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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의 정의*

- 고문방지 약의 국내  용과 련하여 -

                                           구지방법원 상주지원장  김 태 천

이 은 우리나라가 1995년 1월 9일 가입하여 같은 해 2월 8일 발효한 고문방지 약의 국내  용

과 련하여 고문의 일반  정의( 약 제1조, 제16조)에 한 국제법  해석과 용에 하여 사례 

심으로 검토한 다음, 고문의 정의에 한 국내법 규정의 정비 필요성에 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우리 

국내법상으로는 고문 지에 한 헌법을 비롯한 형법과 형사소송법 등 일반법은 물론이고, 국가인권

원회법, 의문사규명특별법, 민주화보상특별법 등과 같은 특별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문방지

약 제1조에 규정된 것과 같은 고문의 개념을 일반 으로 정의하고 있는 규정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가 없다. 이에 고문방지 원회는 1996년 한민국의 제1차 보고서에 한 심사를 통하여 형법상 고문

범죄의 정의가 약 제1조에 포함된 고문의 정의에 일치하지 않는 을 우려하면서 약상의 고문의 

정의에 일치하도록 법규정을 신설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따라서 속칭 고문방지법이라는 특별법을 새

롭게 제정하는 방식이든지, 아니면 기존의 법률을 개정하는 방식이든지 어느 쪽이라도 고문의 개념에 

한 명확한 정의가 입법론 으로 요청된다. 그런데 비록 고문방지 약 제16조에 고문에 미치지 아니

하는 부당한 처우나 형벌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약 제1조 소정의 고문에 한 일반  정의

는 고문범죄의 처벌, 고문피해자의 구제, 고문사건에 한 조사, 행정  지원 등에 하여 이를 한꺼

번에 용하기 해서는 그 범 를 지나치게 좁게 정하고 있음을 특별히 유의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한 인권이사회는 약 제1조 소정의 고문과 제16조 소정의 부당한 처우 간의 구별에 한 ‘정도 이

론’(degrees theory)에 근거한 개념  근방법으로는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을 수 없다고 하면서, 

1992년의 제20호 일반의견에서는 고문을 비롯한 여러 유형의 처우 간의 개념  구별 내지 일반  정의

를 발 시키는 것을 자제하고, 그 신에 실제로 실행된 처우의 성격, 목   정도에 따른 구별을 강

조하면서 개별 사건에서 실 으로 발생한 반에 한 특정한 사실인정에 을 두고 있음을 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어차피 고문과 이에 미치지 아니하는 부당한 처우에 한 개념 인 근방

식은 한계에 부딪치기 마련인데, 헌법과 형법  형사소송법과 같은 기본법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 원

회법 등의 특별법에 산발 으로 흩어져 있는 고문에 한 행법규정을 그 로 둔 채, 속칭 고문방지

법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고문방지 약 제1조가 규정하고 있는 고문의 정의와 같은 고문에 한 섣

부른 정의는 법 용과 법집행 과정에 혼란만 래할 험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으므로 보다 신 을 기

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 요컨 , 기존의 형법, 형사소송법, 민법, 국가배상법, 기타 특별법에 흩

어져 있는 고문에 한 모든 법규정을 모아 고문 지에 한 종합세트와 같은 속칭 고문방지법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형사법과 민사법, 그리고 실체법과 차법을 통합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는 

실제 으로 뿐만 아니라 이론상으로도 불가능한 일에 가깝고, 한 그 필요성도 의문이다. 특히 고문방

지 약 제1조와 제16조에서 보는 바와 같은 고문과 이에 미치지 아니하는 부당한 처우에 한 개념  

구별을 제로 하여 고문의 정의를 규정하는 것은 법 용과 법집행에 있어서 극심한 혼란만 래할 것

논 문 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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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명백하다. 왜냐하면 형법상 고문범죄의 처벌에 있어서 고문과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 배제에 있어

서 고문은 그 성격과 범 가 다를 수밖에 없고, 더구나 와 같은 형사법상의 고문과 피해자 구제를 

한 국가배상법 내지 민법상의 배상책임에 있어서의 고문은 명확히 구별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문방지법에 고문의 정의를 둔다면 그것은 곧 다른 모든 법 분야의 법 용  법집행에 있

어서 족쇄의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고문 지에 하여 여기 기 흩어져 있는 법규정을 그

로 둔 채, 컨  기존의 형법상 독직폭행, 가혹행 죄를 고문범죄로 규정하여 그 범죄의 유형을 보

다 구체 으로 세분하고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는 등의 기존 법률을 재정비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생각된다. 설령 고문방지법이라는 특별법을 새로 제정하더라도 기존

의 고문 련법령을 통폐합하는 방식이 아니라, 고문의 진상규명을 한 조사 차, 고문범죄의 처벌  

고문피해자 구제를 한 특별 차, 피해자에 한 행정  지원 등을 규정하는 데 그쳐야 할 것이다.

검색용 주제어 : 고문, 고문방지 약, 국내  용, 반인도범죄, 체벌, 사형, 고문방지법(가칭)1)

Ⅰ. 머리말

고문은 인류역사에 있어서 동서를 막론하고 합법 으로 는 불법 으로 행해져 왔고, 오

늘날 인간존엄의 존 에 바탕을 둔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에서조차 고문이 

자행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 고문 지에 한 수많은 법규범(국제법과 국내법)이 존재하

고 한 이를 실행하기 한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고문은 보다 은 하고 조직 으

로 계속되고 있다. 국제사면 원회에 의하면 재 조직 으로 고문이 자행되고 있는 국가의 

수가 세계 으로 90개국이 넘는다고 한다. 특히 최근 서구문명과 아랍문명 간의 충돌과정

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랍권 테러리스트들에 의한 외국인에 한 납치, 고문, 살인에 우리 모

두가 치를 떨어야 했고, 이에 한 보복  차원에서 시작된 미국을 비롯한 서구 국가들이 

테러와의 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체포한 테러리스트들에 한 고문 내지 비인도  처우

가 세상에 알려지자, 테러리스트들에 한 비난의 화살은 방향을 돌려 서구 국가들에게로 

향하고 있다. 국제사면 원회는 2005년의 연례보고서를 통하여 쿠바의 타나모와 아 가

니스탄의 바그람 등의 지역에서 미국에 의하여 억류된 구 자들에게 자행된 고문 등 심각한 

인권침해사례를 보고하 다.

그런데 고문은 인류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보편  가치인 인간존엄을 직 으로 침해하

는 범죄행 이고, 그 피해자의 인간성과 신체를 괴할 뿐만 아니라, 그 가해자를 포함하여 

사회 체를 비인간화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18세기 무렵 계몽주의의 등장과 더불어 

사상  측면에서 고문의 비인도성과 불합리성이 폭로되었고, 법제도  측면에서도 계몽주의

의 정신  산물로 평가되고 있는 18~19세기 유럽 각국의 형법에서 신체형의 폐지  고문

＊ 이 은 국가인권 원회가 2005년 7월 28일 주최한『고문방지 약  그 선택의정서 련 주요쟁  분

석』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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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규정이 도입되면서 고문의 불법성  이에 한 법  규제가 시작되었다. 나아가 국제

법 인 차원에서는 제2차 세계  이후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수많은 인권 련 세계 , 

지역  조약  유엔총회의 결의 등 각종 국제문서가 고문 지규정을 둠으로써 바야흐로 오

늘날 이는 국제 습법규칙1) 내지 국제법상 강행규범(jus cogens)2)으로 확립되기에 이르

다. 고문 지규정을 둔 주요 국제문서로서는 주지하다시피 세계인권선언(1948년), 제네바4

개 약(1949년), 국제인권B규약(1966년), 고문방지 약(1984년 채택, 1987년 발효), 유럽인

권 약(1950년), 미주인권 약(1969년), 아 리카인권헌장(1981년), 미주고문방지 약(1985

년), 유럽고문방지 약(1987년)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 1월 9일 고문방지 약에 가입하 고, 이는 같은 해 2월 8일 발효하

다.  약 제19조에 따라 1996년에 최 보고서를 고문방지 원회에 제출하여 그 심사를 

거쳤고, 2004년에는 제2차 보고서(1996년 6월부터 2000년 5월까지 4년간)를 제출하 는데, 

 제2차 보고서는 2005년 후반기 무렵에 고문방지 원회에 의한 심사가 정되어 있다. 

한 우리 헌법 제12조 제2항 단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라고 하여 고

문의 지에 한 선언  내지 일반규정을 두고, 같은 조 제7항과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고

문 등에 의하여 임의성에 의심이 있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제한하고 있다. 형법은 재  등 

인신구속에 한 직무를 행하는 자의 폭행, 가혹행  등을 독직폭행, 가혹행 죄 이른바 고

문범죄로 처벌하고 있고(동법 제125조), 특정범죄 가 처벌 등에 한 법률은 일정한 경우

에  고문범죄에 하여 가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동법 제4조의2). 국가인권 원회

법은 국가인권 원회에 고문을 포함한 인권침해행 에 하여 조사와 구제를 할 수 있는 권

한을 부여하고 있다(동법 제19조 제2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5년 일본 식민지지배로부

터 해방된 후 최근까지 권력을 장악한 군부독재정권은 정권유지를 하여 폭력  수단으로 

국민을 하 으며, 분단 상황을 이용하여 정권에 항하는 세력에게는 가혹한 고문을 가

하 다. 이른바 시국사건 련자의 경우 변호인 견마  쇄된 채 수사기 이 요구하는 내

용 로 자백이 이루어질 때까지 외 없이 혹독한 고문을 당했다. 고문피해자들이 고문사실

을 주장하여도 법원조차 특별한 심을 기울이지 않은 상황에서 고문방지를 규정한 헌법이

1) Jessica Wyndham with Stephen Clark, “Torture Background Paper”, Advisory Council of Jurists, 

The Asia Pacific Forum (2005. 8.), pp. 63~87; T. Meron,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Norms as Customary Law (1991), p. 23; Restatement of the Law: Third Restatement of U.S. 

Foreign Relations Law, Vol. 2 (1987), p. 165, § 702 (d).

2) Erika De Wet, “The Prohibition of Torture as an International Norm of jus cogens and Its 

Implications for National and Customary Law”, EJIL, Vol. 15 (2004) No. 1, pp. 97~122; 구유고국

제형사재 소를 비롯하여 수많은 국제 , 지역   국내  법원들이 고문의 지를 국제법상 강행규범

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유엔총회가 그 결의를 통하여 밝히고 있다 {UNGA, RES/59/182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8 March 2005}. 한 국 귀족원도 

속칭 피노체트 사건에서 고문 지는 국제법상 강행규범에 해당한다고 단한 바 있다 (R v. Bartle and 

the Commissioner of Police for the Metropolitan and Others Ex Parte Pinochet,  House of 

Lords, 24 March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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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형사소송법규정은 한낱 종이조각에 지나지 않았다.”는 비 3)을 받고 있다.

