명(과

제)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병역거부권을 헌법이나 법률에서 명시하거나 체복무제

를 도입하지 않는 한, 생명존   평화를 한다는 종교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행 법체계상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종교  신념에 따라 일체의 군

복무에 하여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행 법체계상 정당화될 수 없는, 그런 에서 

허용될 수 없는 신앙실행 행 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다면 병역거부자를 처벌하

는 조항은, 형벌부과에 한 헌법상의 원칙에 반하지 않은 한, 헌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입법으로 종교의 자유와 병역의무의 갈등을 규범조화 으로 해결하고자 하

거나 는 국방의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기 하여 외 인 

경우를 상정하고자 한다면, 병역의무의 ‘합리 인’ 체재로 여겨지는 체복무제의 구

성 가능성이 건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합리 인 체복무제의 도입이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의 제가 되기 때문이다. 병역거부권을 인정한 후에 병역의무를 신

할 수 있는 체복무제의 도입을 고려하는 것이 논리 인 순서로 보이지만, 우리 헌법

체계에서는 병역의무를 이미 규정하고 있기에 병역의무 부담의 형평성을 인정할 수 

있는 체복무제가 설계되어야만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허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련하여 헌법재 소의 기능  한계를 지 하지 않을 수 없다. 병역거부행 의 

체재로 여겨지는 체복무제의 도입에 따른 득실을 공리 으로 따져보는 것이나, 병

역의무 이행과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는 체복무제로 어떠한 형태가 가능한지를 

단하는 것이 헌법재 소에 합한 일이 아니라는 이다. 더구나 체복무제의 설계 

작업은 국민  합의를 이끌어내 가는 과정을 수반하게 된다. 이러한 작업은 헌법재

소에게 하지 않다. 따라서 헌법재 소는 처벌조항의 헌성을 심사함에 있어서 입

법자의 입법재량이 그 한계를 수하 는가를 따져서 검토하는 것이 더 실제 이라고 

본다.

여하튼 병역정책의 변화와 이에 한 국민의 진지한 합의에 따라 국회에서 체복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와 대체복무  179

무제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 체복무의 부담 정도가 역복무에 하여야 한다는 

제 하에서 그 기간, 업무 내용  조건 등을 고려하여 한 유형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  한국의 엄 한 안보상황과 국방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규범체

계를 염두에 둘 때, 체복무제를 설계함에 있어서 ‘국방력의 유지’와 국방의무 ‘부담

의 형평성’을 우선 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에서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자를 민간복무보다는 비 투분야의 군복무로 유도하는 것이 실 이라고 본다. 재 

우리의 경우 입  자체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병역거부가 이 지고 있는데, 병역 자체

의 거부 아닌 집총거부를 허용함으로써 평화를 시하는 종교  신념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이를 해서는 집총거부자로 하여  일단 입 하도록 하되, 그 이후 별도의 

기 군사훈련과정을 거치게 하고 비 투분야에서 복무하도록 배치하는 것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할 경우 복무기간, 조건, 내용의 측면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별로 제

기되지 않을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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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초록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와 대체복무

음선필 (홍익 학교 법과 학)

이 논문은 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채 종교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것이 헌인가를 주된 연구과제로 삼고 있다. 아울러 행 헌법상 병역이행

의 체제로서 체복무제를 과연 도입할 수 있는가를 검토한다. 이를 해 련 례

를 분석하며, 기존 연구와 달리 종교  자유의 에서 병역거부 문제를 살펴본다. 

병역거부의 다수(약 99%)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 의하여 이 지고 있는 실을 

생각하면, ‘양심  병역거부’보다는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신념  병역거부)’라는 용어

가 더 하다. 헌법에서 국방의무를 명시하면서 병역거부권을 규정하지 않은 상황에

서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려면 이를 헌법해석론으로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해

서는 국가안 보장에 한 한국 헌법의 규범  구조와 국가상황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양심  병역거부권을 헌법에 명시한 국가의 해석론을 무조건 차용하는 것은 

하지 않다. 한편, 입법을 통하여 종교의 자유와 병역의무의 갈등을 규범조화 으로 

해결하거나 는 국방의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기 한 외

인 경우를 설정하고자 한다면, 병역의무 이행의 ‘합리 인’ 체재로 여겨지는 체

복무제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엄 한 안보상황 그리고 국방의무를 명문으로 규정

하고 있는 헌법규범체계를 생각할 때, ‘국방력의 유지’와 국방의무 ‘부담의 형평성’을 

우선 으로 고려하여 체복무제를 설계하여야 한다. 그런 에서 신념에 따른 병역거

부자를 민간복무보다는 비 투분야의 군복무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집총거

부자로 하여  일단 입 하도록 하고, 별도의 기 군사훈련과정을 거치게 한 후 비

투분야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병행하여 병역이행의 부담을 가능한 한 

이고, 병역이행에 따른 보상을 최 로 늘려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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