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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기정의의 다섯 번째 축: 

인권침해와 국제인도주의법 위반의 기념과정 

파비앙 살비올리 (UN 진실, 정의, 피해보상과 재발방지 특별보고관) 

 

1980 년에 있었던 끔찍한 광주에서의 학살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주최되는 

광주민주포럼에 참여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학살의 피해자와 유족 분들께 가장 깊은 연대의 마음을 

표현함으로써 이 시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건이 다시는 이 나라에서 혹은 

세계 다른 지역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은 항상 중요하다는 점 역시 

짚고 싶습니다.  

인권침해의 각 사례는 성격이 다를 수 있지만 대량학살처럼 대규모로, 체계적으로 

벌어지면서 동시에 무력충돌 상황 하에서 국제인도주의법 위반과 같은 다른 유형의 

인권침해와 결부될 때는 특별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그 특별한 접근방식은 이행기 정의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국제법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매우 엄격하며 항상 국제적인 인권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행기 정의의 절차는 유엔인권이사회가 진실, 정의, 배상 및 재발방지 보장에 대한 

특별보고관의 권한을 설정한 시점부터 역사적으로 발전해왔습니다.  

오늘날 제 책임 하에 있는 이 권한은 국제적인 표준에 따라 과거의 인권침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따라야 할 지침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왔습니다.  



학살은 개인이 인권침해를 당한 것이 아닙니다. 학살은 그 직접적인 피해자, 가족, 피해 

사건의 영향을 받은 집단, 피해자가 속한 지역과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정 요소 하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났을 때 국제사회 전체에도 영향을 미치며 이는 

반인도적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이러한 인권침해는 독재정권이나 권위주의적 정권, 분쟁상황 이후에 그 

뒤를 이은 정부에 의해 적절하게 해결되어야 합니다. 

인권법이 규정하는 첫 번째 의무는 진실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진실에 대한 권리는 개인적 권리이자 집단적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피해자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갖는 권리입니다. 진실조사위원회는 이 작업을 포괄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 사이에 신뢰를 쌓아서 그들이 세상에 증언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진실조사위원회는 이 작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젠더와 같은 다양한 

차원을 고려해야 합니다. 진실조사위원회는 이를 통해 정확한 결론에 도달해야 합니다. 

진실의 확립 자체만으로는 인권을 증진하고 존중하며 과거의 인권침해 사건을 정당하게 

해결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완전하게 준수하는 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권침해 사건을 설명되지 않은 상태로 두어서는 안되며 가해자와 그 배후조종자는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불처벌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범죄의 심각성에 비례하여 

그 벌로써 형사적인 제재를 받아야 합니다.  

진실과 정의의 절차를 밟는 것 외에도 피해자가 이 이행기정의의 실현 과정에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목소리는 각별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피해자는 

이행기정의 절차의 설계, 구현, 평가에 참여해야 합니다.  



물론 피해자는 배상에 대한 권리를 가집니다. 모든 피해는 배상을 받을 권리를 

창출한다는 논리에 따라 피해자는 완전한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완전한 배상이란 

인권침해 사건을 전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포함하며 그러한 인권침해 사건의 다른 여러 

측면 역시도 아우르는 의미입니다. 

경제적인 배상 외에도 피해자와 그 가족에 심리적, 의료적 지원과 같은 재활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배상은 또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사죄하며 기념식을 조직하는 등의 

조치를 포함합니다. 기념식은 피해자와 협의, 동의를 거쳐 열려야 합니다. 이러한 

기념식이 그들을 다시 피해자화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진상이 규명되고 공개적으로 사죄한 뒤 과거로 퇴보하는 일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역사적 

사실과 그 영향을 부정하는 것은 피해자와 가족에게 또 다른 인권침해가 됩니다. 

배상절차에는 위에서 언급한 조치와 함께 재발방지에 대한 보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재발방지는 과거 일어난 인권침해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인 개혁을 

수반합니다. 이 개혁이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사법제도의 개혁뿐만 아니라 

공공시스템의 관행, 특히 군대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관련 인권 및 인도주의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그들의 의무가 잘 수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행기정의를 구성하는 다섯 번째 축은 기념입니다. 기념은 여러 요소로 구성되며 제가 

참여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이 연례 행사를 통해 여러분께서 하시는 것처럼 

피해자를 전적으로 존중하는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과거 인권침해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념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여기에는 박물관이나 기념시설의 설립뿐 아니라 사람들이 과거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배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사람들이 쉽게 거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까지 포함됩니다. 청소년들이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 

알 수 있도록 그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사회에서 벌어진 심각하고 

체계적인 인권침해를 학교나 대학에서 다루기 위한 교육과정이나 활동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피해자의 목소리는 각별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기념이 가해자의 목소리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하거나 그 시도에 성공해서는 안됩니다.  

이 모든 요소는 아주 중요합니다. 국가는 이 중 어떤 것을 선택하거나 어떤 것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고통스러운 과거의 기념, 진실, 정의, 배상 및 재발방지를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존재가 삭제되지 않도록 하며 피해자들이 향해가는 여정에서 

필요한 경우 그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이 포럼의 조직을 축하 드립니다. 

저는 끔찍한 인권침해 사건을 기념하는 피해자들을 지지합니다. 그 가족들과 연대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학살과 같은 과거의 인권침해 사건을 국제적인 의무를 

이행하면서 최대한 해결하고자 하는 국가를 지지합니다. 그 과정에 진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 드리며 포럼이 수행하는 역할이 잘 이어져 나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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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기정의에 있어서 기념사업의 중요성 

패트릭 버거스 (AJAR (아시아정의와인권) 대표 및 공동 설립자) 

 

대규모 인권침해가 개인과 지역 사회 및 사회적 차원에 남기는 깊은 상흔은 법치 질서

를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사태가 수습된 이후에도 오랜 시간 동안 번영과 지속가능한 평

화를 위한 잠재력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껏 대량 범죄는 국가 맥락에

서 한 번 저질러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평화가 잠시 도래하는 동안 멈추는 것일 뿐 반복

적으로 되풀이 되어 왔습니다. 범죄의 근본 원인과 폭력을 조장하는 요인을 밝히고, 분석

하고, 전략적 방법을 통해 대응하지 않는다면, 부패, 차별, 불처벌, 자원의 대량 약탈 및 

이를 조장하는 다른 공통 요인으로 인해 다시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에서 교

훈을 얻지 않고서는 폭력의 악순환을 깨뜨릴 수 없습니다. 기억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

지며 그 모든 기억의 방식은 우리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기억하고 성찰하며 “재발 방

지”에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이행기 정의란 대규모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의

미하며 이것은 책임자들에 대한 기소를 포함하여 진상을 조사하고 밝혀내고 공유하고, 

배상이나 실질적이고 합당한 조치를 통해 피해자들의 삶을 복구하고 사회와 조직을 개혁

함으로써 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희미해지기 때문에, 대규모 잔혹 행

위를 경험한 사회는 이를 기억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일어



난 일을 잊지 않고 우리의 관점에서 얻은 교훈을 간직함으로써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과 

징후가 또다시 명확해질 때에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를 인정하고 존중하기 위한 도움도 필요합니다. 이행기 정의의 맥락에서 볼 

때에, 기념사업(memorialization)이라는 용어는 이미 발생한 대규모 범죄, 그 배경, 근

본 원인 및 관련 요인을 연상하도록 고안되었으며, 우리가 피해자들의 고통에 경의를 표

하고 그들의 용기로부터 영감을 얻도록 도와줍니다. 기념사업은 다음의 예를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영감을 북돋아 주는 영웅적인 인물, 희생자, 집단, 사건이나 시기, 또는 문제를 상징적

으로 재현하는 공공장소의 형상 

 기억을 돕는 삽화, 조각, 음악 및 기타 형태의 창의적 표현 

 다양한 소품, 문서, 영상, 사진, 시청각 자료, 해설과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이야기를 결

합시키는 박물관과 전시회 

 특정 사안이나 경험을 떠올리게 하는 묘소, 건물, 지리적 위치 등과 같은 특정 장소의 

활용 

 추모일이나 피해자를 위한 날과 같은 행사 및 활동 

 소그룹, 지역 사회, 국가, 또는 국제적으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기타 형태의 기념물 

(memorial) 

 

기념물은 전체적인 이행기 정의 체계의 한 부분으로서 이 구조의 네 개의 기둥에 각기 

다른 방식으로 기여합니다. 대규모 범죄가 자행된 상황에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기소에 대한 국가적이고 정치적인 의지를 확립하는 과정이 기소를 위해 거쳐야 하는 주



요한 과제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보통 합법적인 근거나 법정과 같은 메커니즘에 초

점이 맞춰지고 있지만, 정치적인 의지와 대중의 지지가 없이는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것

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념물은 일어난 일에 대한 경험을 생생하게 함으로써 기소

를 가능하게 만드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데에 기여합니다. 

진상 조사와 진실의 확립이란 그것이 공유되고 실행되지 않는 한 의미가 축소될 수밖

에 없다는 측면에서 기념물은 진상 조사라는 기둥의 중요한 뒷받침입니다. 기념물은 종

종 진실을 공유하는 수단이 되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상기시키고 그 사건을 더 깊이 들

여다 보고 성찰하도록 도와 줍니다. 박물관과 같은 형태의 기념물은 진실과 관련된 많은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합니다. 

기념물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희생자의 고통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일어난 일을 인지

하며, 생존자의 용기와 헌신에서 영감을 얻도록 하는 일종의 보상입니다. 기념물은 독재

정권이 권력을 장악함으로써 치르게 되는 대가 즉 법치의 훼손, 부패의 증가의 가능성을 

상기시켜줌으로써 이행기 정의 체제의 네 번째 기둥인 재발 방지에 기여합니다. 이는 우

리 사회가 비극의 재발을 막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도와줍니다. 

어떤 기념물은 무에서 유를 창조합니다. 다른 기념행사는 이미 존재하는 장소, 건물 

또는 물건을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묘비 또는 대규모 매장지는 사망한 사람의 중요성이

나 한 집단을 존중하는 방식, 또는 영웅적 인물의 묘소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변형될 수 

있습니다. 묘소에서 각각의 희생자들을 소개하고 그들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게 하는 것

은 경험을 자기화하거나 자칫 건조하고 지루할 수 있는 역사적 서사에 인간적 의미를 부

여함으로써 상상을 이미지화하는 과정을 돕습니다.  



묘소에서의 경험 공유의 사례로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Augusto Pinochet)의 

정부 요원들에게 살해당한 칠레의 유명 싱어 송 작가이자 연극 감독, 시인 및 교사인 빅

토르 자라(Victor Jara)의 무덤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자라는 체포되어 고문을 당한 

후 빈민촌의 거리에 던져져 총살당했습니다. 그의 무덤에 자리 잡은 기념물에서 방문자

들은 자라의 삶과 죽음을 기억하고, 독재의 경험을 숙고하며, 짧은 메시지나 시, 또는 노

래를 쓰고 무덤에 꽃이나 다른 물건을 남겨 둡니다. 방문자들에게 그저 수동적으로 보거

나 읽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생각에 잠기거나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

로써 이 경험은 더욱 복합적이고 인상적이며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기념물의 방식이 정부가 조성한 거대한 동상이나 건물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

은 아닙니다. 지역 사회마다 수천 년 동안 영웅과 희생자들을 기억해왔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곳에서 공동체들은 작은 조각, 십자가, 돌더미 또는 단순한 구조물과 같은 ‘고유

한’ 기념물의 방식들을 사용하며 자유와 정의를 위한 투쟁에서 공격을 받거나 살해당

했을 사람들이나 사건들을 기념해왔습니다. 이러한 작은 규모의 기념물의 방식은 종종 

마을의 흙길이나 학살이 일어난 산길의 교차로, 마을 묘지, 또는 교회나 건물을 배경으로 

합니다. 