그러나 1987년의 속칭 고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은 고문의 폐해에 한 국민  각성을 

래하 을 뿐만 아니라 민주화 내지 문민화의 기폭제가 되기에 충분했다. 그 후 잠잠하던 고

문에 한 화두가 2002년의 속칭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  고문치사 사건’의 발생으로 말

미암아 다시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 이 사건은 수사기 과 재 기 에 종사하는 모든 사

람들에게 자성의 계기를 만들어 주었고, 행정부나 입법부에 하여도 고문방지를 한 법규

정과 제도의 정비가 실함을 보여 주었다. 이에 검찰은 과거 자백편 수사와 신문과정의 

행성 등의 수사 행이야말로 고문을 유발할 수 있는 직 인 요인으로 보고, 2003년 법

무부 훈령이나 검찰수사 칙을 통하여 고문방지를 한 제도상 운 개선방향으로 수사과정

의 녹음․ 상녹화, 철야조사의 제한,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하여 변호인의 견교통과 신

문 차참여의 보장 등을 제시하 고, 고문방지 약의 주 부처인 법무부는 2004년 정책목

표와 과제 의 하나로써 고문방지 약을 비롯한 우리나라가 가입한 6  국제인권조약을 

비롯한 인권 련 국제조약이나 국제 으로 인정된 인권기 에 부합하도록 인권 련 국내 

법령과 제도의 정비를 제시하고 있다.4)

이 에서는 고문방지 약상 고문의 일반  정의( 약 제1조, 제16조)에 한 국제법  

해석과 용에 하여 사례 심으로 검토한 다음, 고문의 정의에 한 국내법 규정의 정비 

필요성에 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Ⅱ. 고문에 한 일반  정의

고문의 사  의미는 “처벌을 목 으로, 자백이나 정보를 이끌어낼 목 으로, 는 가학

인 쾌락을 얻을 목 으로 사람의 신체나 정신에 하여 격심한 고통을 가하는 행 ”를 말

한다.5) 그런데 고문방지 약은 제1조에서 “고문이라는 용어는 어떤 개인 는 제3자로부터 

정보 는 자백을 얻어내기 하여, 그 개인 는 제3자가 행하 거나 행하 다는 의가 

있는 행 에 하여 그 자를 처벌하기 하여, 모든 종류의 차별에 근거한 어떤 자 는 제3

자를 박하거나 강요하기 하여, 는 모든 종류의 차별에 근거한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그 개인에게 고의 으로 신체  는 정신 으로 극심한 고통 는 피해를 가하는 행 를 

의미한다. 그 고통이 공무원 는 공  자격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다른 사람이 는 이러한 

사람의 교사에 의하거나 동의 는 묵인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슷한 정

의로는 미주고문방지 약 제2조를 들 수 있다. 이에 의하면 “본 약의 목 상 고문은 

3) 한국인권단체 의회 외, “ 한민국 1차 정부보고서에 한 한민국인권단체의 반박보고서”, 국가인권

원회, 『국제인권조약 국내이행자료집 제6-1권』(2003. 12.), 86쪽.

4) 법무부, 『정책목표와 과제 - 인권 존 의 법질서』(2004), 30쪽.

5) Black's Law Dictionary, 7th ed (St. Paul MN; West Group, 1999), p. 1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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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단, 개인  처벌, 방  조치, 징벌로서의 형사  수사 목 으로 는 여타 목 으로 

개인에 하여 가하는 육체  는 정신  고통  피해에 따른 의도  제반행 로 이해될 

수 있다. 고문은 육체  고통 는 정신 인 피해를 야기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인간성을 

말살하거나 육체  는 정신  능력을 약화시키려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고문방지 약상의  고문 개념의 정확한 의미를 악하기 해서는 국제인도법상 

반인도범죄로서의 고문과 국제인권법상 반인권범죄로서의 고문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국제

인도법과 련한 각종 조약규정에 의하면, 반인도범죄(crime against humanity)라 함은 

“범죄가 행하여진 국가의 국내법 반 여부를 불문하고, 재 소의 할에 속하는 어떠한 범

죄를 수행하거나 그 범죄와 련되어 쟁  는 쟁 에 민간인 집단에 하여 자행된 

살인, 말살, 노 화, 강제추방, 기타 비인도  행  는 정치 , 인종  는 종교  근거에 

의한 박해”(뉘른베르크헌장 제6조 제C항), “국제  성격과 국내  성격을 불문하고, 무력충

돌  민간인 집단을 상 로 질러진 …… ⒡ 고문, ⒤ 기타의 비인도  행 ”(구유고국제

형사재 소규정 제5조), “국가 , 정치 , 윤리 , 인종 , 종교  이유로 민간인에 하여 

범 하거나 조직 인 공격으로 범해지는 ⒡ 고문, ⒤ 기타의 비인도  행  등의 범죄”

(르완다국제형사재 소규정 제3조), “민간인 주민에 한 범 하거나 체계 인 공격의 일

부로써 그 공격에 한 인식을 가지고 범하여진 ⒡ 고문 등의 행 ”를 말하고(국제형사재

소규정 제7조 제1항), 여기서 고문은 “자신의 구  하에 있거나 는 통제 하에 있는 자에

게 고의 으로 신체  는 정신 으로 극심한 고통이나 괴로움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국

제형사재 소규정 제7조 제2항 ⒠호)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반인도범죄에 한 여러 정의에 있어서 공통 은 민간인에 한 범죄라는 

피해자성(객체), 범죄의 범 성 혹은 조직성(행 ), 우월  비인도성6) 등을 들 수 있다.7) 

뉘른베르크헌장과 구유고국제형사재 소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은 쟁이나 무력충돌상황이

라는 제성은 르완다국제형사재 소규정이나 국제형사재 소규정에서는 그 구성요건에서 

삭제되었다. 이에 따라 이제는 쟁이나 무력충돌상황이라는 제성은 반인도범죄의 구성요

건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 뉘른베르크헌장을 제외한 나머지 국제문서나 NGOs의 

견해에 의하면, 고문을 반인도범죄 유형의 하나로서 나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반인도범죄로서의 고문과 고문방지 약상의 고문은 개념 으로 구별하지 

않을 수 없다. 고문방지 약상의 고문범죄는 반인도  범죄로서 일반 으로 요구되는 범죄

의 범 성 혹은 조직성과 우월  비인도성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에 뒤에서 보

6) 캐나다 연방 법원은 R. v. Imre Finta 사건{[1994] 28. C.R. (4th) 265 (S.C.)}에서 “반인도범죄는 국내

법의 살인이나 강도보다 그 도덕  비난의 정도가 강하여야만 한다.”고 결한바 있다고 한다{최호진, 

“반인도  범죄인 고문과 국제형사법  응”, 경성법학(경성 학교 법학연구소), 제13집 제2호(2004. 

11.), 198쪽에서 재인용}.

7) 최호진, 앞의 논문(주6), 1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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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바와 같이 고문방지 약상의 고문은 어떤 개인이나 제3자로부터 정보나 자백을 얻어내

기 한 목  등과 같은 목  요소와 국가기 의 직  는 간  련성을 구성요건

으로 함에 반하여, 국제형사재 소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반인도범죄로서의 고문에는 그

와 같은 목  요소와 주체  요소를 반드시 요구하지는 않고 있다. 

그런데 고문방지 약상의 고문은 범죄의 범 성 혹은 조직성과 우월  비인도성을 요

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반인도범죄로서의 고문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

다는 견해8)가 있는 반면에, 반인도범죄 개념에서 ‘ 쟁이나 무력충돌 련성’과 ‘ 민간인범

죄성’을 제외한다면 반인도범죄로서의 고문이 고문방지 약상의 고문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

라는 견해9)도 있다. 생각건 , 이론 으로는 와 같은 고문방지 약상의 고문에 있어 요구

되는 목  는 주체  요소로 말미암아 반인도범죄로서의 고문에 해당하더라도 그 요소

의 흠결로 인하여 고문방지 약상의 고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뒤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문방지 약에서 목  요소로서 들고 있는 4가지 목 은 원칙 으

로 시규정이라고 해석되고, 한 반인도범죄의 고문에 있어서도 명시 이지는 않으나 통

상 인 경우에는 국가기 의 련성을 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론 으로나 실제에 있어서

도 고문방지 약상의 고문에 해당하지 않는 반인도범죄로서의 고문은 극히 외 인 경우

라 할 것이다. 

요컨 , 개념 으로는 반인도범죄의 고문과 고문방지 약상의 고문은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을 완 히 포섭하는 동심원 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원이 비스듬히 겹쳐지는 첩

원 계에 있다고 할 것이나, 실제 으로는 고문방지 약상의 고문은 반인도범죄로서의 고

문의 범주를 극히 외 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부분을 포섭하는 보다 포 인 개념

으로 이해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고문방지 약상의 고문에 해당한다고 하여 곧 반인도범죄

라고 단정할 수 없고, 결국 비인도  행 에 이르지 아니하는 고문행 도 고문방지 약에 

의해 규율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문방지 약상의 고문을 반인도범죄라고 지칭하기 

보다는 반인권  국가범죄의 한 유형으로 악하고자 하는 견해도 있다.10)

8) 박찬운, “반인도  범죄의 한국에서의 수용: 그 내용과 방법”,『공소시효 배제입법 토론회』(국가인권

원회, 2002), 19쪽.

9) 최호진, 앞의 논문 (주6), 208쪽.

10) 조국, “반인권  국가범죄의 공소시효의 정지, 배제와 소 효 지의 원칙”,『공소시효 배제입법 토론

회』(국가인권 원회, 2002), 42~43쪽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유린범죄(수사기 의 고문과 가혹행 )는 

국제법상의 반인도  범죄의 객  성립요건(민족 는 인종분규 속에서 발생하는 무장충돌을 배경으

로 하고, 민간인집단에 하여 범하게 는 조직 으로, 그리고 국가 는 조직  정책에 수반하여 

도는 그 연장선에서 자행될 것이 요구됨)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반인도  범죄 개념을 그 로 차용할 

수 없다. 이에 ‘반인권  국가범죄’라는 개념을 새로이 만들어 사용하고자 한다. 이는 “국가기 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정당화사유 없이 시민을 살해 는 고문하는 등 헌법과 법률을 반하여 시민의 

인권을 하고 명백하게 침해하거나 이 침해행 를 조직 으로 은폐, 조작한 행 ”라고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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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고문방지 약상 고문의 성립요소

1. 주체  요소, 객체  요소, 고의   목  요소 

고문은 통 으로 형사소송 차에서 증거를 확보하기 하여 사용되었기 때문에 자연히 

공무원이나 그 밖의 공무수행자에 의한 것만이 문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미주인권 약 등의 

국제문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 으로 고문은 반드시 공무수행자에 의한 것만으로 한정

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문방지 약은 고문을 정의함에 있어 “공무원 는 공

 자격으로 행동하는 사람”(by …… a public official or other person acting in an 

official capacity)이라고 규정하여 원칙 으로 공무수행자에 의한 고문만을 그 용 상으

로 하고, “(공무수행자의) 교사, 동의, 묵인 아래”(at the instigation of or with the 

consent or acquiescence of) 사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행 까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

다. 따라서 사인도 공무원의 교사, 동의, 묵인 아래 고문을 행함으로써 행  주체가 될 수 

있다. 다만 순수하게 사인에 의해 행하여진 고문은 일종의 가 된 형태의 폭행으로서 비록 

피해자에 한 결과는 같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고문에 해당되지 않는다.11)

그런데 유럽인권재 소는 1998년의 A v. the United Kingdom  사건에서 사인에 의한 

고문행 도 유럽인권 약의 용 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단함으로써 논란의 소지를 제

공하고 있다.  사건에서 피해자는 자신이 9살이었을 때 상습 으로 그 계부로부터 회 리

로 심하게 폭행을 당하 는데 국가는 이러한 폭력으로부터 그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 다. 그 계부는 상습아동폭행죄 의로 기소되었으나 그것은 합리 인 훈육의 범  

내에 속한다고 하여 무죄평결을 받았다. 이에  인권재 소는  인권 약 제3조에서 규정

하고 있는 고문  기타 부당한 처우의 지는 국가에 하여 그 할권 내에 있는 개인들

이 사인에 의한 부당한 처우를 포함하여 고문, 비인도  는 굴욕 인 처우나 형벌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기 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특히 아동이나 기타 사회  약자는 

인간 존엄의 한 침해에 하여 효과 인 방어의 형태로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한이 있

다고 단하 다.12) 

역사 으로 고문은 주로 자유를 박탈당한 자이거나 어도 고통을 가하는 자의 사실  

권력이나 통제 하에 있는 자에 하여 행하여져 왔다. 좀더 구체 으로는 피해자가 사회 , 

경제 , 인종 으로 불리한 그룹, 즉 흑인, 난민, 여성, 아동 등에 속해 있을 때 고문이 더 

쉽게 발생한다는 것이다.13) 약은 고문의 객체에 하여 막연히 ‘어떤 자(a person)’라고 

11) 최태 , “고문방지 약”, 국제인권법, 창간호(1996), 145~146쪽.

