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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인 권  원 회

결    정

제 목 : 삼청교육 피해보상 련 특별법 제정 권고

주   문

   국가인권 원회는, 2003. 03. 10. 국회의장과 국방부장 에 

하여 삼청교육 진상규명, 명 회복  보상 등을 포함하는 특별법 

제정을 권고합니다.

이   유

Ⅰ. 검토배경

 1. 삼청교육 인권운동연합(약칭 삼인련) 회장 순은 2001. 

12. 17. 국가인권 원회에 검의 삼청교육 수사에 한 구

와 더불어 진상조사를 내용으로 하는 진정을 수하여 재 

국가인권 원회에 계류 입니다. 그 밖에도 삼청교육으로 인

한 피해와 련하여 총 6건의 진정이 수되었으나, 부분 

1980년 에 일어난 인권침해에 한 보상을 요구하는 사안으

로서 국가인권 원회법 제23조의 기간도과로 인해 각하되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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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한 삼인련 회장 순은 2002. 11. 30. 삼청교육 피해자의

명 회복 피해배상특별법안이 정부입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

록 국가인권 원회에 요청하 습니다. 

 3. 이에, 국가인권 원회는 삼청교육 피해자들에 한 인권침해

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국가인권 원회법 제19조제1호에 의거, 

당시 피해 황  정부의 피해보상 추진 과정을 검토하고, 

피해자들의 요구  정부, 법원, 의문사진상규명 원회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정부와 국회에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삼청

교육 피해 련 특별법 제정을 권고합니다.

Ⅱ. 삼청교육 피해 황

 1. 1980. 8. 4. 국가보 비상 책 원회는 ‘사회악 일소 특별조치’

를 발표하고, ‘계엄포고령 제13호’  ‘삼청5호 계획’하에 국 

각지에서 60,755명의 시민들을 장 없이 체포하 습니다. 이

들에 해 등 을 분류, 3,252명은 군사재 에 회부하 고 

39,786명을 국가보 비상 책 원회가 25개 군부 에 설치한 

삼청교육 로 분산 수용하여 강제 인 순화교육을 받게 하

습니다. 

 2. 군부  내 순화교육  가혹행  등으로 인한 장 열, 뇌진탕, 

질식사 등의 장사망자 54명, 후유증 사망자 397명, 행방불명

자 4명, 정신질환자 등 각종 질환자 2,768명과 당시 강제 연행

된 피해자 21,000여명, 미성년자 15,000여명 그리고 순화교육 

종료 후 재 없이 보호감호처분을 받은 7,578명 등이 재까

지 악된 삼청교육으로 인해 발생된 피해 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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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삼청교육 피해보상에 한 정부의 조치

 1. 1988. 11. 26. 노태우 통령의 ‘삼청교육 피해자의 명 회복과 

보상실시’ 특별담화에 따라 동년 12. 3. 삼청교육  피해보상 

계획이 발표되고 국방부가 3,226명의 피해자 신고를 수한 

바 있으나 보상 등과 련한 후속조치는 없었습니다. 

 2. 이후, 1998. 1. 국삼청교육피해자모임은 당시 김  통령 

당선자에게 삼청교육 피해보상 련 특별법안의 입법청원을 

하 고 동년 7. 부터 동년 11. 까지 3차에 걸친 탄원서를 제출

하 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1999. 12. 15. 김  통령은 

삼청교육 피해자를 비롯한 국가의 직무상 불법행 로 인한 집

단 인 피해를 보상하는 포  입법을 하도록 지시하 으나, 

후속조치가 없었습니다.

Ⅳ. 삼청교육 피해 련 특별법(안)을 한 입법 활동

 1. 1989. 11. 8. 제13  국회에서 김  의원외 34인이 특별조치법

안(의안번호 130652)을 발의하고 제9차 국방 원회에 상정, 제

안설명․검토보고 후 법안심사 소 에 회부하 으나, 소 에

서 보상입법에 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제13  국회의원 임

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2. 1992. 11. 2. 제14  국회에서 이원형 의원외 94인이 제안한 

특별법안(의안번호 140127)이 국방 원회에 다시 회부되었고 

1995. 11. 4. 이원형 의원외 61인이 발의한 특별법안(의안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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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95)이 국방 원회에 회부되었으나, 1995. 12. 5. 법안심사

소 에서 삼청교육 사망자와 상이자가 아닌 단순 순화교육이

수자(7,821명)도 삼청교육피해자로 보상하는 문제에 해 법원

에 계류 인 사건의 결과를 기다리자는 국방부의 의견으로 

인해 법안이 계류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모두 폐기되었습니

다.