때때로 어떤 장소나 건물들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지만 역사를 알지 못하

는 사람들은 이를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아체 주의 루마 

게등(Rumah Gedung)은 평범한 건물처럼 보이지만 고문장소로 사용된 어두운 과거를 

가지고 있어 지역 주민들에게 잘 알려진 곳으로서, 과거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강

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은 이 건물에 대한 끔찍

한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지만 ‘아체 진실 화해 위원회’가 이 건물의 역사에 대한 프



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이를 알게 된 것은 최근에야 이루어진 일입니

다. 진실과 화해 위원회의 권장 사항 중 하나는 이 건물을 기념의 장소로 보존하여 진상 

규명의 기능과 기억의 지속을 결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장소, 사물 및 활동을 통해서 일어난 일을 기억하고 피해자를 기리는 본래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근본 원인을 고찰하도록 하는 한편 ‘재발 방지’에 대한 합의, 

또는 아르헨티나에서 세계 최초로 설립된 진실과 화해 위원회가 최종 보고서의 제목으로 

삼았던 스페인어 ‘절대로 다시는(nunca mas)’의 원칙을 상기시킬 수 있도록 토론, 독

서, 성찰, 공연 등과 결합되어야 합니다. .  

기념사업은 장소나 사물이 아닌 활동을 통해서도 수행될 수 있습니다. 국가 기념일을 

선포하거나 어떤 대의나 특정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 문화 행사나 스포츠 행사를 개최하

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매년 5월 26일에 열리는 호주의 ‘사과의 날(Sorry Day)’은 

오랜 기간 동안 정부 정책으로 말미암아 고향에서 강제로 추방된 호주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의 섬주민이 겪은 역사적 불의를 되새기는 날입니다. 수천 명의 피해자들이 겪은 고

통은 ‘가족들로부터 분리된 호주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섬 어린이들에 대한 정부 조사’

를 통해 조사되었으며, 1997년 획기적인 보고서인 ‘귀향(Bringing Them Home)’1

을 통해 발표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진상 규명 메커니즘이 만들어낸 ‘사과의 날’ 

프로그램을 통한 효과적인 기념사업의 또 다른 사례입니다. 

                                                           
1 <가족들로부터 분리된 호주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섬 어린이들에 대한 정부 조사>(1997) 

https://humanrights.gov.au/sites/default/files/content/pdf/social_justice/bringing_them_home_report.pdf 

 



이행기 정의의 핵심 목표 중 하나는 일어난 일에 대한 정확한 역사적 진실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진실은 종종 범죄책임자나 일어난 일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왜곡되거나 억압을 받게 됩니다. 논쟁의 여지가 있는 이야기들이 기념물에서 실체가 보

이기도 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실이 드러나고 이러한 기념물 관리 방식을 어떻게 해

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0년에 조지 플루이드(George Floyd)가 살해되고 “흑인의 생명도 중

요하다”(Black Lives Matter) 캠페인이 빠르게 확산된 후 미국의 여러 도시에서 노예 

소유주였거나 인종 차별 정책 및 관행을 옹호했던 저명한 인물들의 동상이 철거된 바 있

습니다. 이들이 몇 세대 동안 존경 받았고 몇몇은 영웅으로 대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많

은 사람들은 이토록 혐오스러운 정책과 관행을 지지했던 이들을 계속해서 존경하는 것에 

대해 강한 정서적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념되어온 인물들의 행동이 

기념물이 상징하는 역사적 목적에 반대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논쟁의 여지가 있는 관점의 역사를 보여주는 기념물의 또 다른 예는 여성들을 기념하

는 전 세계에 얼마 안 되는 박물관들 중 하나이자 베트남 하노이에 위치한 여성 박물관에

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박물관은 미국 전함이 마을을 폭격했을 당시의 영상과 피해자

와 증인들의 경험을 기록한 많은 사진과 영상, 그리고 기타의 자료들을 전시하고 있습니

다. 희생자들의 증언은 미국에서 나온 다수의 역사서에 등장하는 기록과 크게 다릅니다. 

하노이의 박물관에서 저는 한 여성이 외계인 비행물체가 도착해 민간인으로 가득한 해안

가 마을에 불덩이를 발사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주민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마을의 모든 남자들은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 

떠나고 없었습니다. 사진과 영상에는 여성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해안가에서 대포



에 커다란 포탄을 장전하고 발사하는 방법을 배우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미국 전쟁 박물

관은 전장에서 용감하게 싸우다 큰 부상을 당하거나 목숨을 잃기도 했던 미국 정부 관리

와 군인의 눈을 통해 이와는 대치되는 모습의 역사를 전시합니다. 두 개의 다른 기념물이 

동일한 역사적 사건에 대해 매우 다른 설명을 제공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는 특정한 역사적 서사를 바탕으로 한 기념물이 희생자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스리랑카에서는 인구의 약 75%를 불교도인 싱할라인이 차지하

고 있으며 북부와 동부 지역에 거주하는 힌두 타밀인이 약 11%를 차지합니다. 정부군과 

분리주의자 '타밀 호랑이들' 사이에 벌어진 수십 년간의 긴 전쟁 끝에 정부군은 타밀호랑

이들을 상대로 이들이 포위된 지역에서 군사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 최종적인 군사 작전

기간 동안 약 4만 명의 민간인이 사망했으며, 많은 국가와 UN 및 EU는 무고한 민간인에 

대해 저질러진 전쟁 범죄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와 기소를 요구했

습니다.  

분쟁이 종식된 후 스리랑카 정부는 많은 타밀 희생자들이 살고 있는 북부 거리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최종 공격의 중심에 서 있던 “군인 영웅”들의 동상을 세웠습니다. 그 지역

에서 저와 대화를 나누었던 피해자들은 조각상을 세우는 것이 그들이 느끼는 고통과 슬

픔을 더 가중시켰다고 말했습니다. 희생자들은 이 영웅들 중 일부가 그들과 그들의 가족

이 희생된 전쟁 범죄에 연루된 가해자들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불필요한 모욕이었고 치유에 있어서 장애물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스리랑카 정부는 그

들이 '영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한 추모를 계획했을 것입니다. 

군인이나 또는 분쟁이 있는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분쟁에 연루된 사람들을 기념할 때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기념사업은 희생자들의 고통을 증폭시킬 수 



있는 가능성 외에도 목표로 하는 화해를 방해하고 분노 수준을 높여 분열과 증오를 심화

시킬 수 있습니다. 

많은 박물관들이 방문객들에게 범죄 피해자에 대해 일정 수준의 이해를 제공하는 ‘현

장방문(walk through)’ 전시를 제공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홀로코스트 기간 동안 나

치 독일 정권에 의해 발생한 6백만 명 이상의 희생자를 기리는 워싱턴과 베를린의 박물

관을 들 수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박물관에서 효과적인 기념사업의 방식으로 기능하는 현장방문 전시로

는 다카(Dhaka)에 위치한 방글라데시 해방전쟁박물관(LWM)과 동티모르에 위치한 옛 

코마르카(Comarca) 교도소 건물의 셰가국립센터(CNC)가 있습니다. 이 두 박물관은 기

념사업의 과정이 다른 이행기 정의의 기획들과 결합하는 방법에 대한 흥미로운 사례를 

보여줍니다.  

다카의 해방전쟁박물관은 1971년 파키스탄에서 방글라데시 분리와 관련한 분쟁에서 

사망한 약 3백만 명의 피해자를 위한 비정부 시민 단체의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해방전쟁박물관은 1996년에 설립되었으며 수년 동안 간소하고 상대적으로 작은 사무실

에서 진리 추구, 정의 옹호 및 개혁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 중 한 가지 흥

미로운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대규모 범죄에 관련된 조부모들의 이야기를 기록할 수 있

게 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6만개 이상의 피해자 이야기가 어린이들에 의해 기록되었고 

해방전쟁박물관은 학교들이 이들 이야기를 책으로 묶어 내어 피해자들의 경험에 대한 생

생한 기억을 간직하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해방전쟁박물관은 또한 버스를 이용하여 전

국을 돌아다니며 진상 규명과 관련된 봉사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에는 2018년에 시청각 현장방문 전시를 통해 새로운 최신식 미술관을 개관했습니다. 여



기에 전국의 있는 수천 명의 피해자와 증인들이 물품을 기부하여 기념관에 동참하였습니

다. 

저는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동티모르 진실과 화해위원회(CAVR)의 수석 법률 고

문으로 참여했습니다. 위원회는 준비 단계에서부터 인도네시아 군사정권이 24년 동안 

고문 장소로 사용했던 포르투갈 시대의 옛 코마르카 감옥을 복원하여 진실과 화해 위원

회의 사무실로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개의 '어둠의 감방'을 당시의 모습대로 남겨 

놓은 채로 오래된 교도소의 개조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방문객들은 이 감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채로 눅눅한 어둠 속에서 전기 고문이나 그보다 더한 고문을 당하고 그곳에 남

겨진 이들의 공포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교도소 한복판에서 진실과 화해위원회의 직

원들이 “교도소 고문 센터에서 꽃을 기를 수 있는” 사회적 변화의 상징이 된 새로운 정

원을 일구었습니다. 

동티모르 진실과 화해위원회의 3년간의 사업이 종료된 후 교도소 건물은 침략, 점령 

및 범죄를 나열하는 현장방문 전시를 갖춘 인권 박물관이 되었고 이 전시는 관객들에게 

범죄의 궤적과 방식과 더불어 국가의 ‘역사를 걷는 것’과 같은 분위기를 경험하게 합

니다. 셰가국립센터에는 현재 8천 건 이상의 증인 진술, 역사 관련 문서, 사진 및 비디오

를 포함하여 동티모르 진실과 화해위원회의 도서관과 기록물 보관소가 있습니다. 교도소 

건물에는 이제 위원회 작업의 영향력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존하는 소수의 영구 기관 중 

하나인 셰가국립센터가 들어서 있습니다. 진실과 화해위원회가 활동을 마친 이후 시민 

사회 단체 연합이 이를 만들도록 정부를 설득하는 데에만 10년이 걸렸습니다. 셰가국립

센터는 현재 기념 장소, 박물관, 기록 보관소 및 코마르카를 방문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

육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 매년 국가의 예산을 지원받고 진



실과 화해위원회가 권고한 사업들의 실행을 확인하고 보조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수

행하고 있는 긴요한 정부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동티모르의 경험은 진실

과 화해위원회의 매우 귀중한 작업을 지속할 수 있는 체계가 수립되지 않은 탓에 중요한 

기념사업, 배상, 교육 및 예방을 위한 작업의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는 여타의 상황에 대

해 귀중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옛 코마르카 고문 센터에 자리 잡은 셰가국립센터는 기념

사업의 방식이 이행기 정의 체계의 다른 부분과 잘 결합된 생생한 사례입니다. 