12) A v. the United Kingdom,  Judgement of the ECHR, 23 September 1998, para. 22.

13) 민경식,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 앙법학, 제7집 제1호(2005년 2월), 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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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고문희생자를 특별히 정의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와 같은 역사  의미에 있어서 고

문과 마찬가지로 자유를 박탈 당한 자 등에 한정된다고 이 상당하다.14) 

고문은 반드시 가해자의 고의에 기한 것이어야 한다. 약 제1조도 “고의 으로 가하

는”(intentionally inflicted) 이라고 하여 이 을 분명히 하고 있다. 고문행 로 인하여 피

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와 같은 결과 가 범의 경우에는 비록 그 결과를 

처음부터 의도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결과의 발생을 견할 수 있었을 때’15)에는 그 

결과에 하여도 책임을 져야 함은 물론이다(우리 형법 제15조). 

일반 으로 고문은 일정한 목  요소를 내포한다. 이에 따라 약도 고문을 정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4가지의 목 , 즉 ① 어떤 개인이나 제3자로부터 정보나 자백을 얻어내기 

한 목 , ② 개인이나 제3자가 실행하 거나 실행한 의가 있는 행 를 처벌하기 한 

목 , ③ 제3자를 박, 강요할 목 , ④ 모든 종류의 차별에 기 한 이유를 들고 있다. 와 

같은 4가지의 목 은 시규정에 불과한가, 아니면 그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으면 

고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열거규정인가에 하여는 약 안 작성 단계에

서부터 논란이 제기되었다. 결론 으로는, 양쪽 견해를 충하여 “…… 와 같은 목 (such 

purpose as)”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원칙 으로 시규정으로 보면서도 그 행 의 목 이 

시된 4가지의 목 과 어떤 공통성을 가져야 한다고 제한하 다.16)

2. 행  요소(행 태양)

고문은 ‘극심한 고통 는 피해’(severe pain or suffering)의 발생을 제로 한다. 여기

서 우선 문제되는 것은 고문에 이르는 고통 는 피해의 강도(severity)이다. 이는 피해자

의 육체  상태와 정신  항력 등의 상황에 따라 상 이다.17) 따라서 이에 한 단은 

부당한 처우의 지속기간, 정신   육체  효과,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의 성별, 연령  

건강상태 등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유럽인권재 소는 1978년의 Ireland v. United Kingdom  사건에서 북아일랜드의 수사 

담당자가 피구 자에 하여 사용한 5가지 신문방식, 즉 ① 벽에 세우기(wall-standing: 

피구 자를 긴장된 자세로 있도록 몇 시간 동안이고 강요하는 것으로서, 사지를 죽 펴고 벽

에 기 여 손은 머리  벽면 높이로 든 채 다리는 벌리고 발바닥을 벽에 붙임으로써 몸무

14) 최태 , 앞의 논문 (주11), 147쪽.

15) 여기서 말하는 ‘ 한 결과에 한 견가능성’은 일반 인 객  귀속의 척도로서의 객  견가능성

(객객  주의의무 반)과 특별한 객  귀속의 척도로서의 구체 으로 발생한 결과에 한 객  

견가능성(상당성 련)을 넘어 행 자의 정신 , 신체 인 능력과 인식을 기 으로 한 주  견가능

성(과실)까지를 포 하는 의미하는 것으로 악하는 견해가 있다 {김일수, 『형법총론 제5 』(서울; 박

사, 1997), 553쪽}.

16) 최태 , 앞의 논문 (주11), 148쪽 (이러한 에서 본다면 미주고문방지 약 제2조에서처럼 “any other 

purpose”라고 하여 좀더 포 으로 명백히 규정하는 것이 좋았을 듯하다).

17) 민경식, 앞의 논문 (주13), 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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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를 주로 발가락 끝에 의지하도록 하는 것임), ② 머리에 올려놓기(hooding: 검정색 는 

남색 가방을 피구 자의 머리 에 올려놓는 것으로써 어도 기에는 신문시를 제외하고 

계속 올려놓음), ③ 소음내기(subjection to noise: 신문 에 계속 인 쇠소리가 나는 방에 

억류함), ④ 잠 안 재우기(deprivation of sleep: 심문 에 피구 자에게 잠을 못 자게 함), 

⑤ 음식과 음료수 제공거부(deprivation of food and drink: 신문  는 수감  피구

자의 음식량을 임)와 같은 신문방식이 유럽인권 약 제3조 소정의 (고문에 미치지 아니하

는) 비인도 이거나 굴욕 인 처우에 해당함은 만장일치로 결정하 다. 나아가 와 같은 

신문기술이 고문에 해당하는가에 해서는 “재 소는 약 제3조에 구 된 이 개념과 비인

도 이거나 굴욕 인 처우와의 구별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 구별은 기본 으로 가해진 고통

의 강도 차이에서 생된다는 것이 재 소의 견해이다. 고문과 비인도  는 굴욕 인 처

우를 구별하면서 매우 심각하고 잔인한 피해를 야기하는 비인도  처우를 특별히 치욕 인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이 약의 의도로 보인다고 생각하고 있다.  다섯 가지 심문기술이 

혼합되어 사용될 때는 일반 으로 이해되는 고문이라는 단어가 함축하는 특정한 강도와 잔

인성의 피해에 이르게 될 수 있다.”고 하여 의 각 신문방식은 개별 으로 사용되는 경우

에는 비인도 이고 굴욕 인 처우에 불과할 뿐 고문에 미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5가지 

신문방식을 혼합하여 사용한다면 그것은 곧 고문에 해당될 수 있다고 단하 다.18) 이 

결은 고문(고문방지 약 제1조)과 그에 미치지 아니하는 잔혹한, 비인도  는 굴욕 인 

처우와 형벌(제16조; 이하에서는 편의상 약칭하여 ‘부당한 처우, ill-treatment’라고 한다)

을 구별하는 기 을 제시한 선례가 되었다. 그 후 유럽인권재 소는 2000년의 Salman v. 

Turkey  사건에서 구 될 당시 건강한 상태 던 피해자가 그의 발에 타박상과 찰과상을, 그

리고 흉부에 골 상을 각 입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러한 부당한 처우의 성격

과 정도  그것이 신문 에 이루어졌음이 추정되는  등을 종합하여 고문에 해당한다고 

단하 다.19) 한 개인이 건강한 상태에서 구 되었다가 석방 당시에 상해를 입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국가는 그러한 상해가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지에 하여 납득할 만한 설

명과 피해자의 주장을 배척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유럽인권재 소의 

확립된 태도이다.20)

그런데 이스라엘 법원은 1999년 비 경찰조직인 안보총국(General Security Service)

이 테러활동에 련된 팔 스타인 피의자에 한 특정한 신문방식, 즉 ‘ 당한 고

18) Ireland v. United Kingdom,  Judgement of the ECHR, 18 January 1978, 2 EHRR 25, para. 167.

19) Salman v. Turkey, Judgement of the ECHR, 27 June 2000.

20) Colak and Filizer v. Turkey, Judgement of the ECHR, 8 January 2004, Application nos. 

32578/96 and 32579/96, para. 30; Selmouni v. Fance [GC], no. 25803/94, para. 87, ECHR 

1999-V; Aksoy v. Turkey,  Judgement of the ECHR, 18 December 1996, Reports of Judgements 

and Decisions 1996-VI, p. 2278, para. 62; Tomasi v. France, Judgement of the ECHR, 27 

August 1992, Series A no. 241-A, pp. 40~41, paras. 108-111; Ribitsch v. Austria, Judgement of 

the ECHR, 4 December 1995, Series A no. 336, p. 26, para.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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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moderate torture)의 합법성에 한 획기 인 결을 선고함으로써 한 때 논란이 된 

이 있다.21)  결에 의하면 GSS에 의한 팔 스타인 피의자에 한 표 인 신체  

고통을 가하는 신문방식으로 흔들기(Shaking, 피의자의 상체를 앞뒤로 강하게 흔듦으로써 

목과 머리가 후좌우로 빠르게 흔들거리게 되어 심각한 뇌손상, 척수손상, 두통을 야기하

거나 피의자의 의식을 잃게 하고 통제 불가능한 구토나 방뇨를 일으킬 수도 있음), 속칭 ‘샤

바흐’(Shabach)’ 자세로 기시키기,22) 개구리 자세로 웅크리기(Frog Crouch), 수갑을 과

도하게 조르기, 수면박탈(샤바흐 자세, 큰소리의 음악, 쉬지 않고 계속되는 강도 높은 신문

으로 인하여 잠을 잘 수가 없음) 등을 들 수 있는데, 이스라엘은 건국 기부터 자신의 존재

와 안보를 한 지속 인 투쟁을 이어왔고, 이스라엘을 말살하려는 목표를 가진 테러조직에 

의한 테러활동과 질서교란행 는 군인과 민간인,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그 장소를 불문하

고 계속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1996년 1월 1일부터 1998년 4월 15일까지 테러공격으로 

121명이 숨지고 707명이 사망한 역사  상황이라는 특수성을 제로 한 다음, “ 행법상 

GSS는 테러 의자에 한 신문에 있어 본질 으로 요구되는 정도 이상으로 흔들기, 샤바

흐, 개구리 자세로 웅크리기, 수면박탈방식을 사용할 권한을 가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단

하 다.23) 결국  결은 신문에 있어 본질 으로 요구되는 정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 당

한 고문’, 즉 피의자가 무고한 시민들의 사망을 포함한 국가에 한 박한 테러공격에 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단되는 상황에서 엄격히 제한된 신문 환경에서 사용된 ‘ 당한 신

체  강제’를 허용하고 있는 “Landau rules”에 따랐다면 그 신문의 합법성이 인정되고, 

한 GSS에 의한 신문방식이 당시 이스라엘 국내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시함으로써 

의회가 장래 그와 같은 차를 허용하는 입법을 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는 에서 비

을 받고 있다.24)

21) Eyal Benvenisti, "The Role of National Courts in Preventing Torture of Suspected Terrorists", 

EJIL, Vol. 8 (1997) No. 4, p. 596.

22) 원래 샤바흐는 ‘큰 소리로 외침’ ‘승리의 외침’ ‘승리로 기뻐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찬양어로서 ‘칭송’ 

‘찬양’ 등으로 번역되고 있는데, 신문방식으로서의 샤바흐는 지면 쪽으로 기울어진 작고 긴 의자 에 

피의자를 앉힌 후, 그의 한 손은 뒤로 묶어 의자의 앉는 부분과 등받이 사이에 끼워두고, 다른 한 손은 

의자 등받이 뒤쪽으로 하여 의자  부분에 묶어 두며, 다른 피의자들과의 의사소통을 방지하기 하여 

머리에는 불투명한 부 를 덮어 워 어깨 으로 숙이도록 한 채 큰 소리의 음악을 틀어놓고 장시간 동

안 그 상태로 두는데, 이러한 자세는 양팔에 심각한 근육통과 목과 머리에 통증을 일으킬 수 있다.

23) The Supreme Court of Justice of Israel, Judgement on the Interrogation Methods applied by 

the GSS, 6 September 1999, H.C. 5100/94, H.C. 4054/95, H.C. 6536/95, H.C. 5188/96, H.C. 

7563/97, H.C. 7628/97, H.C. 1043/99.

24)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against Torture:  Israel, 09/05/97, A/52/44, paras. 