 3. 1996. 11. 11. 제15  국회에서 임복진 의원외 73인이 발의한 

특별법안(의안번호 150247)이 국방 원회에 회부되었으나, 국

회의원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2000. 6. 16. 제16  국회개원 

이후 재까지 삼청교육 련 피해보상 특별법안은 발의된 바 

없습니다.

Ⅴ. 삼청교육 련 쟁

 1. 피해자 요구사항

   

  가. 삼청교육피해자  일부 장사망자에 하여 의문사진상규

명 원회의 직권조사가 있었으나, 피해자 명 회복  배상

을 하여 그  단계로서 삼청교육 과정의 진상규명이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1980년 8월 국보 에 의해 자행된 삼청교육의 수많은 희생

자와 유족의 정신 ․물질  피해배상  명 회복과 함께 

국가  비극을 마무리하기 해 삼청교육피해자의배상등에

한특별법의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 삼청교육과 같은 반인도  국가범죄에 의한 피해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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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민법 제766조의 청구시효와 

련하여 외  용을 해야 하며, 그러한 국가범죄에 하

여는 형법상의 공소시효가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와 련하여 천주교인권 원회 등 10여개 인권․사회단체는 

2002. 3. 8. 반인도  국가범죄에 한 공소시효 배제 입법 

착수 등을 구하 으며 2002. 5. 21. 국내 13개 인권․사회

단체로 구성된 ‘반인도  국가범죄 배제운동 사회단체 의

체’는 국회에 ‘반인도범죄등의시효등에 한특례법’을 입법 

청원을 하 습니다.

  라. 당시 삼청교육 에서 민간인을 폭행치사한 군인 7명이 군재

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소속부  지휘 들에 의해 형

집행이 면제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책임자에 한 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정부의 입장

  가. 삼청교육 피해자에 한 배상 등과 련하여 정부의 재정부

담능력 등 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 1996. 당시 삼청교육 련 피해자가 국가를 상 로 제기한 

민사소송이 법원에 계류 에 있어 그 최종 단결과를 

보고 계부처의 의견을 모아 처리방안을 결정한다는 입장

이었습니다( 법원 1996. 12. 19. 선고, 94다22927 결).

  다. 1999. 12. 국가권력의 불법행 로 인한 피해자들에 하여 

하나의 법 속에서 종합 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하라는 김   통령의 지시에 따라, 해직언론인, 해직

비군 장, 복직된 교조 교사들의 해직기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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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등과 함께 통합법으로 다루기로 하 으나 어떤 진 도 

없었습니다. 

Ⅵ. 법원의 단

 1. 청구시효 소멸

  가. 비상계엄이 해제된 1981. 1. 이후에는 강박상태가 종료되어 

정상 인 권리구제가 가능할 수 있었으므로 청구소멸시효가 

지났다고 결하 습니다( 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

8521 결, 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1460 결). 

  나. 2002. 10. 서울지법 민사29부(곽종훈 부장 사)는 삼청교육

 피해자 114명이 국가를 상 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서 보상시 이 노태우  통령의 퇴임시기인 93. 2.이므

로 손해배상 소멸시효인 5년이 경과했다고 하며 원고패소

를 결하 습니다(서울지법 2002. 10. 24 선고, 2001가합

70042 결).

 2. 국가가 신뢰를 깨뜨린 데 한 손해배상

  가. 2001. 7. 법원1부(주심 서성 법 )는 삼청교육피해자 5

명이 국가를 상 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청

구시효는 비록 소멸되었으나 통령이 특별담화를 통한 

국민 약속을 이행치 않아 국가가 신뢰를 깨뜨린 에 한 

정신  피해에 따른 자료 명목으로 개인당 200만～1000만

원을 국가가 지 토록 결하 습니다( 법원 2001. 7. 10. 