1970년대의 크메르 루즈(Khmer Rouge)는 단 몇 년 동안 최소 170만 명의 무고한 

캄보디아 민간인을 살상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범죄에 대응하여 UN과 캄보디아 

정부는 크메르 루즈 지도자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재판을 위해 혼합재판소인 캄보디아 

법원 특별 회의소(ECCC)를 설립했습니다. 또한 캄보디아 문서화센터(DCCam)와 같은 

캄보디아 시민 사회 단체의 기록 및 증거 수집을 위한 주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

다. 인상적이고 감동적인 기념물들도 다수 설치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보존되어 있는 ‘킬

링필드’의 대규모 매장 유적지 일부와 더불어 투올 슬렝(Tuel Sleng)의 유명한 박물관

이 포함되는데 크메르 루즈가 이곳에서 고문하고 죽인 피해자들을 꼼꼼하게 기록한 덕분

에 방문객들은 다수의 인간 두개골과 얼굴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저는 국제/국내 혼합재판소인 캄보디아 법원 특별 회의(ECCC)에 참여하거

나 참여할 사람들을 위해 일련의 워크샵을 진행했습니다. 기획의 일환으로 저는 이행기 

정의 체제의 네 가지 요소인 재발 방지를 도울 수 있는 진상규명, 기소, 배상, 개혁을 각

각 상징하는 4장의 큰 종이를 실내에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40명의 참가자들에게 이 네 

가지 중에서 캄보디아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요소에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

과 40명의 참가자 중 30명 이상이 진상규명을 선택했습니다. 다른 워크숍에서 같은 결



과가 나왔습니다. 이 행사의 주최자였던 저는 참가자인 인권활동가들이 기소와 피해자에 

대한 배상에 대한 요구를 우선시할 것이라고 기대했었기 때문에 크게 놀랐던 것으로 기

억합니다. 

투올 슬랭 박물관을 방문한 후 저는 전시회와 킬링필드 방문이 캄보디아에서 "무슨 일

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어느 정도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고 회고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구성되는 방식은 근본적인 원인이나 관련 요인 및 캄보디아에서 그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기념관은 매우 감동적이며 사건의 

기억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캄보디아의 역사와 관련하여 더 깊은 진실을 알려 주

는 데에는 실패하였습니다. 기념사업의 방식은 효과적인 진상규명과 결합되어야 하며 그

렇지 않은 경우, 그 영향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캄보디아 젊은이

들이 대량 학살 사실과 킬링필드를 완전히 부정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나눈 한 캄보디아 젊은이는 “크메르 사람이 다른 크메르 사람에게 그런 짓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사실일 수 없고 정치적 목적으로 꾸며낸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

다. 크메르 루즈의 대량 학살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역사적 진실을 뒷받침하기 위한 엄청

난 양의 역사적 자료, 사진, 비디오, 목격자 및 피해자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투올 슬랭과 

같은 기념관은 매우 중요하고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지만 이것은 제대로 구현된 

진실과 화해위원회가 수행하는 절차와 같이 범죄에 대한 완전한 진실을 탐구하는 심도 

있는 국가적 경험과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고통을 겪은 희생자, 살해되고 사라진 사람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어두운 역사의 시대를 기억하도록 돕기 위해 전 세계에 수천 개의 기념관이 세워

졌습니다. 이 발표문에서는 매우 적은 수의 사례만을 언급할 수 있었지만 각각의 사례는 



기념관이 치유를 돕는 필수 도구라는 사실과 더불어 이것이 이행기 정의 체계의 모든 요

소를 포함하여, 대규모 범죄에 대응하는 통합적인 사회 전반의 시도의 하나로 기능할 때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2021 GWANGJU DEMOCRACY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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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이행기정의 현황: 5 ㆍ 18 민주화운동을 중심으로 
장완익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1. 서론 

 

한국은 일제강점기를 포함하여 20세기 내내 수많은 국가폭력을 겪었다. 한국 사회 내에

서는 특히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국가폭력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하여 진지

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다양한 과거사청산위원회를 설립하여 국가폭력을 청산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위원회는 설립될 때부터 한시적인 기간 동안 활동을 하고는 

종료하기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2010년 무렵 대부분 활동을 종료하였다(대일항쟁

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는 2015. 12. 31. 폐지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주로 현재 활동 중인 과거사청산위윈회를 중심으로 한국의 이행기정의의 

현황을 짚어보고자 한다. 

 

2. 진상규명 재개 : 위원회 설립 혹은 재출범 

 

현재 진상규명 활동 중인 과거사청산위원회로는 ①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

회복위원회(2000. 8. 28. 설립) ②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2014. 10. 13. 설립) ③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2018. 9. 14. 설립. 군의문사진상



규명위원회가 2006. 1. 1.부터 2009. 12. 31.까지 활동) ④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2019. 12. 27. 설립) ⑤ 2기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2020. 12. 

1. 설립, 1기 위원회1는 2005. 12. 1.부터 2010. 12. 31.까지 활동)가 있다.  

 

가.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는 그 동안 활동이 미미하였다가 제

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2021. 6. 24. 시행 예정)이 

개정되면서 새로이 활동을 개시하려고 준비 중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첫째 분과위원회를 두어서 추가 진상조사를 하도록 하였다. 다만 제주4ㆍ3위원회가 직

접 추가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제주4ㆍ3평화재단에 이 업무를 맡기고, 재단의 조사 내

용을 분과위원회가 심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원래는 위원회 안에 진상조사단을 설치

하려고 하였으나 그렇게 되지는 못하였다. 제주4ㆍ3평화재단이 어느 정도의 조사 권한

을 행사할 수 있을지가 진상조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특별재심과 직권재심 청구 권고 그리고 희생자에게 위자료 등 특별한 지원이 가능

하도록 하였다. 이에 관하여는 뒤에서 자세하게 논의하기로 한다. 

셋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체적ㆍ정신적 치유 와 공동체 회복을 

지원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제주 4ㆍ3트라우마 치유 사업을 실시하고 

기념사업으로서 제주4ㆍ3사건 유적의 보존ㆍ관리, 제주4ㆍ3사건 관련 연구 및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한국의 국가폭력과 관련하여 한국전쟁시기 민간인학살사건과 정부의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하여 가장 포괄적인 조사 활동을 한 

위원회이다. 

 



 

나.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2014. 10 13. 설립되었다. 

“부마민주항쟁”이란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를 전후하여 부산ㆍ마산 

및 창원 등 경남일원에서 유신체제에 대항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두 차례의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하여 위원회는 2021. 

6. 8.까지 진상규명 업무를 마쳐야 하고 그 후 6개월 동안 진상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

다. 위원회는 진상규명, 보상금 지급, 명예회복 업무를 할 수 있다. 5ㆍ18민주화운동과 

비교하면 관련 법률과 위원회가 너무 늦게 만들어졌다는 아쉬움이 있다. 5ㆍ18민주화운

동과 마찬가지로 특별재심을 도입하였다. 설립 초기에는 위원회가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진상규명 업무를 차분하게 마무리하기 바란다.  

 

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2009. 12. 활동을 종료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또한 당시 신청을 하지 못한 피해자나 유족의 요

청과 노력에 의하여 활동을 재개하게 된 위원회이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진상

규명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이 종료한 후에도 군사망 사고

는 계속 있었고, 군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사망 원인에 의혹을 품는 유족들이 많았기 때문

에 1948. 11. 10.부터 특별법 시행 전일인 2018. 9. 13.까지 발생한 모든 군사망 사고

에 대하여 진정을 하게 되면 진상규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군대 내에서의 가혹행위가 

원인이 되었음에도 자살로 처리된 군사망사고가 주요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에 위원회 

활동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다. 

 



라.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원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같이 

2018. 9. 14. 설립될 예정이었으나 야당이 추천한 위원 중에 위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후보가 있어서 결국 위원 자격 요건에 관한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2019. 12. 27. 

설립되었다.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국회 

청문회와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1990년부터 명예회복과 보상도 진행되었다. 하

지만 5ㆍ18민주화운동의 전체 진상의 일부만 조사 내지 수사한 것이어서 밝히지 못한 

내용이 더 많아서 지속적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 왔었

고, 오히려 5ㆍ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려는 시도마저 있어서 온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설립되었고, 위원회

는 최장 4년간 진상규명활동을 할 수 있으며 활동이 종료되면 6개 내에 종합보고서를 작

성하게 된다. 위원회의 조사 권한으로 새로운 것은 청문회,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압수ㆍ수색 영장 청구의뢰, 유해의 조사ㆍ발굴 등이 있다. 

 

마. 2기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마찬가지로 

1기 진실화해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진실규명 신청을 하지 못

한 다수의 피해자나 유족의 요청과 노력에 의하여 활동을 재개하게 된 위원회이다. 또한 

1기 위원회 당시에는 주목 받지 못하였던 형제복지원 사건 등 뒤늦게 알려진 사건의 피

해자들도 강력하게 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출범을 요청하였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2020. 12. 1. 설립되었으나 위원 구성의 문제로 인하여 2021. 3. 25. 제1차 위원회를 개

최하였고, 아직까지 사무처장과 조사관에 대한 채용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위원회는 첫 

조사개시 결정을 한 날로부터 최장 4년간 활동을 할 수 있으며 6개월간 종합보고서를 작



성한다. 2기 진실해해위원회가 1기보다 강화된 조사권은 청문회제도의 도입을 들 수 있

겠다.  

 

3. 강화된 조사권 

 

가. 청문회 제도 도입 

 

청문회 제도는 5ㆍ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와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도입하였다. 5ㆍ18

민주화운동의 경우는 1988년 국회에 광주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윈회가 설치되어 1989

년 12월 31일 청문회에서 전두환의 증언을 듣는 것으로 끝났다. 이와 같이 한국에서는 

국회만이 청문회를 할 수 있었으며, 과거사청산위윈회가 청문회 도입을 요청해도 국회의 

고유 권한이라면서 청문회 제도의 도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2014년 4ㆍ16참사

를 계기로 제정된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2015. 

1. 1. 시행)에서 청문회가 도입되었고 뒤이어 제정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

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2017. 12. 12. 시행)에서도 청문회 제도가 도입되었다. 4ㆍ

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세 차례에 걸쳐 4ㆍ16참사와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하

였고, 가습기살균제사건2과 4·16세월호참사3 특별조사위원회는 한 차례 가습기살균제

                                                           
2 “가습기살균제사건”이란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됨으로써 사망하거나 폐섬유

화, 폐손상, 호흡기질환 등의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건을 말한다. 

3 “4ㆍ16세월호참사”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

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참사와 관련한 청문회를 열었다. 참사 관련 위원회들이 개최한 청문회는 여러 한계가 있

기도 하였지만 피해자와 유족 그리고 국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참사 관련 당사자들을 증

인으로 불러서 그들의 진술을 직접 듣고, 피해자와 유족이 겪은 참담한 고통을 이야기 할 

수 있었고, 진상규명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청문회의 경험을 통하여 5ㆍ18진상

규명조사위원회와 2기 진실화해위원회에도 청문회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참사 관련 위원

회들의 청문회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 더 효율적인 청문회를 열기를 기대해 본다. 

 

나. 유해 조사ㆍ발굴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2021. 1. 5. 개정되면서 희생자의 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 등을 조사ㆍ발굴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를 위하여 토지 등에 출입ㆍ일시 사용ㆍ장애물 제거 등을 할 수 있으며, 유해에 대한 신

원확인을 위한 유전자 시료 채취 등 신원 확인 조치와 가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실을 입인 경우에는 보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하였다.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2007. 1. 24. 개정되면서 집단학살지, 암매장지 조사 및 유골의 발굴ㆍ수습에 관한 사항

을 위원회 업무로 추가하였고, 시행령을 개정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협조

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1기 진실화해위원회도 한국 전쟁기의 민간인 집

단 학살 관련 유해를 발굴하는 사업을 하였으나 관련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유해 매장

지가 방치되고, 발굴된 유해의 안장도 쉽지 않아 대학 연구실 등에 임시로 보관하기도 하

였다. 그래서 1기 진실화해위워원회는 2009. 10. 7. 대통령과 국회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유해 발굴과 안장을 위한 건의’를 제출하여 유해 발굴과 관련된 특별

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음을 건의하였다. 이에 따라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은 진실·화해

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에서 발굴한 민간인 희생사건 유해 및 유품을 전국단위 위

령시설을 대전시 동구 낭월동 집단 희생지 일원에 2024년 조성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

고 있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하였지만 유해 발굴과 관련된 근거 규정을 

특별법에 담으려고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한국전쟁 50년이 되는 2000년 한시적 

사업으로 시작된 육군의 유해 발굴 감식 사업을 국가 주도하 영구 추진 사업으로 하기로 

하면서 그 법적 뒷받침을 위하여 6ㆍ25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이 2008. 3. 