253~260 (① 매우 고통스러운 환경 하의 구 , ② 특별한 환경 하에 두건으로 을 가림, ③ 장기간 고

음의 음악을 듣게 함, ④ 장기간 수면 박탈, ⑤ 죽음에 한 , ⑥ 극렬한 흔들기, ⑦ 오싹하게 하기 

하여 찬 공기의 사용 등은 약 제16조에 반될 뿐만 아니라 제1조 소정의 고문에 해당한다는 것이 

고문방지 원회의 견해라고 밝히면서, 테러에 의한 안보 에 직면한 이스라엘의 특수한 사정을 인식

하면서도  이스라엘 국내법원의 결 내용에 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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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문에 이르는 정도의 ‘고통과 피해의 강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육체  

상태와 정신  항력 등의 상황에 따라 상 일 뿐만 아니라, 시 와 장소에 따라서도 달

라진다고 할 것이므로, 고문 여부를 단함에 있어서는 그 행 당시의 상황도 아울러 고려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유럽인권재 소는 1999년의 Selmouni v. France  사건에서 “어떤 

행 가 과거에는 ‘고문’에 비되는 ‘비인도   굴욕 인 처우’로 분류되었던 것도 장래에

는 달리 분류될 수도 있다. 인권과 기본  자유의 보호의 역에서 요구되는 차 증가하는 

높은 수 은 상당하게 그리고 필연 으로 민주사회의 기본  가치에 한 반을 평가함에 

있어서 보다 엄격한 기 을 요청하고 있다.” 라고 단하 다.25) 이와 련하여 고문 련특

별보고 이 2003년 유엔인권 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HIV-감염 액의 고의  

투여, 구 자에 한 HIV- 련정보, 방교육  방법, 자발  시험, 자문, HIV- 련 건강

검진의 근 거부 그리고 치료시도의 근과 자발  참여의 거부도 지되어야 할 고문과 

그 밖의 부당한 처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 다.26) 

고문의 행 태양은 흔히 하나의 행 에 그치기보다는 여러 행 가 첩되는 형식을 취하

는 것이 일반 이다. 따라서 비록 개별 인 하나하나의 행 가 고문에 이르는 정도의 ‘극심

한’ 고통과 피해를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 행 가 첩되어 그 고통과 피해가 

가 됨으로써 약 제1조에서 요구한 고문에 이르는 고통과 피해에 해당될 수도 있다. 이와 

련하여 비록 고문에 한 것은 아니지만 행 의 첩  효과의 요성을 강조한 선례로는 

유럽인권재 소의 Dougoz v. Greece 사건 결(2001년)을 들 수 있다.  사건에서 피해

자는 국외추방을 기하면서 17개월 동안 2개의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었는데, 그가 수용된 

감방은 그 수용능력이 20명 정도이었음에도 100명이 수용되기 일쑤 고, 침 는 물론이고 

침구조차 갖춰지지 않았으며, 일부 피수용자는 복도에서 잠을 자야 했고, 화장실은 100명이 

사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으며, 온수도 거의 공 되지 아니하 고, 맑은 공기와 햇볕을 

마시거나 쪼일 수도 없었으며, 운동할 수 있는 마당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재 소는 과다한 수용과 수면시설의 부족 등과 같은 이러한 상황은 피해자의 장기간 구 생

활과 결합함으로써 굴욕  우에 해당한다고 단하 다.27) 

고문에 의해 야기되는 피해자의 고통이나 피해는 반드시 신체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  내지 심리  고통도 포함한다. 약은 이 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이는 

인 고문기술의 발달에 따른 심리  형태의 고문이 차 증가하는 상을 반 한 것이라

고 말할 수도 있다.28) 한 고문은 작 (act)의 형태로 이루어짐이 보통이다. 약도 작 만

을 언 하고 있을 뿐 부작 에 의한 고문에 해서는 아무런 언 도 없으나, 부작 도 고문

25) Selmouni v. France, Judgement of the ECHR, 28 July 1999, para. 101.

26)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Civil and Political Rights, including the questions of torture and detention", 

E/CN.4/2004/56, 23 December 2003, paras. 52~53. 

27) Dougoz v. Greece, Judgement of the ECHR, 6 March 2001.

28) 최태 , 앞의 논문 (주11), 1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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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행 태양으로 인정된다. 유럽인권재 소도 그와 같은 입장에 서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유럽인권재 소는 2001년의 Price v. United Kingdom  사건에서 증 장애인을 구

함에 있어서는 통상의 법 차를 수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개별  사정에 따른 특별

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것(부작 )은 곧 굴욕  처우에 해당한다고 단하

다.29) 미주인권재 소도 1997년의 Loayza Tamayo 사건에서 피해자는 외부와 차단된 상

태에서 하루에 23.5시간씩 습하고 추운 감방에 감 되었는데, 그 감방은 가로 2미터, 세로 

3미터 정도 고, 그곳에는 직 인 환기시설도 갖추어지지 않았고 직 인 햇빛도 들어오

지 않았으며, 단지 하루에 20~30분간씩 밖으로 나가 햇빛을 는 것이 허용되었을 뿐이고, 

라디오․신문․잡지도 허용되지 아니한 채 장기간 구 된 것과 련하여 “(그것이) 비록 신체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닐지라도, (그로 말미암은) 정신불안에 의한 심리   정신  고통

도 비인도  처우에 해당될 수 있다.”고 단하 다.30)

3. 합법 인 제재조치

고문방지 약 제1조 후단에 의하면, 합법 인 제재조치로부터 야기되고 이에 고유하거나 

부수 인 고통 는 피해는 고문에 해당되지 않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따라서 합법 인 

형집행 과정에서 고문에 해당하는 극심한 고통이나 피해가 발생하 다 하더라도  법조문

의 해석상 고문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약 제16조는 고문에 미치지 

아니하는 기타 잔혹한, 비인도 인 는 굴욕 인 처우나 형벌도 고문과 마찬가지로 이를 

방하기 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사국에게 의무지우고 있다. 여기서 주로 문제되는 것은 

국내법상 법 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체벌(혹은 신체형), 사형(사형의 집행방식과 사형

기 상)의 집행이 약 제16조 소정의 기타 잔혹한, 비인도 인 는 굴욕 인 처우나 형벌

에 해당할 것인가 여부에 있다.

체벌(corporal punishment)이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 주로 처벌과 교화를 목 으로 하여 

신체  폭력과 고통을 가하는 것을 포함하는 처벌을 말한다.31) 이러한 체벌의 지를 명확

하게 규정하고 있는 국제인권조약은 찾을 수가 없다.32) 다만 법  구속력이 없는 국제기구

의 결의 는 권고  의견에서 체벌에 한 언 을 발견할 수 있을 뿐이다. 유엔인권 원회

는 2002/38 결의에서 체벌의 정확한 의미에 하여 아무런 언 도 없이 막연히 “아동에 

한 체벌을 포함하여 일반 으로 체벌은 잔혹한, 비인도 인 는 굴욕 인 처벌이거나 심지

어 고문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각국 정부는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하 고, 고문특별

보고 도 체벌은 고문  기타 부당한 처우의 지규정과 양립할 수 없다고 연례보고서를 

29) Price v. United Kingdom, Judgement of the ECHR, 10 July 2001, para. 34.

30) Loayza Tamayo Case,  Judgement of the Inter-Am. Ct. H.R., September 17, 1997, Inter-Am. Ct. 

H.R. (Ser. C) No. 47 (1999), para. 57.

31) Jessica Wyndham, supra note 1, p. 39.

32) Ibid.,  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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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지속 으로 밝히고 있다.33) 한 인권이사회는 제20호 일반의견에서 “(잔혹한, 비인

도  는 굴욕 인 형벌)의 지는 범죄의 처벌이나 교육  는 교화  조치로써 명령된 

과도한 징벌을 포함하는 체형에 하여도 확장 용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하기도 하

다.34) 인권이사회는 2004년의 Pryce v. Jamaica  사건에서 피해자가 그의 여자 친구의 

모에게 상해를 가하여 구장애가 남도록 한 행 에 한 형벌로서 타마린드(열 산 콩과의 

상록수) 회 리로 6번 맞는 처벌을 선고받은 것과 련하여, 체벌의 지는 처벌받아야 할 

범죄의 성격을 불문하고 용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와 같은 체벌을 가하는 것은  B규약 

제7조에 반된다고 단하 다.35) 유럽인권재 소는 1978년의 Tyrer v. the United 

Kingdom  사건에서 법률상 신체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국의 Isle of Man 섬에 거주하

는 있는 소년이 실질  신체손상을 일으킨 폭력범죄로 유죄평결을 받아 사법  체벌의 결

을 선고받은 후 그 결의 집행으로써 경찰 으로부터 엉덩이를 벗겨 곤장을 맞은 데 하

여 이는 굴욕  형벌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하여, 사법  체벌은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 

하여 신체  폭력을 가는 것으로서 모든 차원 특히 사법부와 경찰의 차원에서의 국가제도

에 명백히 포함된 것이라고 그 성격을 밝힌 다음, 비록 피해자가 극심하거나 장기간의 신체

 고통을 입은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인간존엄과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기 한 고문  부

당한 처우의 주된 지 상 의 하나인 폭력이라 할 것이고, 이는 비록 고문에 이르지 않

았다 하더라도 굴욕 인 처우에는 해당한다고 단하 다.36) 한 형벌뿐만 아니라 학교에

서 교사의 학생에 한 훈육  체벌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럽인권 약 제3조 소정의 굴욕  

처우에 해당한다는 것이 유럽인권재 소의 확립된 태도이다.37) 이러한 선례가 축 됨으로

써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체벌은 그 국내법에서의 허용 여부를 불문하고 고문 는 부당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일반 이다.38) 따라서 체벌은 고문방지 약 제1조 후단의 규

정에도 불구하고 약 제16조 소정의 기타 잔혹한, 비인도 인 는 굴욕 인 처벌에 해당

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우리 법원도 교사의 학생에 한 체벌에 하여 ․ 등교육법령에 따르면 교사는 교

33) Interim Report by Special Rapporteur on the question of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to the UN General Assembly, A/57/173, 2 July 2002, para. 

48. 

34) General Comment No. 20: Replaces general comment 7 concerning prohibition of torture and 

cruel treatment or punishment (Art. 7): 10/03/92, CCPR General Comment No. 20. (General 

comments), para. 5.

35) Pryce v. Jamaica,  13/05/2004, CCPR/C/80/D/793/1998, para. 6.2.

36) Tyrer v. the United Kingdom, Judgement of the ECHR, 25 April 1978, (No. 26) 2 E.H.R.R. 1, 

paras. 29~30, 33.

37) Campbell and Cosans v. the United Kingdom,  Judgement of the ECHR, 25 Feb 1982, (No. 48) 

4 E.H.R.R. 293; Costello-Roberts v. the United Kingdom,  Judgement of the ECHR, 25 March 

1993, (No. 247C), 19 E.H.R.R. 112.

38) Jessica Wyndham, supra note 1, p.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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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를 할 수 있고 징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밖의 방

법으로 지도할 수 있는데, 그 지도에 있어서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신체 ․정신  고

통을 가하는 방법인 이른바 체벌로 할 수 있는바, 학생에 한 폭행, 욕설에 해당하는 지도

행 는 학생의 잘못된 언행을 교정하려는 목 에서 나온 것이었으며 다른 교육  수단으로

는 교정이 불가능하 던 경우로서 그 방법과 정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

 타당성을 갖추었던 경우에만 법령에 의한 정당행 로 볼 수 있고, 그 지 않고 교사의 

성격 는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공개 으로 학생에게 체벌․모욕을 가하거나, 학생의 

신체나 정신건강에 험한 물건 는 교사의 신체를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  부상의 험

성이 있는 부 를 때리거나, 학생의 성별․연령․개인  사정에서 견디기 어려운 모욕감을 주

어 방법․정도가 지나치게 된 지도행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객  타당

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단하 다.39)

다음, 고문방지 약은 당사국에 하여 국내법상의 사형제도 폐지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

러나 사형제도를 유지함으로써 뒤따르는 사형의 집행방식 등이 고문 는 부당한 처우에 해

당하는지 여부는 사형제도 폐지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사형이 고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련하여 문제되는 것은 먼  사형집행방식이다. 인권이사회는 1994년의 Chitat v. Canada  

사건에서 사형집행방식은 가능한 한 신체   정신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집행되

어야 한다는 제20호 일반의견40)을 재확인하면서, 질식가스나 시안화물가스에 의한 사형집

행방식은 잔혹하고 비인도  처우라고 단하 다.41) 둘째 사형집행 차가 문제된다. 사형

수 감방(death row)에 구 하는 그 자체만으로는 B규약 제7조(유럽인권 약 제3조) 반

이 아니라는 것이 인권이사회와 유럽인권재 소의 태도이다.42) 한 인권이사회에 의하면, 

사형집행의 장기간 지연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문 는 부당한 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43) 국내  구제 차가 완료된 후 어도 1년 이내에 사형집행이 가능한 경우에 불

과 8시간 만에 집행을 하 다 하더라도 역시 고문 는 부당한 우에 해당하지 아니하

나,44) 사형수 감방에서 풀려나온 후 집행시까지 20시간을 기하도록 하 다면 그것은 잔

혹하고 비인도  처우에 해당된다고 단하 다.45) 셋째 사형수 감방의 환경이다. 사형수를 

감방에 구 하는 경우에도 그것은 구 의 한 형태로 보아야 하고, 다른 모든 수용자들에 

39) 법원 2004. 6. 10. 선고 2001도5380 결.