선고, 98다38364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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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2002. 7. 부산지법 민사7부(황종국 부장 사)는 삼청교육  

피해자 50명이 국가를 상 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국민을 상 로 약속을 어겨 신뢰를 깨뜨리는 것은 

불법행 ”라며 손해배상청구권은 16  국회개원 1년 후인 

2001년 7월에서 2004년 6월까지 유효하다며 국가는 피해자

들에게 1000만～2000만원씩 배상하라고 결하 습니다(부

산지방법원 2002. 7. 3. 선고, 2002가합109 결).

  다. 한, 2002. 11. 구지법 민사3부(재 장 박정호 등 사 2

인)에서도 와 같은 취지로 손해배상청구권은 16  국회개

원 1년여가 지난 때에 비로소 발생하 다고 볼 것이며, 이 

사건 소는 그때로부터 불법행 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하기 인 2001. 9. 15. 제기되었

으므로 원고에게 자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국가가 지

토록 결한 바 있습니다( 구지방법원 2002. 11. 20. 선고, 

2002나6546 결, 구지방법원 2002. 5. 17 선고, 2001가단

76554 결).

Ⅶ. 의문사진상규명 원회의 결정

 1.  2002. 9. 15. 결정에 의해 삼청교육  의문사한 자를 민주화

운동과 련하여 공권력의 법한 행사로 사망한 것으로 공식 

인정하 으며, 삼청교육 실시에 한 진상조사와 피해자 구제 

등에 한 조치를 정부에 권고하 습니다.

 2. 한 의문사진상규명 원회는 민주화운동 련자명 회복 보

상심의 원회에 삼청교육으로 인해 의문사한 자  그 유족에 



- 8 -

한 명 회복  보상 등의 심의를 요청하 습니다.

Ⅷ. 결 론

 1.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삼청교육 피해와 련하여 정부

는 통령의 국민담화문을 통한 보상 확약  국방부의 피

해자 신고․ 수시행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후속 보상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2. 그러나, 하 법원의 삼청교육 련 피해자들에 한 로  

지 결, 의문사진상규명 원회의 의문사 인정  민주화운

동 련자로서 명 회복  보상 심의 요청 등과 같이 삼청교

육 피해의 구제조치 결정이 있었습니다. 

 3. 1999. 12. 김   통령이 80년 해직 언론인, 5공 시  

량 해직된 비군 장, 복직한 교조교사와 함께 삼청교육 

피해문제에 한 통합 입법을 지시하 으나, 이는 입법 상

에 있어 각각의 성격  기 의 상이성 등으로 인하여 통합입

법이 어려운 이 있습니다.

 4. 따라서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 한특별조치법(1989. 3. 

29 법률 제4101호), 5·18민주화운동등에 한특별법(1995. 12. 

21 법률 제5029호), 주민주화운동 련자보상등에 한법률

(2000. 1. 12 법률 제6122호), 민주화운동 련자명 회복 보

상등에 한법률(2000. 1. 12 법률 제6123호), 시국사건 련교

원임용제외자채용에 한특별법(2001. 3. 28 법률 제6435호), 

거창사건등 련자의명 회복에 한특별조치법(1996. 1. 5 법

률 제5148호), 제주4·3사건진상규명 희생자명 회복에 한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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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법(2000. 1. 12 법률 제6117호) 등과 같이 국가권력에 의한 

피해자들에 한 구제를 하여 여러 종류의 특별법들이 제

정되어온  등을 고려할 때, 

 5. 모든 법  구제수단을 차단당한 삼청교육피해자들을 하여, 

삼청교육 피해 련 특별법을 제정하여 삼청교육 과정에 

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그 유가족들에 한 구제조치가 조

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국가인권 원회법 제19조제1호

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 과 국회의장에게 주문과 같이 삼

청교육 피해 련 특별법 제정을 권고하는 바 입니다.

2003. 03. 10.

국 가 인 권  원 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