21. 제정되었다. 하지만 1기 진실화해위원회의 2009년 건의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은 제

정되지 못하였고 2기 진실화해위원회도 근거 규정을 마련하지 못한 채 유해 발굴 사업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은 강제동원희생자 유해봉환사업도 맡고 있

다. 이는 일제강점기 국외에 있는 희생자 유해와 관련된 업무이다.  

모든 위원회는 한시 위원회이므로 이러한 위원회들의 활동 종료까지 고려한다면 정부 차

원의 유해 발굴ㆍ수습과 관련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 특별검사 임명 요청 

 

위원회의 조사만으로 진상을 밝히기가 어렵거나, 형사 처벌이 필요할 경우 고발 및 수사

요청이나 수사의뢰가 가능하다(5ㆍ18, 군사망사고). 또한 5ㆍ18의 경우는 특별검사 임

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도 가능하다. 5ㆍ18민주화운동위원회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2014. 3. 18. 제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 의결



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이러한 특별검사 요청권을 부여하기로 한 것은 청문회와 마

찬가지로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

별조사위원회부터 가능했으며, 실제로 특별검사 의결을 국회에 요청한 경우는 가습기살

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요청4하여 2020. 12. 10. 국회가 특별

검사 임명을 의결한 것이 있다. 

5ㆍ18위원회는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동일하게 2차례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특별검사가 임명되면 위원회는 특별검사에게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

며, 특별검사보에게 위원회에 의견진술 등 업무협조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어서 서로 협

조하여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과거사 청산의 현안 

 

가. 재심 

 

(1).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하여 진실규명 결정을 하

면서 재심을 권고하였고, 당사자들이 직접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를 선고 받는 사건들이 

많이 나왔다. 국가폭력과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는 형사 재심은 크게 ① 특별법에 의한 특

별재심, ② 과거사청산위원회 결정을 근거로 한 재심, ③ 과거사청산위원회 결정 없이 이

                                                           
4 4·16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국회 의결 요청안 

 



루어진 재심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 특별재심 

 

특별재심은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1995. 12. 21. 시행), 부마민주

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2013. 12. 5. 시행), 제주4ㆍ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4조(2021. 6. 24. 시행 예정)에 

따라 형사소송법이나 군사법원법의 예외로 재심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요건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5의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

대한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 받고나,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한 행위로 확정판

결, 면소판결’을 선고 받거나, ‘제주4ㆍ3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 받

거나 수형인 명부 등 관련 자료로서 위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거나 한 경우이다. 특히 

4ㆍ3의 경우는 군법회의 판결의 경우에는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

회가 법무부장관에게 직권재심 청구를 권고할 수 있어서 일괄하여 직권재심 청구가 가능

할 것으로 보이며, 일반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도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되

었다.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마련된 특별재심은 형사소송법의 예외로써 특별법에 근거

                                                           
5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와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利敵)의 죄 

 



하여 가능하다. 

 

(3). 위원회 결정에 근거한 재심 

 

진실화해위원회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등 과거사청산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근거

로 하여 재심을 청구하면 법원은 이러한 위원회가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재심개시 결

정을 내리고 재심을 거쳐 무죄를 선고하게 된다. 한국에서 처음부터 위원회 결정에 근거

하여 재심을 한 것은 아니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재심을 청구한 인

혁당 재건위사건에서 2007년 재심 무죄 판결이 선고되면서 재심이 가능해졌다(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2002. 9. 2. 인혁당 고문조작 사실 발표, 2002. 12. 10. 재심 청구, 2005. 

12. 27. 재심개시 결정, 2007. 1. 23. 재심 무죄판결, 2007. 8. 21. 국가배상 판결).  

 

그런데 위원회의 재심 권고 결정이 있음에도 재심 청구를 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2017년부터 검찰이 직권 재심 청구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위원회 결정은 아니지만 대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유신 시절의 긴급조치와 관련하여 위헌 판결(2010. 12. 16.)과 위

헌 결정(2013. 3. 21.)을 하게 되면서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가 쏟아지게 

되었고, 이에 국회에서는 특별사면 혹은 유죄 판결의 무효화와 관련된 법안이 발의되었

으나 입법화 되지는 못하였다. 검찰은 이러한 긴급조치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분들 

중 재심 청구를 하지 않고 있던 분들에 대하여도 직권 재심 청구를 하여 피해자들이 명예

회복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무부는 이러한 직권재심의 경험을 토대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논의 시 군법회의 판결을 무효로 하는 법안 내용에 대한 대안으로 

특별재심 규정을 둘 것을 제시하여 개정안에 반영되었다.  

 

(4). 위원회 결정 없이 이루어진 재심 

진실화해위원회 등 과거사청산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 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회

의 결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재심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어서 국가폭력 피

해자가 재심이유(불법 체포ㆍ감금, 고문 등)를 증명하여 재심이 진행되는 경우도 늘어나

고 있으나 결정이 있는 경우보다는 훨씬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제주4ㆍ3이나 여수ㆍ순천 10ㆍ19의 경우는 형무소에 수감되거나 처형되었으나 

판결문을 찾을 수 없어서 유죄의 판결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된 재심 사건들이 있었다(정

상적인 재판 절차가 진행되었는지 조차 의문이 들 정도였다. 그나마 여순 10ㆍ19의 경

우는 진실화해위원회 결정은 있었다). 한국 법원은 판결문을 찾을 수 없게 된 이러한 사

건에 대하여도 수형인 명부 등을 근거로 재심 개시를 결정하여 공소기각 혹은 무죄의 판

결을 선고하였고, 이러한 판결에 따라 제주4ㆍ3의 경우는 위와 같이 특별법으로 판결문

이 없는 군법회의 사건은 검찰이 직권재심을 청구하도록 하고, 일반 법원의 판결문이 있

는 사건에 대하여는 특별재심을 청구하도록 한 것이다.  

 

나. 국가배상  

 



(1). 진실화해위윈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피해자들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

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부분의 경우 승소하였다. 그런데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사건의 

배상금과 인권침해 사건의 배상금 액수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났으며, 무엇보다도 진

실규명 결정을 받았음에도 3년을 경과하여 소를 제기하여 패소하거나 결정 후 3년이 지

나도록 소를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가 다수 있어서 이들 피해자들은 배상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진실규명 신청을 못한 피해자는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을 재개하여 

진상조사를 계속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제주4ㆍ3사건 피해자들 사이에서도 한국 정

부의 배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2). 여러 의원들이 피해자들의 이러한 배상 요구를 반영하여 관련 법안을 마련하였다. 

오영훈 의원 등이 발의한 제주4ㆍ3사건특별법 개정안(2020. 7. 27. 발의)은 희생자에

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7조(보상금) ① 국가는 제13조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된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희생자가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

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을 지급한다. 

1.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수형 중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행방

불명된 경우 :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발생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

에게 판결로써 지급한 위자료 총액을 평균한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후유장애가 남은 경우 :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  



3. 제주4·3사건으로 인한 수형(受刑) 사실이 있는 경우 

가. 수형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제1호에 따른 금액 

나. 수형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4.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제1호에 따

른 금액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또한 소병훈 의원 등이 발의한 진실ㆍ화해법 개정안(2017. 1. 31. 발의 )도 보상금 규정

을 아래와 같은 두었다. 

 

제40조의4(보상금의 지급신청) ① 위원회가 제26조 전단에 따라 진실규명결정을 한 사

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은 보상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해당 사건으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 

2. 해당 사건으로 상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입고 그 후

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3. 해당 사건으로 상이를 입은 사람 

그리고 진선미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2017. 2. 3. 발의)에서는 ‘피해에 대한 명예 회

복을 위한 조치로는 배상과 보상을 포함한다. 다만 배상과 보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따로 법률로 정한다(법안 제36조 제2항)’고 하였다.  

 

이들 법안 중 오영훈 의원 발의 법안은 아래와 같이 위자료 규정으로 대체되었고, 소병훈 



의원과 진성미 의원 발의 법안의 배ㆍ보상금 규정은 개정법에 반영되지 않았다.  

 

(3). 이번에 개정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는 ‘국가는 희생자에 대하여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을 마련

한다’고 정하였으며, 부대의견으로 ‘국가는 제주4ㆍ3사건 희생자에게 위자료 등의 재

정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고 하여 용역으로 구

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다시 특별법을 개정하거나 시행

령을 개정하여 위자료를 얼마로 할지, 지급 대상과 절차는 어떻게 할지 등에 관한 구체적

인 사항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제주4ㆍ3사건에서 결정되는 위자료 등은 앞으로 한국전

쟁 민간인 학살 사건의 손해배상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에서 인권침해 사건의 경우는 배상금 액수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그 이유

는 법원에서 민간인 학살 사건의 경우와 인권침해 사건의 위자료 산정 액수가 다르기 때

문이다. 학살 사건의 경우는 법원은 희생자 본인 위자료 8,000만원, 배우자 위자료 4,000

만원, 직계 존비속 위자료 800만원, 형제ㆍ자매 위자료 400만원을 책정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인권 침해 사건의 경우는 대부분 재심을 거치게 되는데,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

는 경우 구금 일수에 따라 판결 시점의 최저 임금의 최대 5배에 달하는 형사보상금을 받

을 수 있고, 별도로 국가 배상 소송을 통하여 위자료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위자료 산

정에 있어서도 구금 일수 등을 고려하기 때문에 학살 사건의 경우와 비교하여 훨씬 많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괴리가 이번 위자료 관련 용역으로 해소될 수 있을지 아니

면 특별법에 의한 배상의 범위를 제주4ㆍ3사건과 민간인 학살 사건으로 한정하고, 인권

침해 사건은 개별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정할 가능성도 있다.  



 

다. 명예훼손 

 

한국에서는 제주4ㆍ3사건이나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명예훼손 행위

가 있었다. 이에 대하여 제주4ㆍ3사건은 특별법을 개정하여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

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4ㆍ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및 제주4ㆍ3사건에 관

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4ㆍ3사건 관련 단체의 명

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3조)’라는 선언적 규정을 두었으나 벌칙 규정6은 반

영되지 않았다. 반면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아래와 같이 제8조를 신설하

여(2021. 1. 5. 시행) 명예훼손 행위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 같은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하여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

다고 할 것이다.  