40) Official Records of the General Assembly, Forty-seventh Session, Supplement No. 40 

(A/47/40), annex VI. A, general comment 20(44), para. 6.

41) Chitat v. Canada, 07/01/94, CCPR/C/49/D/469/1991, para. 16.3.

42) Clive Johnson v. Jamaica, 25/11/98, CCPR/C/64/D/592/1994, para. 10.4; Ocalan v. Turkey, 

Judgement of the ECHR, 12 March 2003.

43) Howell v. Jamaica,  07/11/2003, CCPR/C/79/D/798/1998, para. 6.3; Pratt and Morgan v. 

Jamaica,  07/04/89, CCPR/C/35/D/210/1987, para. 13.6.

44) Rolando v. Philippines, 08/12/2004, CCPR/C/82/D/1110/2002, para. 5.4.

45) Pratt and Morgan v. Jamaica,  07/04/89, CCPR/C/35/D/210/1987, para. 13.7.



스티스 통권 제87호 / 고문의 정의

－ 90 －

한 구 에 용되는 일반원칙이 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형수 감방에 구 되어 있는 기

간 동안 구타당하거나 기본 인 생시설이나 의학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B규약 제10조에 반된다.46) 인권이사회는 1997년의 Williams v. Jamaica  사건에서 피

해자가 사형수 감방에 상당한 기간 동안 구 됨에 따른 심리  향으로 말미암아 정신불안 

상태를 나타내고 그것이 극도로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그의 정신건강상태나 심

리를 검사하지도 않고 어떠한 치료도 하지 않은 것에 하여 이는 B규약 제7조, 제10조 제1

항에 반된다고 단하 다.47) 

마지막으로 이른바 ‘사형 기 상’(death row phenomenon)이다. 이는 사형수가 사형확

정 결을 받은 후 집행에 이르기까지 사형수 감방(death row)에 장기간 수용되어 지내게 

되는 극단  상황에서 발생하게 되는 심리  상을 말한다. 이것은 주로 사형확정 결시부

터 사형집행시까지의 시간  간격으로 말미암아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유럽인권재 소는 

1989년의 Soering v. the United Kingdom  사건에서 ‘사형 기 상’은 유럽인권 약 제3

조에 반되는 부당한 처우 의 한 형태라고 확인하 다.48) 반면에 인권이사회는 이러한 

‘사형 기 상’의 개념은 원칙 으로 비록 피고인에게 정신  고통을  수 있다고 할지라

도 사형선고를 한 재 차 진행의 지연 그 자체만으로는 잔혹한, 비인도 인 는 굴욕

인 처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확립된 선례에 배치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 다.49) 그러나 

인권이사회도 ‘사형 기’(death row)와 ‘사형집행장(death cell)’을 구별하여 자의 경우에

는 상당히 오랜 기간( 컨  14년)이 경과하더라도 규약 반에 해당하지 아니하나,50) 후자

의 경우에는 비교  짧은 기간( 컨  2주)일지라도 B규약 제7조에 반된다고 단하

다.51) 다만 인권이사회는 국내 항소법원이 약 13년간이나 이유가 기재된 결문을 송달하

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가 1981년부터 당해 범죄가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에서 제외

된 1992년까지 동안 사형수 감방에 수용되어 있을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엄청난 심리  

고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 인 1988년에는 5일 동안 사형집행장에 수용되었으며 

교도 들로부터 주기 으로 구타까지 당한 경우에는 B규약 반에 해당된다고 단하

다.52) 

46) Jessica Wyndham, supra note 1, pp. 57~58.

47) Williams v. Jamaica, 17/11/97, CCPR/C/61/D/609/1995, para. 6.4.

48) Soering v. the United Kingdom, [1989] ECHR (Series A), No. 161.

49) Howell v. Jamaica,  07/11/2003, CCPR/C/79/D/798/1998, para. 6.3; Pratt and Morgan v. 

Jamaica, 07/04/89, CCPR/C/35/D/210/1987.

50) Bailey v. Jamaica, 17/09/99, CCPR/66/D/709/1996, para. 7.6; Adams v. Jamaica, (Communication 

No. 607/1994) UN H.R.C. 30 October 1996, para. 8.1; Errol Johnson v. Jamaica, (Communication 

No. 588/1994) UN H.R.C. 22 March 1996, paras. 8.2~8.5.

51) Pennant v. Jamaica, 03/12/98, CCPR/64/D/647/1995, para. 8.6. 

52) Francis v. Jamaica, 03/08/95, CCPR/C/54/D/606/1994, para.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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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문에 미치지 아니하는 부당한 처우나 형벌

약 제16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제1조에 규정된 고문에 미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잔혹

한, 비인도 인 는 굴욕 인 처우나 처벌이 공무원 는 공  자격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다른 사람에 의하거나 는 이러한 사람의 교사에 의하거나 동의 는 묵인 하에 행하여질 

때에는 자국의 할권 하에 있는 토 내에서 그러한 행 를 방하기 한 조치를 취하도

록 당사국에게 의무지우고 있다. 고문에 미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 인 는 

굴욕 인 처우나 형벌은 무엇보다도 ‘극심한 고통과 피해’를 제로 하지 않는다는 에서 

고문과 구별된다. 유럽인권 원회는 일 이 1969년의 ‘Greek’ 사건에서 고문과 이에 미치

지 아니하는 부당한 처우와의 계에 하여 “모든 고문은 비인도 이고 굴욕 인 처우이어

야 하고, 비인도  처우는 굴욕 이어야 한다. 비인도  처우의 개념은 어도 특정한 상황

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고의 으로 정신  는 신체 인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처우를 

포함한다. 고문은 때때로 비인도  처우로 묘사되기도 하나, 그것은 일반 으로 비인도  

처우의 가 된 형태이다. 개인에 한 처우나 형벌은 그것이 다른 사람 앞에서 모멸감을 느

끼게 함으로써 자신의 의사 는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하도록 유도한다면 굴욕 이라고 말

할 수 있다.”고 단하 다.53) 한 ‘비인도 ’(inhuman) 처우와 ‘굴욕 인’(degrading) 처

우는 그 법  책임의 면에서 평가를 달리하는 것이 아니므로 굳이 구별의 실익은 없다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유럽인권재 소는 그 례를 통하여 양자간의 개념  구별을 명확히 하

고 있다.54) 즉, 비인도  처우는 비, 장기간 지속, 강한 육체   정신  피해, 격렬한 심

리  고통을 제로 하는 반면에, 굴욕 인 처우는 공포․분노․열등의 감정, 모멸감과 타락, 

신체  는 정신  항의 포기 등을 제로 한다는 것이다. 

한편 부당한 처우에 있어서도 ‘최소 수 의 극심함’(a minimum level of severity)이 

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여기서 최소 수 의 극심함이라 함은 고통 는 모멸감이 어떠한 

경우라도 자유의 합법  박탈로 인한 고통 는 모멸감의 필수요소를 과하여야 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55) 그런데 이에 한 단기 은 어디까지나 상 이다. 그것은 부당한 처우

53) ‘Greek' case, [1969] 1 Y.B. Eur. Conv. on Human Rights 1 (Eur. Comm. on Human Rights), p. 

186.

54) Ireland v. United Kingdom,  Judgement of the ECHR, 18 January 1978, 2 EHRR 25;  I.I. v. 

Bulgaria,  Judgement of the ECHR, 9 June 2005, Application no. 44082/98, para. 66; Mayzit v. 

Russia,  Judgement of the ECHR, 20 January 2005, Application no. 63378/00, para. 36;  Ramirez 

Sanchz v. France, Judgement of the ECHR, 27 January 2005, Application no. 59450/00, para. 

97; M. Janis et. al., European Human Rights - Text and Materials - (Oxford; Clarendon 

Press, 1995), p. 132.

55) I.I. v. Bulgaria, Judgement of the ECHR, 9 June 2005, Application no. 44082/98, para. 68; 

Nevmerzhitsky v. Ukraine, Judgement of the ECHR, 5 April 2005, Application no. 54825/00, 

para.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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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속기간과 방법, 정신   육체  효과,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의 성별, 연령  건강

상태 등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은 유럽인권재 소의 확립된 태도이다.56) 이에 

따라 고문과 이에 미치지 아니하는 부당한 처우와의 구별에 하여, 유럽인권재 소는 2001

년의 Denizci v. Cyprus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경찰 에 의해 구 된 후 구타당하 다는 

주장에 하여 경찰 이 피해자들을 구 한 후 고의 으로 그 정도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으

로 부당한 처우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경찰 이 자백을 얻어낼 목 이 있는지  구타

의 정확한 성격과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에 하여 구체  사실을 확정할 수 없고, 몇몇 피

해자가 한 부상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당한 처우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증

거가 없다는 이유로, 와 같은 부당한 처우는 고문에 이르지 않는다고 단하 다.57) 반면

에 인권이사회는 고문과 부당한 처우 간의 구별에 한 ‘정도 이론’(degrees theory)에 근

거한 개념  근방법으로는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을 수 없다고 하면서, 1982년의 제7호 

일반의견을 체한 1992년의 제20호 일반의견에서는 고문을 비롯한 여러 유형의 처우 간의 

개념  구별 내지 일반  정의를 발 시키는 것을 자제하고, 그 신에 실제로 실행된 처우

의 성격, 목   정도에 따른 구별을 강조하면서 개별 사건에서 실 으로 발생한 반에 

한 특정한 사실인정에 을 두었다.58) 한 인권이사회는 1983년의 Estrella v. 

Uruguay 사건에서도  제20호 일반의견의 취지를 언 하면서 “처우 는 형벌의 다양한 

지유형들간의 명확한 구별을 지울 필요는 없다. 이러한 구별은 문제된 특정한 당해 처우

의 종류, 목   심각성의 정도에 달린 것이다.”라고 단하 다.59)

부당한 처우는 좁은 의미의 고문(제1조)과는 달리 고의 , 목  요소를 성립요건으로 

하지 않으며,60) 고의  행 보다는 부작 에 의해 발생한다.61) 유럽인권재 소는 2004년의 

56) SaId v. the Netherlans,  Judgement of the ECHR, 5 July 2005, Application no. 2345/02, para. 47; 

I.I. v. Bulgaria, Judgement of the ECHR, 9 June 2005, Application no. 44082/98, para. 66; 

Nevmerzhitsky v. Ukraine, Judgement of the ECHR, 5 April 2005, Application no. 54825/00, 

para. 80; Ramirez Sanchz v. France, Judgement of the ECHR, 27 January 2005, Application no. 

59450/00, para. 97; Mayzit v. Russia, Judgement of the ECHR, 20 January 2005, (Application 

no. 63378/00), para. 35; Thampibillai v. The Netherlands, Judgement of the ECHR, 17 February 

2004, (Application no. 61350/00), para. 60; Venkadajalasarma v. The Netherlands, Judgement of 

the ECHR, 17 February 2004, (Application no. 58510/00), para. 62; Kmetty v. Hungary, 

Judgement of the ECHR, 16 December 2003, (Application no. 57967/00), para. 32; Ireland v. the 

United Kingdom, Judgement of the ECHR, 18 January 1978, Series A no. 25, 2 EHRR 25, p. 

65, para. 162; Vuolanne v. Finland, H.R.C. Report, G.A.O.R., 44th Sess., Supp. 40, p. 249 (1989).

57) Denizci and Others v. Cyprus, Judgement of the ECHR, 23 May 2001.

58) General Comment No. 20: Replaces general comment 7 concerning prohibition of torture and 

cruel treatment or punishment (Art. 7): 10/03/92, CCPR General Comment No. 20. (General 

comments), para. 4.

59) Estrella v. Uruguay, [1983] 2 Selected Decisions H.R.C. 93, para. 2.

60) Nevmerzhitsky v. Ukraine, Judgement of the ECHR, 5 April 2005, Application no. 54825/00, 

para. 80; Peers v. Greece, no. 28524/95, paras. 67~68, 74, ECHR 2001-III; Valasinas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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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astanov v. Bulgaria  사건에서 비록 극심한 신체  고통과 피해를 받아 그로 인한 신체

 상해가 장기간 계속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경찰 의 임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자백을 받거나 신체   정신  항을 억압하는 등의 목  하에서 고의

으로 가해진 것이 아니라면 비인도  처우에 해당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극심한 고통일지

언정 그것이 고문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단하 다.62) 그러나 이와 같이 부당한 처우

가 반드시 고의  행 를 제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고의의 부존재는 손해배상액의 산

정에서 고려될 수 있다.63) 한 약은 부당한 처우에 하여는 고문과 달리 당사국의 의무 

범 를 상당히 좁히고 있다. 즉, 당사국에게 약 제10조(고문방지교육), 제11조(고문방지제

도의 검), 제12조(고문행 에 한 신속하고 공평한 조사), 제13조(피해자의 고소와 조사

를 받을 권리의 보장)에 따른 의무만 부과하고 있다(제16조 단서). 안 비과정에서는 제

3조, 제14조  제15조에 따른 의무가 고문에 미치지 아니하는 처우나 처벌에도 용되어야 

할 것인지 여부에 하여 논란이 제기된 바 있으나, 결국 이들 조항에 따른 의무는 용되

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던 것이다.64) 다만 국제법규 는 국내법에 있는 범 한 보

호는 고문에 미치지 아니하는 처우나 처벌에 하여 약이 규정하고 있는 와 같은 제한

된 보호에 의해 향 받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 다( 약 제16조 제2항). 컨 , 인도 

는 추방될 사람이 고문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잔혹한, 비인도 인 는 굴욕 인 처우나 처

벌을 받을 험이 있다고 믿을만한 실질 인 근거가 있는 타국으로의 인도 는 추방의 

지가 다른 국제법규 는 국내법규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한  약 제3조가 오로지 고문

에만 용된다고 하여 이들 법규에 의하여 인정된 인도 는 추방 지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65)

Ⅳ. 고문 는 부당한 우의 구체  행 유형

1. 구  상태 하에서의 고문 는 부당한 처우

고문은 체포 는 구  상태에 있는 피의자 는 피고인에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Lithuania, no. 44558/98, para. 101, ECHR 2001-VIII;  Ireland v. United Kingdom, [1978] 

ECHR, Series A, No.25, para. 162; V v. United Kingdom,  [1999] ECHR, Series A, No.9, para. 

71.

61) Denizci and Others v. Cyprus, Judgement of the ECHR, 23 May 2001.

62) Krastanov v. Bulgaria, Judgement of the ECHR, 30 September 2004, Application no. 50222/99, 

para. 53.

63) Price v. United Kingdom, Judgement of the ECHR, 10 July 2001, para. 34.

64) 법무부,『인권정책자료 유엔고문방지 약』(1995), 185쪽.

65) 법무부, 앞의 책 (주64), 185~1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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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이다. 그러나 체포 는 구 행  그 자체는 그것이 자의 이거나 법에 정한 요건과 

차에 따르지 않는 법한 것이 아닌 이상 고문 는 부당한 처우에 해당하지 않음은 물론

이다. 그런데 일응 법한 차에 따른 구 이라고 하더라도 그 피의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에 한 특별한 배려를 하지 아니하 다면 고문 는 부당한 처우라고 할 것인

가. 이에 하여 유럽인권재 소는 2001년의 Price v. United Kingdom  사건에서 구 된 

피해자의 개별  사정은 그를 구 한 공무원에게 특별한 의무를 부여한다고 하면서 통상의 

법 차 이외에 그러한 특별한 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도 굴욕  처우에 해당한다고 단하

다. 즉 피해자는 해표지증(phocomelia, 손과 발이 단축된 팔과 다리에 붙어 있는 선천  

기형)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경찰서와 교도소에 구 되어 있는 동안 독감에 걸렸고, 당한 

침 가 없어 잠을 제 로 잘 수 없었으며, 화장실을 이용하는 동안 남자 공무원에 의해 도

움을 받음으로써 모멸감을 가지게 되었고, 방실 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

았다. 유럽인권재 소는 그와 같은 조건 하에서 증 장애인인 피해자를 구 한 것은 굴욕

 처우에 해당한다고 단하 던 것이다.66) 

한편 비록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은 개별화된 처우가 요구되지 않는 경우에도, 피의자 

는 피고인, 수형자를 구 하거나 수용함에 있어서 법이 요구하는 기본  요건과 차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그것은 고문 는 부당한 처우에 해당할 수도 있다.67) 컨 , 외부

와 차단된 채 잘 알려지지 않는 곳에 장기간 수용하는 행 ,68) 가로 6피트 세로 14피트의 

독방에 10년간 수용하면서 하루 평균 3.5시간 동안만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고 휴식시설

이나 도서반입도 지하는 행 ,69) 알몸상태에서 두건을 운 채 감방에 넣어두거나 마취제

를 투여한 상태에서 신문하는 행 , 양실조에 걸릴 정도로 음식제공을 제한하는 행 , 어

둠과 고립상태에서 하루에 22시간씩 감치하는 행 ,70) 감방 안에서 피해자를 언론에 노출

시키거나 1년에 한번 찾아오는 가족의 면회를 거부하거나 통신의 송수신을 차단하는 행

,71) 간수자가 죄수를 폭행하거나 반복 으로 그의 침실을 물에 젖게 하는 행 ,72) 여러 

날 동안 음식과 물을 박탈하거나 그러한 부당한 처우 후에도 의학  치료를 거부하는 행

66) Price v. United Kingdom, Judgement of the ECHR, 10 July 2001, para. 34.

67) Jessica Wyndham,  “Torture Background Paper", Advisory Council of Jurists, 『The Asia 

Pacific Forum』(2005. 8.), p.22.

68) Atachahua v. Peru, 16/04/96, CCPR/C/56/D540/1993, para. 8.5; N'Goya v.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16/04/96, CCPR/C/56/D/542/1993, para. 5.5; El-Megreisi v. Lybyan Arab Jamilhiriya, 

24/03/94, CCPR/C/50/D/440/1990, para. 5.4; Velasquez Rodriguez Case,  Judgement of the 

IACHR, 28 July 1988, Series C No.4, para. 156; Godinez Cruz Case,  Judgement of the IACHR, 

20 January 1989, Series C No.5, para. 164; Villagran Morales Case, Judgement of the IACHR, 

19 November 1999, Series C No.63, para. 162-164.  

69) Edwards v. Jamaica,  19/08/97, CCPR/C/60/D/529/1993, para. 8.3.

70) Robinson v. Jamaica,  13/04/2000, CCPR/C/68/D/731/1996, paras. 10.1~10.2.

71) Polay v. Peru, 09/01/98, CCPR/C/61/D/577/1994, para. 8.5.

72) Young v. Jamaica,  17/12/97, CCPR/C/61/D/615/1995/Rev.1, para.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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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등은 고문에 해당하거나, 잔혹한, 비인도  는 굴욕 인 처우에 해당한다.

구  상태에 있는 피의자, 피고인 는 수형자에 하여 법집행공무원은 필요에 따라 권

총 등을 이용한 강제력을 사용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고문 는 부당한 우에 해당

하는가. 그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피구 자에 한 무력 사용 는 폭력 행사는 오로지 반드

시 필요한 경우에 자신의 임무 수행을 하여 필요한 범  내에서, 한 다른 수단이 비효

율 이거나 당  의도된 결과를 기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외 으로 허용되나(소  

비례성의 원칙), 가능한 한 무력 사용에 앞서 비폭력  수단을 사용하여야 하고, 무력을 사

용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더라도 그 피해의 정도를 최소화하며 생명을 존 하고 보호하여야 

함은 물론이다.74) 우리 행형법에 있어서도 수용자가 자살을 하려고 하는 때 등에는 교도

은 당해 수용자를 제압하기 하여 신체 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의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고, 수형자가 다른 사람에게 한 해를 가하는 때 등에는 교도 은 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그것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4조의2, 제15조). 

이와 련하여 유엔인권이사회는 2000년의 Robinson v. Jamaica 사건에서 수형자에 한 

구타는 그 수형자를 이감함에 있어 특정한 감방에서 떠날 것을 수차 지시하 음에도 이를 

무시하므로 어쩔 수 없이 강제 으로 이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당사국의 주장에 

하여 그 수형자가 머리, 등, 가슴  다리부분에 입은 상해는 강제 으로 이감하는 데 필

요한 정도를 넘는 것이라고 단하 다.75) 한 1999년의 Henry v. Trinidad and 

Tobago  사건에서도 수형자인 피해자는 담당교도 으로부터 머리 부분을 구타당하 다고 

주장함에 하여, 당사국은  구타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담당교도 이 자신을 방어할 목

이었으므로 정당화된다고 주장하 으나, 유엔인권이사회는 피해자의 교도 에 한 폭행 

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감독 의 조사결과를 원용하여  구타행 가 정당방 라는 

당사국의 주장을 배척하고 약(B규약 제7조) 반을 인정하 다.76)

구  상태에 있는 피의자, 피고인 는 수형자에 하여 보안목 의 알몸 수색이나 수갑 

사용이 고문 는 부당한 처우에 해당할 것인가. 우리 행형법에 의하면 교도 은 수용자의 

도주 등의 방지 기타 교도소 등의 안 과 질서유지를 필요한 경우 수갑 등의 계구를 사용할 

수 있고, 수용자의 신체 등을 검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4조, 제17조의2). 이

와 련하여 유엔인권이사회는 2003년의 Cabal and Bertran v. Australia  사건에서 교도

소의 이감을 한 수송과정에서 12개 내지 17개를 서로 연결한 수갑을 차야 했고, 그때마다 

알몸 수색을 당하여야만 했는데, 이는 B규약 제7조에 반된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에 하

여, 이감과정에서의 탈주 등과 같은 사태 발생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과 교도소의 안

73) Miha v. Equatorial Guinea, 10/08/94, CCPR/C/51/D/414/1990, para. 6.4; Ilhan v. Turkey, 

Judgement of the ECHR, 27 June 2000.

74) Jessica Wyndham, supra note 1, p. 26.

75) Robinson v. Jamaica,  12/04/2000, CCPR/C/78/D/731/2000, para. 10.3.