 

제8조(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방법으로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

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6 오영훈 의원 등 발의안 : 제38조(벌칙) 제15조를 위반하여 희생자 또는 유족의 개인적 또는 집단적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2.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ㆍ게시 또는 상영 

3.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 

 

② 제1항의 행위가 예술ㆍ학문, 연구ㆍ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

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라. 기록물의 보존과 활용 

 

국가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는 공공기록

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 및 활용된다. 그런데 5ㆍ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

법이 최근 개정되어 5ㆍ18위원회의 사무처에 5ㆍ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과 관련한 자

료를 수집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기록관리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진상규명 

조사를 위하여 수집한 기록물을 5ㆍ18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 국회의 동의를 얻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등 또는 단체로 이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는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수집한 사회적 참사자료(가

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자료)를 위원회 활동 종료 후에 관련 추

모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따른 추모시설에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국가기록원이 활동이 종료된 많은 과거사청산위원회들의 기록물을 보존하고 있다. 이러

한 기록물을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하여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5. 결론 

 

1기 진실화해위윈회는 2009. 8. 21.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에 대한 배ㆍ보상특별법’의 제정과 ‘과거사 연구재단 설립을 위한 건의’를 하였

고, 2009. 10. 7.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유해 발굴과 안장을 위한 건의’를 

한 바 있다. 그러나 1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세 가지 건의 중 어느 하나도 현실화 된 

것은 없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활동을 마무리할 2025년까지라도 가능한 것이 있을

지 모르겠다. 1기 진실화해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의 이행을 확인 점검하기 위하여 만들어

진 행정안전부 산하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이 제대로 역할을 하였는지도 의문이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 올해 5월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게 된다면 6개 위원회가 국가폭력의 진상을 밝히

는 활동을 하게 된다. 한국은 국가폭력을 청산의 가장 기본이 되는 진상규명 작업을 아직

도 마무리 짓지 못하였다. 그러다 보니 화해와 치유는 거의 생각도 못하고 있는 지경이

다. 진실규명에 병행하여 이제는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배상, 그리고 화해와 치유를 위

하여 더욱 속도를 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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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rialization Processes in the Context Human Rights 

Violation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he Fifth 

Pillar of Transnational Justice 

Fabian Salvioli (UN Special Rapporteur on Truth, Justice, Reparation of Non-currence) 

 

It is a great honour for me to participate in this event organized annually by the 

Democracy Forum of Gwagnju to commemorate the terrible events of the Gwagnju 

Massacre perpetrated in 1980.  

In that sense I would like to express, at the beginning, my outmost solidarity with the 

victims of the massacre and their families, noting that it is always essential to memorialize 

these events, to remember them so that they are never repeated again in the history of the 

country or in any other parts of the world.  

Human rights violations can be of different nature, but when human rights violations are 

massive, as in the case of a massacre, or are systematic in time, or are combined with 

other types of violations, such a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n the 

context of armed conflicts, addressing those cases require a special approach.  

That special approach takes place through the adoption of transitional justice processes; 

which of course are very rigorous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applicability of 

international law, and must always be undertaken in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obligations. 

Transitional justice processes have evolved throughout history, up to a point where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decided to establish the mandate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of truth, justice, reparation and guarantees of non-

recurrence.  



This mandate, under my responsibility today, has indicated which are the directives that 

must be followed to address past human rights violations in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A massacre is not an individual human rights violation. A massacre affects the direct 

victims, their families, the group affected by the events that caused this harm, the 

community to which victims belong, and society as a whole.  

When violations are carried out under certain parameters, they affec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whole and can be considered crimes against humanity. 

For this reason, this type of violations must be addressed properly by the governments 

which succeed dictatorships, authoritarian governments or situations of conflict. 

The first duty established by human rights law is the establishing the truth.  

The right to truth is and individual and a collective right. Not only victims are entitled to 

this right but society as a whole. Truth commissions must carry out their work 

comprehensively. They must generate trust amongst victims and their families so they 

can come forward to provide testimony. They must carry out their work professionally 

and take into account the different dimensions related to the violations concerned, such 

as for example their gender dimension. They must also always take into consideration the 

perspective of victims. These commissions must arrive to precise conclusions.  

The establishment of the truth is not in itself sufficient to fully comply with the duty of 

States to promote and respect human rights and duly address past human rights 

violations. These violations cannot be left unaccounted for and their perpetrators and 

masterminds must be brought to justice. It is unacceptable that acts of this nature remain 

unpunished. They must be criminally sanctioned with penalties that are proportionate to 

the seriousness of the crime committed.  

Besides adopting truth and justice processes, it is important that victims are given center 

stage in transitional justice process. Victims must participate in the design,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of transitional justice processes with a privileged voice. 



Of course, victims have the right to receive reparation. As it logically follows that all harm 

suffered creates the right to receive reparation, victims in this case are entitled to full 

reparation. Full reparation entails addressing human rights violations holistically, and 

must encompass the different aspect of those violations.  

Besides compensation, which of course is due to victims, victims and their families must 

also be provided rehabilitation such as psychological and medical assistance.  

Reparation also entails adopting measures of satisfaction, which entail the recognition of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te, the adoption of public apologies and the organization of 

public ceremonies in which the State provides its apologies. Those ceremonies must be 

organized in full consultation with the victims and in agreement with them. These 

ceremonies should not revictimize them.  

Once the facts have been recognized and public apologies have been expressed, no 

regression is allowed. Denying the facts and their effects entails inflicting a new human 

rights violation upon victims and their families.  

Reparation processes should include the above mentioned measures as well as guarantees 

of non-recurrence. Non-recurrence entails institutional reforms needed to avoid the 

repetition of past violations. They entail not only the reform of the legal framework to 

bring them in line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but specially the change in 

public practice, particularly of the security forces so their duties are always discharged in 

compliance with the relevant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law standards. 

The fifth pillar of transitional justice is memorialization. Memorialization is comprised of 

several aspects and must be carried out with full respect for victims, as it is done by you 

through this annual event, in which I'm honoured to participate. Adopting 

memorialization processes is essential to prevent the recurrence of past violations.   

They include not only the establishment of museums or memory sites, but also measures 

to ensure easy public access to those spaces where people can be taught about those past 

events in a clear and understandable manner. It is also important to facilitate access by 

the youth so they get informed about what has happened. And also the adoption of 



educational programmes in the school and university curricula that address the serious 

and systematic human rights violations that the society has endured. 

Once more, in this sense, the voice of the victims must be granted privileged status. In no 

way should a memorialization process attempt to or succeed in legitimizing the voice of 

the perpetrators.  

All these elements are essential. The State cannot pick and choose them. Memory, truth, 

justice, reparation and guarantees of non-recurrence. The five essential elements to 

address a painful past; to avoid leaving the victims behind, and to support them, as 

required, in the path that they follow. 

Once again, I congratulate you for the organization of this event. 

I note my outmost support to the victims in their commemoration of the terrible events 

that had taken place; my outmost solidarity with their families; and my outmost support 

to the country so it can advance as much as possible in meeting its international obligation 

to address past violations such as the massacre that we are remembering today. 

I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attention and wish you a good continuation of the work to 

be carried out during the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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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ortance of the Memorialization Process in 

Transitional Justice 

Patrick Burgess (President and Co-founder of Asia Justice and Rights (AJAR)) 

 

In contexts where mass human rights violations have taken place the deep scars left on a 

personal, community and society level can destroy the rule of law and the potential for 

sustainable peace and prosperity for years after the violations have subsided. Experience 

across the globe shows mass crimes are not usually committed in a country context once, 

but rather occur over and over in recurrent cycles of violence broken by periods of peace 

before beginning again. Unless the root causes and contributing factors to the violations 

are uncovered, analysed and dealt with through strategic programs with they will 

inevitably give rise to the corruption, discrimination, impunity, grand theft of resources 

and other common factors that lead to recurrence. We cannot break the cycles of violence 

without learning from the past. Memorials can be found in many forms and all of them 

help us to remember what has happened, reflect on it and maintain a focus on “never 

again.” 

Transitional justice refers to all of the initiatives that a society takes to try to deal with a 

legacy of mass violations, including prosecuting those responsible for the crimes; 

investigating, revealing and sharing the truth about what happened; reparations, or 

taking effective and appropriate steps to repair the lives of victims, and reforming society 

and institutions so that the violations do not recur.  

As we all know memories fade with time, and societies that have experienced mass 

atrocities use a range of methods and initiatives to remember them. We need to ensure 

that we do not forget what took place and keep the lessons learned in our field of vision 

so that when the root causes and indicators become apparent again steps can be taken to 

try to avoid a recurrence of violations. We also need assistance to acknowledge and 



respect for the victims.   In the context of transitional justice, we use the term 

memorialization to refer to initiatives that are designed to remind us of the mass 

violations that have occurred, the background, root causes and contributing factors, 

helping us to continue to honour the suffering of victims and draw inspiration from their 

courage.  

Memorialization can take many forms. They may include: 

 Statues of inspirational heroes, victims, groups or symbolic representations of 

events, periods or issues in a public place; 

 Artwork, sculpture, music, and other forms of creative expression that stimulate 

memory; 

 Museums and exhibits that combine various objects, written materials, film, 

photographs, audio visual inputs, explanations and commentaries including direct 

accounts of victims; 

 Use of particular places, such as graves, buildings geographical sites etc to focus 

memory particular issues or experiences; 

 Events and activities such as a day of remembrance, or a day dedicated to victims; 

 Other forms of memorials that may have meaning to a small group, communities, 

nations or internationally. 

 

Memorials are part of the holistic transitional justice framework and contribute to all of 

the four pillars of the framework in different ways. Those who work on the ground in 

contexts where mass crimes have been committed know that the major challenge to 

achieving prosecutions is building the national political will to prosecute. Although there 

is a lot of focus on the mechanisms such as legal base and courts we know that unless 

there is the political will and public support no prosecutions will be possible.  Memorials 

can keep the experience of what has taken place alive, contributing to the advocacy that 

can make prosecutions possible.  

Memorials also contribute in a major way to the truth-seeking pillar as investigating and 

establishing the truth is relatively meaningless unless it is shared and acted upon. 

Memorials are very often a vehicle of sharing the truth, reminding us of what happened 



and stimulating us to look more deeply into those events. Some forms of memorials, such 

as museums, can link to a great deal of material related to the truth and communicate it 

to many thousands of people.  

Memorials are also a form of reparations as they can help us to remember the suffering 

of victims, to acknowledge what happened to them and draw inspiration from the courage 

and commitment of survivors. The memorials also contribute to the fourth pillar of the 

TJ framework, guarantees of non-repetition, by reminding us of the cost when an 

authoritarian government is allowed to take power, the rule of law attacked, corruption 

allowed to increase etc. This can continue to inspire the society to take effective steps to 

avoid recurrence.   

Some memorials are created from a zero base, creating something new. Others make use 

of existing places, building or objects. For example, gravestones, or sites of mass burials 

can be transformed by highlighting the significance of the person who died, or the manner 

in which a group was treated or the resting place of a hero. Introducing the viewer to the 

individual victims and learning a little about them at a grave site can help stimulate an 

imaginary picture, personalizing the experience and bringing a human meaning to 

historical narratives which otherwise may be dry and less interesting.  

One example of an interactive experience at a burial site is the grave of Victor Jara, a 

famous Chilean singer-songwriter, theatre director, poet and teacher who was murdered 

by agents of the government of the dictator Augusto Pinochet. Jara was arrested, tortured 

and then shot with his body thrown out onto the streets of a poor neighbourhood. Visitors 

to the memorial at his gravesite are encouraged to remember Jara life and death, 

contemplate the experiences of the dictatorship and to write short messages, poems or 

songs or leave flowers or other objects at the grave. The opportunity for visitors to reflect 

and take some participatory action rather than just look or read in a passive manner 

makes the experience more complex, memorable and lasting. 

Not all memorials are large imposing statues or buildings constructed by governments. 

Local communities have expressed the need to remember heroes and victims for 

thousands of years. In many places around the world communities create ‘home grown’ 

memorials such as small carvings, crosses, piles of stones or simple structures to 



commemorate events or people who may have been attacked or killed at those spots whilst 

struggling in the fight for freedom and justice. Those small-scale memorials are often 

constructed in the dirt streets of villages, in the crossroads of mountain passes where 

massacres took place and at local burial grounds, churches and buildings. 

Sometimes the meaning of places or buildings have great significance for local people but 

may not even be recognizable to others who are not aware of the history. For example, the 

torture centre at the Rumah Gedung in Aceh, which looks like an ordinary building but is 

well known to all locals due to its dark past as a torture centre of the Indonesian military, 

can provide a strong message that the violations of the past should never be repeated 

again. Although local people living nearby had heard the horrific stories of the use the 

Rumah Gedung it was not until the current Aceh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focused programs on the historical use of the building that the broader population became 

aware of the truth concerning its history. It may be that one of the recommendations of 

the TRC will be for the Rumah Gedung to be preserved as a memorial site, combining the 

truth-seeking function with ongoing memory. 