76) Henry v. Trinidad and Tobago, 10/02/99, CCPR/C/64/D/752/1997, para.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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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질서유지를 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해자들의 모멸감을 최소화하는 방법으

로 알몸 수색이 이루어졌다는  등을 들어 피해자들에 한 와 같은 수갑 사용과 알몸 

수색은  B규약 조항에 반되지 않는다고 단하 다.77) 그러나 유럽인권재 소는 2002

년의 Mouisel v. France 사건에서 증의 백 병을 앓고 있는 수용자를 치료 받게 할 목

으로 병원으로 이송하면서 그 수용자에 해 수갑을 채운 것은 그의 건강상태 등에 비추

어 보면 불필요한 조치 던 것으로 보이고, 도주 방지 등 기타 안 을 고려하더라도 비인도

 내지 굴욕  처우에 해당한다고 단하 고,78) 한 2001년의 Iwanzcuk v. Poland 사

건에서는 사기 의로 재 을 기하면서 구  상태에 있는 피해자가 국회의원선거에 투표

를 하도록 허락받아 외출을 하기 하여 신체검사를 함에 있어서 속옷까지 벗어야 했고 그

의 알몸에 한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언어폭력을 당하자 이를 거 한다는 이유로  외출

이 거부된 것은 피해자가 과거 폭력 력이 없고 알몸 수색의 강제를 정당화할 수 있는 합

리  이유가 없으며 때로는 알몸 수색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한 방법에 따라

야 할 것인데 와 같은 교도 의 행 는 피해자로 하여  모멸감과 열등감을 불러일으키도

록 할 의도임이 분명한 이상 이는 굴욕 인 처우에 해당한다고 단하 다.79) 

그런데 우리 법원은 피의자에 한 알몸 수색방법의 신체검사는 비록 고문(형법 제125조 

소정의 폭행, 가혹행 )에 해당한다고 하지 않더라도 국가배상법상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에 

해당한다고 단하고 있다. 우리나라 구 행형법(1999. 12. 28. 법률 제6038호로 개정되기 

의 것)과 피의자유치 호송규칙(경찰청 훈령 제285호)에 의하면, 수용자로서 교도소 등에 

신입하는 자에 하여는 신체 등을 검사하여야 하고, 간수자는 피의자를 유치함에 있어서는 

그 신체에 흉기 등의 은닉소지 여부를 철 히 검사하여야 하되, 다만 여자피의자의 경우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시켜야 하고, 간수자가 피의자의 신체를 검사함에 있어서는 두발을 비롯

한 신체의 각 부분과 의복  양목의 속까지 면 한 검사를 실시하여 흉기는 물론 독극물 

등을 은닉, 소지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노총의 조합원

으로서 여자들인 원고들은 선거법 반의 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 인치된 후 피의자

로서 조사를 받음에 있어  선거법 반이라는 경미한 피의사실로 체포되었고 흉기를 휴

한 사실도 없으며 48시간 내에 석방될 것이 확실하여 자해의 우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유

치장 입감 때에 신체검사를 받아 변호인 견 후 재입감 때에는 더 이상의 신체검사가 필요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수사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수사에 조를 하지 않았다는 이

유로 알몸 상태에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3회 가량 반복하여 실시한 것은 명백한 가혹행 에 

해당하고, 이러한 신체검사는 그 목  달성에 필요한 한도를 히 넘은 것으로서 법하

다 할 것이므로, 국가는 그 소속 공무원인 경찰 의 와 같은 직무집행상의 법행 로 원

고들이 입은 정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국가배상청구를 하 다. 이 사건

77) Cabal and Bertran v. Australia,  19/09/2003, CCPR/C/78/D/1020/2001, para. 8.2.

78) Mouisel v. France, Judgement of the ECHR, 14 November 2002.

79) Iwanczuk v. Poland, Judgement of the ECHR, 15 November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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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결80)을 기, 환송하면서 “  호송규칙은 경

찰청장이 련 행정기   그 직원에 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을 발한 행정조직 내

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고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

는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처분이라고 하여 당연히 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한 

법하거나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가 오랜 기간 반복되어 왔고 그 동안에 그에 한 이의가 

없었다고 하여 그 공권력 행사가 법하거나 정당한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신체검사의 방법이 법한지 여부는 근거법령인 행형법의 규정과 취지에 따라 별도로 단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제한 다음, “이러한 신체검사는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  내에서 

한 수용자의 명 나 모멸감을 포함한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배

려한 상당한 방법으로 행하여져야만 할 것이고, 특히 수용자의 옷을 부 벗긴 상태에서 앉

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게 하는 것과 같은 방법의 신체검사는 수용자의 명 나 모멸감을 심

하게 손상하므로 수용자가 신체의 은 한 부 에 흉기 등 반입이나 소지가 지된 물품을 

은닉하고 있어서 다른 방법(외부로부터의 찰ㆍ 진에 의한 검사, 겉옷을 벗고 가운 등을 

걸치게 한 상태에서 속옷을 벗어서 제출하게 하는 등의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으로는 은닉

한 물품을 찾아내기 어렵다고 볼 만한 합리 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신체검사의 경우 그와 같은 합리 인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한계를 일탈한 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라고 단하 다.81)

 법원 결이 선고된 후에는 하 심 법원은  결의 취지에 따라 유치장 입감시 신

체검사의 법성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조합원

들로서 여자들인 원고들이 노동조합이 주최한 집회와 련하여 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

서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은 후 유치장으로 이동하여 유치장 입감 차를 받게 되었는데, 여

자경찰 이 유치장 내에 있는 신체수색실로 원고들을 1명 내지 2명씩 들어오게 하여 상의

를 입은 상태에서 지어를 풀라고 한 후 상의 로 원고들의 신체를 만지는 방법으로 신

체를 수색한 다음 원고들에게 가운을 입게 하지 않은 채 뒤돌아서서 하의를 무릎까지 내린 

상태에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1 내지 2회 가량 하는 방법으로 신체검사를 하 고(당시 원고 

 1명은 생리 이었다), 원고  일부가 항의하면서 입고 있던 상의에 달린 끈의 제거를 

80) 서울고등법원 2001. 7. 6. 선고 2000나59403 결 (이에 의하면, 여자경찰 이  호송규칙에 따라 혼자 

안에서 시정이 가능한 폐된 장소인 신체검사실에서 원고들을 뒤로 돌아서게 하여 등을 보이고 스스로 

속옷을 포함한 상, 하의를 겨드랑이와 무릎까지 탈의한 상태에서 3회 정도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한 사

실을 인정하면서도, 만일 경찰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에 하여 가혹행 를 하거

나 특히 여성으로서의 성  모멸감을 자극하는 방법으로 신체 , 정신  고통을 가하는 행 를 하 다면 

이는 인권침해행 로서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 라 할 것이고, 국가는 공무원의 그러한 불법행 에 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이 사건에 하여 보면 원고들이 비록 재입감시 신체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주 으로는 성  모멸감을 느끼고 정신  고통을 받았다 하더라도,  인정과 같은 사실만으

로는 경찰 이 원고들에 하여 가혹행 를 하 다거나 특히 여성으로서의 성  모멸감을 자극하는 방법

으로 신체 , 정신  고통을 가하 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 다).

81) 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다51466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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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하자 끈을 가 로 자르기도 하 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배상청구를 하 다. 이에 서울지

방법원은  법원 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들에게 가운을 입게 하는 등의 조치도 없이 

이 사건 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은 유치장 내의 안   질서유지, 유치인의 생명  신체의 

보호라는 본래의 목 달성에 필요한 한도를 일탈한 것으로서 법행 에 해당한다고 이 

상당하고, 따라서 국가는 그 소속 공무원인 경찰 의 와 같은 직무상의 법행 로 인하

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  손해를 으로나마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단하 다.82)

피의자, 피고인 는 수형자에 하여 그들로부터 정보를 얻을 목 이나 항의표시로서의 

단식투쟁에 한 반 조치로써 강제 식을 실시하는 경우 이는 고문 는 부당한 처우에 해

당할 것인가. 이와 련하여 유럽인권 원회는 1984년의 X v. Germany 사건에서 어떠한 

상황 하에서는 일종의 항의표시로써 단식투쟁 인 수형자에 한 강제 식이 유럽인권

약 제3조 소정의 굴욕 인 처우를 충족하는 요소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약 반으로 인정

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본건에 있어서는 련 당국이 어떠한 음식의 섭취도 거부하고 있

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 함으로써 그의 상해 는 사망에 이르게 될지도 모를 험을 감수

할 것인가, 아니면 피해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할 수 있을 지도 모르나 그의 생존

을 하여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인가를 선택함에 있어서 오로지 피해자의 최선 이익을 

하여 행동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약 반이 없다고 단하 다.83)

2. 수사 는 신문 과정에서의 고문 는 부당한 처우

수사 는 신문 과정에서 구속피의자로부터 자백을 얻거나 정보를 캐내기 하여 고문 

는 부당한 처우가 발생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다. 우리나라의 고문 지에 한 법제도

는 부분 이러한 유형의 고문 는 부당한 처우를 제로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최근 수사  신문기법의 발달로 말미암아 그것이 지된 고문 는 부당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고 있다. 특히 피의자에 하여 직 으로 육체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고 정신 내지 심리 상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 다. 컨 , 구속피의자에 

하여 특정 개인 는 단체를 비난하도록 강요하기, 구속피의자의 자존심을 공격하거나 모욕

하기, 구속피의자에 한 우호  신문자와  신문자를 한 조로 만들어 신문하기, 구속

피의자에 한 음식제공방식을 변경하기, 구속피의자의 수면시간을 조 하기, 다른 피의자

로부터 분리하거나 고립상태에 두기, 빛을 차단하여 암흑상태에 두기, 한번에 20시간 이상

의 장기간 동안 신문하기, 종교서 과 같은 심리  안식을 주는 물품 없애기 등을 들 수 있

다.84)

82) 서울지방법원 2003. 4. 16. 선고 2002가단254987 결.

83) X v. Germany, [1984] 7 EHRR 152, paras. 153~154.

84) Jessica Wyndham, supra note  1, p. 31 (이러한 인 신문방식은 2002년 말경 ~ 2003년 경 쿠

바 소재 미국의 타나모 수용소에 구 되어 있는 테러리스트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기 하여 사용된 

것이라고 미국국방장 이 밝힌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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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지역  재 소, 국내법원의 결과 결정  인권 련 국제기구결의 등을 비롯

한 각종 국제문서에서 확인된 신문과정에서의 고문 는 부당한 처우에 해당되는 행 유형 

 정신  요소보다는 주로 신체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는, 매우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구 상태를 유지하는 행 , 특별한 조건 하에서 두건으로 을 가리는 행 , 장기간 고음 상

태에서 음악을 듣게 하는 행 , 장기간 수면을 박탈하는 행 (밤샘수사), 폭력 인 진동에 

노출시키는 행 , 오싹하게 만들기 해서 찬공기를 사용하는 행 ,85) 강압의 수단으로서 

기  충격도구  감 의자를 사용하는 행 ,86) 경찰 으로 구속피의자를 구타하거나 

속 으로 신체부분을 감 시킴으로써 그의 두부와 흉부에 상해를 가하는 행 ,87) 구타하거

나 부서진 유리조각으로 신체 일부분을 베거나 두건으로 두건을 덮어 우거나 담뱃불로 

지는 행 ,88) 익사 직 에 이르도록 피의자의 머리를 물 속에 집어넣어 두는 행 ,89) 피의

자를 결박한 상태에서 의식을 잃을 때까지 신을 구타하거나 거꾸로 매달거나 갈기갈기 찢

어서 상처를 입히거나 집게로 손톱을 뽑거나 속 으로 무릎이나 발목을 가격하여 다리를 

부러뜨리거나 소총 개머리 을 휘둘러 손가락을 부러뜨리는 행 ,90) 알몸 상태에서 양팔을 

등 뒤쪽으로 하여 장기간 매어 둠으로써 당시에는 그다지 큰 신체  고통이 없다 하더라도 

결국 양팔이 늘어나서 불구에 이르도록 한 행 91) 등을 들 수 있고, 반면에 신체  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나 주로 정신  요소를 포함하는 고문 는 부당한 처우에 해당하는 행 유형

으로는, 모의 매장, 모의 집행, 구타  음식제공의 박탈 행 ,92) 비인도  처우에 해당할 

수 있는 행동을 하려는 듯한  행 ,93) 강간을 할 듯한  행 ,94) 신체의 일부를 잘

라내겠다는  행 ,95) 본인을 살해하겠다고 하는 행 ,96) 구 피의자의 자택을 불태

85)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against Torture: Israel, 09/05/97, A/52/44, paras 

253~260, para. 257.

86)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against Torture: United States of America, 

19/05/2000, A/55/44, paras. 175~180, para. 180 (c).

87) Khomidova v. Tajikistan,  25/08/2004, CCPR/C/81/D/117/2002, paras. 2.6 and 6.2.

88) Case 7481, Resolution No. 30/82, Hechos ocurridos en Caracoles (Bolivia), Annual Report of 

the IACHR (1981/82), pp. 36, 39, 40; Case 10574, Report No. 5/94, Lovato Rivera (El Salvador), 

Annual Report of the IACHR (1993), pp. 174, 179. 

89) Case 9274, Resolution No. 11/84, Roslik (Uruguay), Annual Report of the IACHR (1984~85), p. 

122, 127.

90) Mulezi v.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23/07/2004, CCPR/C/81/D/962/2001, para. 2.4.

91) Aksoy v. Turkey, Judgement of the ECHR, 18 December 1996.

92) Case 7823, Report No. 32/82, Solanoa (Bolivia), Annual Report of the IACHR (1981~82), pp. 42, 

44.

93) Villagran Morales Case,  Judgement of the IACHR, 19 November 1999, Series C No. 63, paras. 

178~198. 

94) Abad v. Spain, 14/05/98, CAT/C/20/D/59/1996, para. 8.3.

95) Case 7824, Report No. 33/82, Barrea (Bolivia), Annual Report of the IACHR (1981~82), pp. 45, 

46.



스티스 통권 제87호 / 고문의 정의

－ 100 －

우거나 그의 처와 자식들을 강제로 퇴거시키거나 승용차와 가구를 압수하거나 그 부모의 농

장과 동물들을 괴 는 몰수하거나 그 부모를 소총 개머리 으로 구타하는 행 ,97) 다른 

피해자들의 고문장면을 보여주는 행 ,98)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제3자를 살해하겠다는 

 행 99) 등을 들 수 있다.

Ⅴ. 결론 - 고문의 정의에 한 국내법규정의 정비 필요성 -

고문방지 원회는 1996년 한민국의 제1차 보고서에 한 심사를 통하여 형법상 고문범

죄의 정의가 약 제1조에 포함된 고문의 정의에 일치하지 않는 을 우려하면서 약상의 

고문의 정의에 일치하도록 법규정을 신설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100) 이와 련하여 법무부

가 2004년 2월경 마련하여 같은 해 6월경 고문방지 원회에 제출한 제2차 보고서에 의하면, 

1996년 제1차 보고서의 내용과 마찬가지로,101) “( 한민국의) 기존 형사법과 련 법규들

이 약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문을 행하는 자들을 처벌하기에 충분하다고 본다.”고 

하면서 “ 련 법규들에 의한 처벌가능한 행 의 개념이 약 제1조에서 정의된 고문의 개념

보다 훨씬 더 포 이며, 아울러 고문미수와 여타 잔혹한, 비인도 인 처우까지 포함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본다. …… (따라서) 약에 나타난 고문의 정의에 일치시키기 하여  

법률을 수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정부의 의견이다.”라고 밝혔다.102) 한 고문방지 약의 

규정 취지와 내용은 우리나라 행법체계 속에서 만족스러울 정도로 구 되어 있다는 견해

도 있다.103)

96) Case 10508, Report No. 25/94, Lissardi & Rossi  (Guatemala), Annual Report of the IACHR 

(1994), pp. 51, 54.

97) Khomidova v. Tajikistan,  25/08/2004, CCPR/C/81/D/117/2002, paras. 2.6 and 6.2.

98) Case 7824, Report No. 33/82, Barrea (Bolivia), Annual Report of the IACHR (1981~82), pp. 45, 

46.

99) Chaparro, Crespo, Soli and Izquierdo v. Columbia, 19/08/97, CCPR/C/60/D/612/1995, para. 8.5; 

N'Goya v.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16/04/96, CCPR/C/56/D/542/1993, para. 5.5 

100) 인권고등 무 실, “ 한민국 1차 정부보고서에 한 유엔의 최종평가서”, 국가인권 원회,『국제인권

조약 국내이행자료집 제6-1권』(2003. 12.), 135~136쪽.

101) 제1차 보고서에 의하면, 비록 한민국의 형법이 고문 련 구체 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형법

과 련 특별법은 약 제1조에서 규정한 고문을 행한 사람들을 처벌하기에 충분하다고 하 다 (제105

문단). 왜냐하면, 약상의 고문을 구성하기 한 요건은 형법이 처벌 상으로 하고 있는 독직폭행, 가

혹행 의 구성요건보다 강화된 요소를 내포하고 있어 그 요건 충족이 어렵기 때문에 약상의 고문을 

행한 사람은 부분  형법 규정에 의해 처벌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제106의 a문단).

102)『고문방지 약 제19조에 근거한 한민국의 제2차 정기보고서』(2004. 2.), 제100~101문단. 

103) 탁희성/도 진, “형사 차상 고문방지 책”, 형사정책연구(형사정책연구원), 제14권 제2호 (통권 제54

호, 2003. 여름호), 244쪽 (이 견해에 의하면, 우리 헌법 제12조 제2항, 제7항과 이에 한 실효성을 담

보하기 한 규정인 형법 제125조  특가법 제4조의2, 형사소송법 제34조, 제198조, 제309조 등을 그 

표 인 법조문으로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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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고문 지에 한 헌법을 비롯한 형법과 형사소송법 등 일반

법은 물론이고, 국가인권 원회법, 의문사규명특별법, 민주화보상특별법 등과 같은 특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문방지 약 제1조에 규정된 것과 같은 고문의 개념을 구체 으로 정

의하고 있는 규정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특히 고문방지 약이나 미주고문방지 약과 

같은 조약 규정뿐만 아니라 유럽인권재 소 등의 국제재 소의 례  각국의 입법례와 국

내재 소의 례에 의하면, ‘극심한 고통 는 피해’를 제로 하는 고문과 그에 미치지 아

니하는 그 밖의 잔인한, 비인도 인 는 굴욕  처우나 처벌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여 그

에 따른 법  책임을 달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행법은 고문의 개념에 

한 정확한 정의가 없을 뿐더러  제2차 보고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문에 이르지 아니

하는 부당한 처우를 포함하는 포  의미에서는 넓은 의미에 있어서의 고문을 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 제12조 제2항 단이 규정한 고문의 지에 한 선언  내지 일반규정에서

의 ‘고문’, 헌법 제12조 제7항  형사소송법 제309조이 규정한 임의성에 의심이 있는 자백

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근거로서의 ‘고문’, 국가인권 원회법 제19조 제2호가 규정한 인권

침해행 의 한 유형으로서의 ‘고문’, 그리고 이른바 고문범죄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125조  특정범죄 가 처벌 등에 한 법률 제4조의2 소정의 ‘폭행, 가혹행 ’의 각 개념

이 과연 동일한 개념으로 악할 수 있을 것인지, 상호간에 구별되어야 한다면 그 구별기

을 어디에 둘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특히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피고인의 자백의 임의성

에 의심이 들도록 만드는 사유로서 고문 이외에도 ‘폭행, 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는 기망 기타의 방법’을 나열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고문과 그 밖의 사유가 어떻게 구별되

어야 하는지, 한 형법 제125조 소정의 ‘폭행’과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폭행’이 동일

한 개념인지 아니면 구별되어야 한다면 그것들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 등 해결하기 쉽지 

않는 문제들이 생긴다. 더구나 고문으로 인한 피해의 민사상 구제와 련하여 행법상으로

는 의문사규명특별법과 민주화보상특별법 등과 같은 특별법이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 이외

에는 국가배상법과 민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데, 국가배상법과 민법상의 불법행 와 고문범

죄의 처벌에 한 형사법상의 폭행, 가혹행 는 어떻게 구별하여야 할 것인지, 형사법상의 

모든 폭행, 가혹행 는 사법상의 불법행 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지, 형사법상의 폭행, 가혹

행 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고문범죄로서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 도 사법상의 불법행

에 해당한다고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등의 여부가 문제된다.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은 결국 우리 행법상 고문의 개념에 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

지 아니한 데서 연유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속칭 고문방지법이라는 특별법을 새롭게 제정

하는 방식이든지, 아니면 기존의 법률을 개정하는 방식이든지 어느 쪽이라도 고문의 개념에 

한 명확한 정의가 입법론 으로 요청된다. 그런데 고문특별보고 이 2004년 9월 유엔총

회에 제출한 보고서10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록 고문방지 약 제16조에 고문에 이르지 아

104)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1 September 2004, UNGA, A/59/324, para.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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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하는 부당한 우를 따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제1조 소정의 고문에 한 정의는 고문

범죄의 처벌, 고문피해자의 구제, 고문사건에 한 조사, 행정  지원 등에 하여 한꺼번에 

용하기 해서는 그 범 를 지나치게 좁게 정하고 있음을 특별히 유의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인권이사회는 고문과 부당한 처우 간의 구별에 한 ‘정도 이

론’(degrees theory)에 근거한 개념  근방법으로는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을 수 없다고 

하면서, 1982년의 제7호 일반의견을 체한 1992년의 제20호 일반의견에서는 고문을 비롯

한 여러 유형의 처우 간의 개념  구별 내지 일반  정의를 발 시키는 것을 자제하고, 그 

신에 실제로 실행된 처우의 성격, 목   정도에 따른 구별을 강조하면서 개별 사건에서 

실 으로 발생한 반에 한 특정한 사실인정에 을 두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어차피 고문과 이에 미치지 아니하는 부당한 처우에 한 개념

인 근방식은 한계에 부딪치기 마련인데, 헌법과 형법  형사소송법과 같은 기본법뿐만 

아니라 국가인권 원회법 등의 특별법에 산발 으로 흩어져 있는 고문에 한 행법규정

을 그 로 둔 채, 속칭 고문방지법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고문방지 약 제1조가 규정하

고 있는 고문의 정의와 같은 고문에 한 섣부른 정의는 법 용과 법집행 과정에 혼란만 

래할 험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으므로 보다 신 을 기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

요컨 , 기존의 형법, 형사소송법, 민법, 국가배상법, 기타 특별법에 흩어져 있는 고문에 

한 모든 법규정을 모아 고문 지에 한 종합세트와 같은 속칭 고문방지법이라는 특별법

을 제정하는 것은 형사법과 민사법, 그리고 실체법과 차법을 통합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는 실제 으로 뿐만 아니라 이론상으로도 불가능한 일에 가깝고, 한 그 필요성도 의문

이다. 특히 고문방지 약 제1조와 제16조에서 보는 바와 같은 고문과 이에 미치지 아니하는 

부당한 처우에 한 개념  구별을 제로 하여 고문의 정의를 규정하는 것은 법 용과 법

집행에 있어서 극심한 혼란만 래할 것이 명백하다. 왜냐하면 형법상 고문범죄의 처벌에 

있어서 고문과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 배제에 있어서 고문은 그 성격과 범 가 다를 수밖에 

없고, 더구나 와 같은 형사법상의 고문과 피해자 구제를 한 국가배상법 내지 민법상의 

배상책임에 있어서의 고문은 명확히 구별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문방지법

에 고문의 정의를 둔다면 그것은 곧 다른 모든 법 분야의 법 용  법집행에 있어서 족쇄

의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고문 지에 하여 여기 기 흩어져 있는 법규정을 

그 로 둔 채, 컨  기존의 형법상 독직폭행, 가혹행 죄를 고문범죄로 규정하여 그 범죄

의 유형을 보다 구체 으로 세분하고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는 등

의 기존 법률을 재정비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생각된다. 설령 고문방지법이라는 

특별법을 새로 제정하더라도 기존의 고문 련법령을 통폐합하는 방식이 아니라, 고문의 진

상규명을 한 조사 차, 고문범죄의 처벌  고문피해자 구제를 한 특별 차, 피해자에 

한 행정  지원 등을 규정하는 데 그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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