The places, objects and activities will not achieve their goals of promoting memory, 

reflection and analysis unless they are accompanied by discussions, reading, reflection, 

performances etc that lead the population to remember what has happened, honour the 

victims, reflect on the root causes and renew commitments of “never again,” or in Spanish 

“nunca mas,” which was the title of the final report of the worlds’ first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in Argentina.  

Memorialization can also be achieved not through places or objects but activities. For 

example, a national day of remembrance may be declared, or there might be cultural or 

sporting events to commemorate a cause or particular events. Examples include the 

Australian “National Sorry Day” celebrated on May 26 every year commemorates the 

historic injustices suffered by the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peoples who were 

forcibly removed from their families in pursuance of years of  government policy. The 

suffering of thousands of victims was investigated by a National Inquiry into the 

Separation of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 Children from their Families that 



produced a landmark report: “Bringing Them Home:” in 19971. This is another example 

of effective memorialization through the Sorry Day program that was made possible by 

an official truth-seeking mechanism.  

One of the key goals of transitional justice is the establishment of an accurate historical 

truth about what has taken place. Very often the truth is distorted or repressed by those 

who bear responsibility for the violations or have different perspectives on what has taken 

place. Contested narratives often are represented in memorials and as time passes and 

the truth emerges and is shared the question of what to do with those memorials arises.  

For example, in 2020 following the killing of George Floyd and the rapid mobilization of 

the Black Lives Matter movement in a range of US cities many statues of prominent 

figures who had been slave-owners or advocates of racist policies and practices were torn 

down. Many people demonstrated a highly emotional opposition to the continued 

honouring of individuals who had supported such abhorrent policies and practices, even 

though they have for generations been respected and, in some cases, hailed as heroes. 

Others found those actions to be contradictory to their sense of history and the 

contribution of the persons who were represented in the memorials. 

Another example of a memorial that portrays a contested version of history is in Hanoi, 

Vietnam, the site of one of a small number of museums in the world dedicated to women.  

The museum provides many photographs, film exhibit and other items representing the 

experience of victims and witnesses to the arrival of US warships and commencement of 

the bombing of their villages, which were recorded on film. The version of the truth put 

forward by those victims are vastly different from the accounts in many history books in 

the United States. In the museum in Hanoi I heard one woman’s account of alien craft 

arriving and sending balls of fire onto the coastal villages that were filled with civilians. 

The inhabitants could not understand what was happening. At that time all of the men in 

the villages had left to participate in the war effort. Photographs and film show the women 

loading large shells in artillery guns and learning how to fire them from the beaches to 

protect themselves. The contested history in US war museums provides a version of 

                                                           
1  National Inquiry into the Separation of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 Children from their Families 1997 
https://humanrights.gov.au/sites/default/files/content/pdf/social_justice/bringing_them_home_report.pdf 



history through the eyes of US government officials and servicemen, some of whom 

fought bravely and suffered great losses and even their lives. The different memorials 

provide vastly differing accounts of the same historical episodes. 

In some situations, presenting a memorial based on a particular historical narrative can 

cause significant suffering for victims. The inhabitants of Sri Lanka are predominantly 

Buddhist Singhalese who make up around 75% of the population with the Hindu Tamils 

living in the northern and eastern areas making up approximately 11%. At the end of a 

decades long war between government military forces and separatist ‘Tamil Tigers’ a 

military offensive was conducted by the government forces against the ‘Tigers’ on a strip 

of land where they were trapped. Up to an estimated 40,000 civilians were killed during 

this final military campaign, giving rise to calls by many countries, the UN and the EU 

that there must be a full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of those responsible for the war 

crimes committed against those innocent civilians.  

After the conflict had ended the Sri Lankan government constructed statues of a number 

of ‘military heroes’ that had been centrally involved in the final attacks, in prominent 

places on the streets in areas of the north where many Tamil victims live. Victims I spoke 

to in those areas said that they felt that the erection of the statues intensified the suffering 

and grief that they felt. This was because the victims knew that some of those persons 

were implicated as perpetrators of war crimes committed against them and their families. 

This was an unnecessary affront to them and a block to healing. In this situation the Sri 

Lankan government intended the memorialisation to pay homage to persons that they 

considered ‘heroes.’  Great care needs to be taken in relation to memorialization of 

military figures or those who have been actively involved in a conflict in areas where there 

are many victims.  In addition to the potential to amplify the suffering of the victims those 

kinds of memorialization programs can hinder the stated goals of reconciliation and 

increase levels of resentment,  deepening the division and hatred caused by the violations. 

Many museums include a ‘walk-through’ exhibit that can provide the participant some 

level of understanding of the victims of the violations.  Powerful examples include the 

museums in Washington and Berlin dedicated to remembering the more than six million 

victims of the regime of Nazi Germany during the ‘Holocaust.’  



 

Examples of powerful ‘walk through’ exhibits in museums that provide an effective form 

of memorialization in the Asia region include the Bangladesh “Liberation War Museum 

(LWM)” in Dhaka  and the Centro Nasional Cega (CNC) in the old Comarca prison 

building in Timor Leste. Those two museums provide interesting examples of how 

ongoing memorialization can be mixed with other transitional justice programs.  

The LWM in Dhaka commenced as a program of a non-government civil society 

organization dedicated to the victims of the conflict in 1971 when an estimated three 

million people died during the conflict related to the separation of the new state of 

Bangladesh from Pakistan. The LWM was established in 1996 and for many years 

operated from a simple and relatively small office where they ran programs of truth 

seeking, advocacy for justice and reform. One interesting program provided an 

opportunity for school children to record the accounts of their grandparents in relation to 

the mass violations. More than 60,000 victim stories were recorded by the children and 

the LWM assisted the schools to bind the stories from the school into a book for each, 

creating a living memory to the experience of the victims. The LWM also uses buses to 

travel around the country providing truth seeking outreach and education programs. 

More recently in 2018 the organization opened a major new state of the art museum with 

audio-visual walk-through exhibits. Thousands of victims and witnesses across the 

country have donated items to contribute to the memorials.  

From 2000 to 2003 I was the Principal Legal Counsel at the Timor Lest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CAVR.) During the preparation phase for the Commission a 

decision was made to restore the old Comarca Portuguese era prison that had been used 

as a torture centre by the Indonesian military during the 24 -year occupation. It was 

decided to transform the old torture centre to serve as the offices of the truth commission. 

The renovation of the old prison took place, with two ‘dark cells’ left as they had been 

during the time of the violations. Visitors can go into the cells and close the door, leaving 

them in the damp blackness to imagine the terror of those who had been left there 

following sessions of torture with electric shocks or worse. In the centre of the prison staff 



of the truth commission planted a new garden, which became a symbol of the 

transformation of the society, being able to “grow flowers in a prison torture centre.”  

After the three-year work of the CAVR was completed the Comarca building became a 

human rights museum with a walk-through exhibit that explained the invasion, 

occupation and violations year by year, giving an impression of ‘walking through the 

history’ of the nation and the trajectory and patterns of violations. The building also now 

houses the library and archives of the CAVR, including the more than 8,000 witness 

statements, historical documents, photographs and videos. The Comarca building now 

also houses the new institution, the CNC which is one of only a small number of post truth 

commission permanent institutions dedicated to ensuring that the impact of the 

commission’s work is not lost. Following the closure of the truth commission. It took ten 

years of constant advocacy by a civil society coalition to finally persuade the government 

to create the CNC, which now manages the memorial site, the museum, archives and 

education programs for schoolchildren who come to the Comarca and walk through the 

prison and its exhibits. Importantly, the CNC is recognized as a core government intuition, 

receives an annual government budget and implements a range of programs to monitor 

and assist with the implementation of truth commission recommendations. The 

experience of Timor Leste provides valuable guidance to other contexts as too often the 

extremely valuable work of a truth commission does not provide a base for the important 

memorialization, reparations education and prevention work because no mechanism is 

established to undertake that work. The CNC housed in the old Comarca torture centre is 

a living example of memorialization mixed with other parts of the TJ framework. 

It is estimated that the Khmer Rouge killed at least 1.7 million innocent Cambodian 

civilians in a few short years during the 1970’s. In response to those events the UN and 

the Cambodian government established the Extraordinary Chambers of the Courts of 

Cambodia (ECCC,) a hybrid court set up to try the leaders of the Khmer Rouge for the 

crimes they committed. In addition, there has been a major program of documentation 

and gathering of evidence by Cambodian civil society organizations such as the 

Documentation Centre of Cambodia (DCCam.)  In addition, a number of striking and very 

moving memorials have been organized. These include preservation of some of the sites 

of mass graves of the “killing fields” and the famous museum at Tuel Sleng where visitors 



can see rows and rows of human skulls and photographs of faces, as the Khmer Rouge 

meticulously recorded each of the persons they tortured and killed in that centre.   

Some years ago, I conducted a series of workshops for those who were involved with and 

would contribute to the hybrid court, the ECCC. As part of the process I put up four large 

sheets of paper around the room, one representing each of the four elements of the 

transitional justice framework: Truth-seeking, Prosecution, Reparations, and Reforms 

that can assist non-recurrence. Forty participants were asked to walk around and place 

ticks on the area that they felt was most important for Cambodia. The results were that 

more than 30 of the 40 participants chose Truth-Seeking. This process was repeated in a 

number of workshops, always with the same result. I remember being shocked at the time, 

as the facilitator of those events I expected that the demand for justice and reparations 

for victims would be the major priorities of the informed human rights defenders who 

were the participants. 

After visiting the museum at Tuel Sleng I reflected on the fact that the exhibits and the 

visits to the “killing fields” tell the story, to some degree of ‘what happened’ in Cambodia. 

However, the way that they are organized do not examine the root causes, contributing 

factors and reasons why such a thing could happen in Cambodia. The memorials are very 

moving and help to focus on the memory of the events but the failure to examine the 

deeper truth in relation to the history of Cambodia is a major gap. Memorialization must 

be combined with effective truth seeking or its impact will be limited. In Cambodia this 

has led to a number of young people now rejecting that the genocide and the killing fields 

ever happened at all. In the words of one young person I spoke to “It could not be possible 

for Khmer people to do that to other Khmers. It cannot be true and was made up for 

political purposes.” There is a massive amount of historical material, photographs, videos, 

witness and victim stories to reinforce the historical truth that the mass extermination 

carried out by the Khmer Rouge did in fact take place. Memorials like Tuel Sleng are 

incredibly important and pass very powerful messages but they need to be linked to a deep 

national experience of exploring the complete truth about the violations, such as the 

processes conducted by well-implemented truth commissions.   

 



There are many thousands of memorials that have been constructed across the globe to 

help us remember the victims who suffered, those killed and disappeared and the dark 

periods of history that allowed this to take place. I have only been able to refer to a very 

small number of examples in this paper but each does, I believe, demonstrate that 

memorials are an essential tool to assist healing and that they are most effective when 

they are part of a holistic whole-of-society attempt to deal with the mass violations that 

includes all elements of the transitional justice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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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itional Justice in South Korea: Focusing o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Chang Wan-ick (Attorney, Haemaru Law Firm) 

 

1. Introduction 

South Korea has suffered from state violence in diverse forms since the advent of the 

20th century, which was ushered in with the colonial rule of Japan. Korean society 

thereafter has brought about a sincere discussion on how to overcome state violence, and 

as a result, various committees for the historical rectification of state violence have been 

established since the year 2000. Since these committees were required to end their 

operation after a designated period, most of their activities were terminated around 2010 

(The Commission for Assessing Damage from Supporting the Victims of Compulsory 

Overseas Mobilization during Korea’s Resistance against Japan was closed on December 

31, 2015). Today, I would like to focus on the transitional justice of South Korea by 

examining committees for historical rectification that are currently in operation. 

 

2. Resumption of Fact-Finding: Establishment or Reestablishment of 

Committees 

Committees that are currently in operation are as follows: ○A  The Committee on 

Discovering the Truth of the Jeju April 3 Incident and Restoring the Honor of the Victims 

(Hereafter Jeju April 3 Committee, established on October 13, 2014); ○B  The Commission 

for Fact-finding and Deliberation for Restoring the Honor of the People Involved in the 

Buma Democratic Uprising (established on October 13, 2014); ○C The Presidential Truth 

Commission on Deaths in the Military (established on September 14, 2018; its 

predecessor,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Suspicious Deaths in the Military, had 

operated from January 1, 2006, to December 31, 2009); ○D  The Commission to 



Investigate the Truth of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Hereafter May 18 Commission, 

established on December 27, 2019); ○E  The Second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established on December 1, 2020; the First Commission1 had operated from December 

1, 2005, to December 31, 2010).  

 

A. The Jeju April 3 Committee has been relatively inactive so far, and is preparing for full-

fledged operation, as the Special Act on Discovering the Truth of the Jeju April 3 Incident 

and Restoring the Honor of the Victims is about to be amended (on June 24, 2021).  

First, the Committee established a subcommittee to conduct an additional fact-

finding investigation. The Jeju April 3 Committee entrusts this task to the Jeju April 3 

Peace Foundation, and the subcommittee deliberates on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Originally, an attempt was made to establish a fact-finding team within the committee, 

but that was not possible. It seems that the key to the fact-finding investigation will be to 

what extent the Jeju April 3 Peace Foundation can exercise its authority in the 

investigation. 

Second, measures such as recommendations for special review and ex officio 

investigation of cases, as well as consolation money for victims have become possible. 

This will be discussed in detail later. 

Third, it has been clarified that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have an obligation to 

support the physical and mental treatment of victims and their bereaved families, and, 

furthermore, the recovery of the community. Accordingly, the Jeju April 3 Trauma 

Healing Project was implemented, and a commemorative project, the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human remains from the Jeju April 3 incident, and research and 

education related to the Jeju April 3 incident were initiated with relevant financial 

support. 

 

B. The Commission for Fact-finding and Deliberation for Restoring the Honor of the 

People Involved in the Buma Democratic Uprising (hereafter Buma Commission) was 

established on October 13, 2014. Buma Democratic Uprising refers to the democratization 

                                                           
1 This was the first committee related to Korea's state violence, civilian massacres, and other government violations 
of human rights. The First Commission conducted the most comprehensive investigation into such incidents. 



movement opposing the Yushin regime that took place around October 16 to October 20, 

1979, in the Gyeongnam area, including Busan, Masan, and Changwon. Through the 

revisions of the Act on Restoring the Honor of and Compensation for the People Involved 

in the Buma Democratic Uprising, the Commission must complete the fact-finding work 

by June 8, 2021, and produce a fact-finding report within six months thereafter. The 

committee can investigate the truth, pay compensation, and conduct tasks regarding the 

restoration of honor. Compared with those for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relevant 

laws were enacted and committees were established regrettably late. Similar to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a special retrial regarding participation in the uprising can be 

requested. When the committee was first established, many pointed out that it was not 

active. We hope the Committee finishes its truth-finding task successfully. 

 

C. The Presidential Truth Commission on Deaths in the Military resumed the incomplete 

investigation of its predecessor,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Suspicious Deaths in the 

Military, which ended its activities in December 2009. The committee resumed the 

activities in response to requests of victims or survivors who could not apply for 

investigation by the initial committee. The Commission on Deaths in the Military has 

expanded the scope of fact-finding. It has the authority to investigate all the accidents that 

took place from November 10, 1948, to September 13, 2018 (when the special law was 

enforced). This is because accidents in the military continued to take place after the 

activities of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Suspicious Deaths in the Military ended, and 

there were bereaved families who are suspicious of the cause of death even after the 

investigation by the military, a suspicion that is primarily derived from the characteristics 

of the military. Deaths that were reported as suicides but caused by harsh treatment in 

the military are the primary subject for investigation. Recently, the duration of the 

committee's operation has been extended from three to five years. 

 

D. The May 18 Commission was originally scheduled to be established on September 14, 

2018, along with the Presidential Truth Commission on Deaths in the Military, but some 

under-qualified candidates who were recommended by the opposition party did not meet 

the membership requirements. It was established on December 27, 2019 by revising the 

related regulations for membership. Concerning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hearing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investigations by the prosecution took place from 

the late 1980s to the mid-1990s, and measures for restoration of honor and compensation 

have been taken since 1990. However, there have been requests for a thorough 

investigation that goes beyond the superficial examination on fragmentary facts, and 

there even have existed attempts to compromise the value and facts regarding the 

movement, which arouse public resentment. As a result, the May 18 Commission was 

established, and the committee is going to conduct fact-finding activities for up to four 

years and is supposed to release a comprehensive report within six months after the 

activities are completed, The committee investigation has authority to carry out hearings, 

request a resolution to the National Assembly for the appointment of special prosecutors, 

request search and seizure warrants, and conduct the discovery and examination of 

remains. 

 

E. The Second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just like the Presidential Truth 

Commission on Deaths in the Military, has resumed the work of an earlier committee that 

left unfinished investigations or was unable to hear appeals of victims and their families 

who failed to request reexamination of their cases.  

In addition, victims of cases that have been revealed recently, such as the 

Brotherhood Welfare Center, did not receive attention at the time of the First Commission. 

Victims and their families requested the resumption of the committee, and it was 

established on December 1, 2020. Due to the problem of membership composition, the 

first committee meeting was held on March 25, 2021, and the recruitment process for the 

Secretary-General and investigators is still in progress. The committee can operate for up 

to four years from the date of the decision to initiate its first investigation and must 

prepare a comprehensive report within six months after the operation ends. Thanks to 

the reinforced authority since the First Commission, it can now independently initiate a 

hearing. 

 

 

3. Enhanced Authority for Investigation 

A. Introduction of Hearings  

The hearing process was introduced by the May 18 Commission and the Second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In the case of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the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Special Investigation Committee was established in 

the National Assembly in 1988, and it finished operation with Chun Doo-hwan's 

testimony at a hearing on December 31, 1989. Only the National Assembly had the 

authority to hold a hearing at that time, and even when the Truth-Finding Commission 

requested the introduction of a hearing, it was not allowed to hold one. However, a 

hearing was introduced by the Special Act on Investigating the Truth of the April 16 Sewol 

Ferry Disaster and Building a Safe Society (implemented on January 1, 2015) for the 

investigation of the facts of the April 16 Sewol Ferry Disaster and also by the Special Act 

on Investigating the Truth of Social Disasters (implemented on December 12, 2017). The 

Special Investigation Commission on the April 16 Sewol Ferry Disaster held three 

hearings regarding the April 16 disaster, and the Special Investigation Commission on the 

Humidifier Disinfectant Disaster2 and the April 16 Sewol Ferry Disaster3 held one hearing 

regarding the Humidifier Disinfectant Case. 

Despite several limitations, hearings held by those special investigation committees 

on social disasters provided meaningful opportunities for those who are involved in the 

case or responsible for the damage to make their testimony while victims and their 

families had opportunities to express their pain. It undoubtedly contributed to the fact-

finding activities of the committees. Based on these experiences and lessons from 

previous hearings, the two commissions, the Commission to Investigate the Truth of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and the Second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are 

expected to facilitate their investigation through an efficient hearing process.  

 

B. Investigation and Recovery of Remains 

As the Special Act on Investigating the Truth of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was 

amended on January 5, 2021, it became possible to excavate land and conduct 

investigations if there is considerable reason to believe that the remains of victims are 

buried in a specific location. To this end, the committee is authorized for the access, 

                                                           
2  The Humidifier Disinfectant Case refers to an incident where a number of victims exposed to humidifier 
disinfectants containing toxic chemicals suffered from health damage such as pulmonary fibrosis, lung damage, 
respiratory disease, and even death. 
3 The April 16 Sewol Ferry Disaster refers to an incident in which a number of victims lost their lives or the lives of 
loved ones due to the sinking of the Sewol ferry near Jodo-myeon, Jindo-gun, South Jeolla Province on April 16, 2014. 



temporary use, and removal of obstacles on the location as well as for conducting genetic 

testing if it is necessary for identification of victims and their families, which entails the 

collection of genetic samples for identification of the remains. The grounds for making 

compensation also have been established in case anyone’s property is damaged in the 

investigation process. As the Special Act on Discovering the Truth of the Jeju April 3 

Incident and Restoring the Honor of the Victims was revised on January 24, 2007, 

matters related to the investigation of genocide sites and burial sites, and to the 

excavation and retrieval of the remains were added to the committee’s tasks. And the 

enforcement decree was revised to prepare the basis for requesting cooperation from 

administrative agencies or public organizations for the investigation. The First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also conducted projects to discover remains related to civilian 

massacres during the Korean War, but the relevant legal basis was insufficient, so the 

burial sites were neglected and the burial of discovered remains encountered obstacles, 

and the remains were temporarily stored in places like university laboratories. Therefore, 

the First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submitted a “Recommendation for the 

Discovery of the Remains of Civilian Victims around the Korean War and a Suggestion for 

the Burial Process” to the Presid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on October 7, 2009, 

advocating the necessity of a new special law related to the discovery of remains. 

Accordingly, the Support Group for Settling Past History carries out tasks to establish 

a national memorial facility in 2024 for the remains and relics of civilian victims 

discovered by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in the area of Nangwol-dong, 

Dong-gu, Daejeon. The efforts of the Second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to 

establish justification for excavation of remains in the special law were unsuccessful.  

In 2000, the 5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War, the discovery and excavation 

project administered by the Army was revised to become a governmental project of an 

unlimited period, and, to support the project, the Act on the Excavation of the Remains 

of Soldiers Killed in the Korean War was approved. However, even though the 

recommendation of the First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to enact relevant law 

for excavating remains was not approved, the Second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started the project without a supporting justification. The Support Group for 

Settling Past History also carries out a project to collect and enshrine the remains of 

victims of compulsory mobilization during Korea's Resistance against Japan in both 



domestic and overseas areas.  

Since all commissions are established for a fixed, limited period, it is time to take 

comprehensive measures related to the discovery and recovery of remains at the 

government level.  

 

C. Request to Appoint Independent Prosecutors 

If it is difficult to uncover the facts through the commission's inquiry alone or if 

criminal punishment is necessary, a request for an official investigation is possible 

(Commissions on May 18 and Deaths in the Military). In addition, in the case of May 18, 

it is possible to request a resolution by the National Assembly to appoint an independent 

prosecutor. The Commission to Investigate the Truth of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can rely on the Act on the Appointment of Independent Prosecutors (enacted on March 

18, 2014) to request that the National Assembly authorize an investigation by an 

independent prosecutor. Similar to the authorization for hearings, the Special 

Investigation Commission on the April 16 Sewol Ferry Disaster and the Special 

Investigation Commission on the Humidifier Disinfectant Disaster and the April 16 Sewol 

Ferry Disaster gained authority to request independent prosecutors, and the latter 

requested that the National Assembly appoint an independent prosecutor, which was 

approved on December 10, 2020.4 The May 18 Commission also can request a resolution 

by the National Assembly to appoint an independent prosecutor twice, similar to the 

Special Investigation Commission on the April 16 Sewol Ferry Disaster. 

Once an independent prosecutor is appointed, the committee may submit data or 

present opinions to the independent prosecutor and request that the prosecutor 

cooperate with the committee to make a statement of opinions, so that they can work 

together to contribute to fact-finding.  

 

4. Current Issues of Historical Rectification 

A. Retrial 

1)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has recommended retrials while 

                                                           
4 Appointment of a special prosecutor by the National Assembly to investigate the case of suspicion of manipulation 
and editing of evidence pertaining to the April 16 Sewol Ferry Disaster 



investigating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s a result, there are many cases 

where the retrial exonerated the victims who were charged for their involvement in the 

incidents. The criminal retrials regarding state violence can be divided into three groups 

per the grounds: ① retrials based on special acts, ② retrials based on the decision of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and ③ retrials conducted before the decision of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2) Special Retrial 

According to the provisions in Article 4 of the Special Act o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implemented on December 21, 1995), Article 11 of the Act on Honor Recovery 

and Compensation for People Involved in the Buma Democratic Uprising (implemented 

on December 5, 2013), and Article 14 of the Special Act on Discovering the Truth of the 

Jeju April 3 Incident and Restoring the Honor of the Victims (to be implemented on June 

24, 2021), a special trial can be requested even when there are no grounds for an exception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or Military Court Act. The requirements for retrial 

include claims from those who were found guilty for actions related to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or for opposing crimes disrupting constitutional order or violating 

human rights as prescribed in Article 2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rescription for Public Persecution against Crimes Disrupting Constitutional Order,5 

those who received a final judgment to acquit for actions related to the Buma Democratic 

Uprising, or those who were found guilty in a final judgment or recognized by evidence 

such as a list of prisoners.  

In the case of April 3, in particular, the Jeju April 3 Committee may request from the 

Minister of Justice an ex officio retrial for those who were subjected to a ruling by the 

military court.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an ex officio retrial can be processed 

collectively, and those who were declared guilty in the general court also can request a 

special retrial.  

A special retrial conducted for the restoration of a victim's honor is an exception to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is grounded in the special act. 

                                                           
5 The term “crimes disrupting constitutional order” refers to crimes involving insurrection and crimes involving 
foreign aggression listed in Chapters I and II of Part II of the Criminal Act, and crimes of rebellion and crimes of 
benefiting an enemy listed in Chapters I and II of Part II of the Military Criminal Act. 



 

3) Retrial Based on the Committee Decision 

 If a retrial is requested based on the decisions made by the historical rectification 

committees such as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or Presidential Truth 

Commission on Suspicious Deaths, the court makes a decision to commence 

reconsideration based on the investigations by these committees, and victims may be 

acquitted through a retrial. In South Korea, a retrial was not initially based on the decision 

of the committee. The retrial became possible when those who were involved in the 

Inhyukdang Reconstruction Committee case turned out to be innocent in a 2007 retrial 

that was requested by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Suspicious Deaths, (On September 

2, 2002,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Suspicious Deaths announced its findings that 

the investigation in the Inhyukdang Reconstruction Committee case was manipulated 

through torture, and a retrial request was submitted on December 10, 2002. The retrial 

was permitted on December 27, 2005, and the retrial found the previously convicted 

victims to be innocent on January 23, 2007, which resulted in compensation from the 

government as determined on August 21, 2007.)  

In the case where a retrial request is not processed despite the recommendation from 

the committee, the prosecution has been able to make an ex officio request for retrial since 

2017. In addition, both the Supreme Court (December 16, 2010)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March 21, 2013) ruled that cases of emergency measures during the Yushin period 

were unconstitutional. As a result, claims related to the annulment of convictions or 

special pardons poured into the National Assembly, but the proposed legislation of a 

special act was unsuccessful. The prosecution then requested ex officio retrials even for 

those who had not requested retrial after a conviction for violating such emergency 

measures so that the victims could restore their honor. 

Based on the experiences from such ex officio retrials, the Ministry of Justice, when 

discussing an amendment to the Special Act on Discovering the Truth of the Jeju April 3 

Incident and Restoring the Honor of the Victims, suggested that a special retrial provision 

be put in place as an alternative to invalidated rulings of the Military Court, and the 

suggestion was successfully included in the amendment. 

 

4) Retrial without Committee Decision 



Requests for retrial can indeed be submitted by the victims of state violence before 

they receive a decision from the committees regarding the retrial. However, it is relatively 

difficult to prove the grounds for retrial (e.g. unlawful arrest, detention, torture) and 

requires a much more difficult process without the mediation of committees.  

However, in the case of Jeju April 3 or Yeosu-Suncheon October 19, there were retrial 

requests for cases in which it was difficult to prove the damage of imprisonment or 

execution since the text of the original judgment could not be found. (It could not even be 

determined whether or not the actual trial process was carried out. Fortunately, there was 

a decision from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for Yeosu-Suncheon October 

19.) For such cases in which the original copy of the judgment was missing, the court 

decided to initiate a retrial based on evidence such as a list of prisoners, and dismissed 

the prosecutions or acquitted the victims. In the case of a military court without an 

existing verdict, the prosecution must request an ex officio retrial, and in the case of a 

general court judgment, the prosecution must request a special retrial. 

 

B. State Compensation 

1) Victims whose cases qualified for reopening by the decision of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filed a lawsuit for damages against the government and won. 

However, there was a marked gap in the amount of compensation in the case of the 

massacre of civilians in the Korean War and the case of human rights violations. Many 

victims did not file a lawsuit and demanded that a special law be enacted. In addition, 

victims who failed to apply for fact-finding requested to resume the operation of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and continue the fact-finding investigation. Also, among 

the victims of the Jeju April 3 Incident, voices demanding compensation from the Korean 

government soared. 

 

2) Several lawmakers have come up with relevant legislation proposals to respond to the 

victims' demands for compensation. The revised bill of the Jeju April 3 Special Act 

(proposed on July 27, 2020) initiated by Representative Oh Young-Hoon and others 

required compensation to be paid to victims. The contents are as follows. 

 



Article 17 (Compensation) ① The State pays compensation calculated according to 

the following criteria to persons determined to be victims pursuant to Article 13. In this 

case, if the victim falls under two or more of the following provisions, the larger amount 

shall be paid. 

a. Persons killed (including those who died during imprisonment) or missing in 

relation to the Jeju April 3 Incident: The average amount, to be determined by 

Presidential Decree, which is equivalent to the total amount of compensation decided 

by the court and paid to the victims and survivors of the civilian massacres that 

occurred around the Korean War. 

b. In a case of remaining disability due to the Jeju April 3 incident: An amount 

equivalent to 8/10 of the amount under subparagraph 1. 

c. In a case of imprisonment due to the Jeju April 3 Incident: 

a) In case the imprisonment period is more than 6 months: The amount in 

accordance with subparagraph 1; 

b) If the imprisonment period is less than 6 months: An amount equivalent 

to 5/10 of the amount under subparagraph 1. 

d. In a case of probation of execution of a sentence of imprisonment or a more 

severe punishment due to the Jeju April 3 Incident: An amount equivalent to 3/10 of 

the amount under subparagraph 1. 

 

In addition, the revised bill of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Act (proposed on January 

31, 2017) initiated by Representative So Byung-hoon et al. includes the following 

compensation prescription. 

 

Article 40-4 (Request for Payment of Compensation). In the case of the 

Commission's decision to clarify the truth pursuant to Article 26, a victim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or his or her family may apply for monetary 

compensation to the compensation committee.  

a. A person who died or disappeared during the incident. 

b. A person who suffered from an injury (including dise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in the relevant case and died 



due to the after-effects thereof. 

c. A person who has suffered from an injury due to the incident. 

 

In addition, a bill initiated by Representative Jin Sun-mee and others (proposed on 

February 3, 2017), articulates that “Measures to restore honor for damage include 

reparation and compensation. The relevant prescription regarding compensation and 

reparation shall be separately determined by law within two years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36, Paragraph 2). 

The bill initiated by Representative Oh Young-hoon was replaced by the 

compensation regulations as follows, and the provisions for reparation and compensation 

presented by Representative So Byung-hoon and Jin Sun-mee were not reflected in the 

revised law. 

 

3) Article 16 of the Special Act on Discovering the Truth of the Jeju April 3 Incident and 

Restoring the Honor of the Victims, revised at this time, stipulated that “the State shall 

seek special support for victims, such as monetary compensation, and set relevant 

criteria.” Also, it articulates, “The victims of the Jeju April 3 Incident will be provided with 

financial support such as compensation, and a support plan will be prepared as soon as 

possible.” When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come out, the enactment of a special law 

or revision of enforcement decree will be processed to determine the amount of 

compensation, the object of payment, and the precise procedure. The compensation 

determined in the Jeju April 3 Incident case is expected to affect other state violence cases 

such as damages in the Korean War civilian massacre. 

 

It was mentioned earlier that in the case of human rights violations, there is a big 

difference in the amount of compensation relative to state violence cases of civilian 

massacres. This is because the court estimates the amount of compensation for civilian 

massacres and human rights violations by different criteria. For instance, in the case of a 

massacre, the court stipulates 80 million KRW for compensation for the victim 

himself/herself, 40 million KRW for spouses of victims, 8 million KRW for parents and 

children of the victims, and 4 million KRW for siblings. In contrast, in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most cases go through retrial, and in the case of acquittal, criminal 



compensation is up to five times the minimum wage at the time of judgment. Therefore, 

victims can receive a considerable amount of compensation as well as compensation from 

the government through the lawsuit. Victims can receive much more compensation 

compared to the case of a massacre because the number of days of detention is taken into 

account when calculating the compensation. It is uncertain that this gap can be resolved 

with this compensation-related research. Otherwise, it could be better to limit the scope 

of compensation under this special law to Jeju April 3 Incident and civilian massacres and 

require human rights violations to be resolved through individual lawsuits. 

 

C. Defamation 

In Korea, there have been continuous defamatory activities concerning the Jeju April 

3 Incident and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In response to this, the Special Act on 

Discovering the Truth of the Jeju April 3 Incident and Restoring the Honor of the Victims 

was revised to declare, “Defamation of the victims, their bereaved family, or association 

of bereaved families for the purpose of public vilifying by disseminating false facts on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of the Jeju April 3 or the incident itself is strictly prohibited” 

(Article 13), without prescribing the punishment criteria that was included in the initial 

proposal6. In the meanwhile, the Special Act o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added 

the paragraph 8 (enacted on January 5, 2021) that prescribes the criteria for punishment 

for the case of defamation. However, more discussion is needed as to whether or not it is 

appropriate to criminally punish the spread of false information. 

 

Article 8 (Prohibition of Dissemination of False Facts o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1) A person who spreads false facts about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as 

described in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not exceeding five years or a fine not exceeding 50 million KRW. 

a. Newspapers, magazines, broadcasts, other publications, or the use of 

                                                           
6 As proposed by Representative Oh Young-hoon et al, Paragraph 38 (Punishment) prescribes that those who violate 
Article 15 by defaming the honor of the personal or collective reputation of the victims or the bereaved families of 
the Jeju April 3 Incide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not exceeding three years or a fine not exceeding 30 
million KRW.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s prescribed under Article 2 (1) 1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b. Exhibition, posting, or screening of objects or performances. 

c. Remarks at other publicly held debates, roundtables, press conferences, 

assemblies, street speeches, etc. 

2) If the act prescribed in Paragraph 1 is for reporting of art and academic 

accomplishments, research or reasoning, current events or historical events, or 

other similar purposes, no punishment will be given. 

 

D.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of Records 

All types of information and data collected, produced, or received by state agencies 

regarding the investigation should be preserved and utilized under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However, the Special Act on the Investigation of the Truth of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t was recently revised to establish a record management team in 

the secretariat of the May 18 Commission to collect and preserve data related to the 

investigation of the facts of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In addition, after the 

conclusion of the May 18 Commission's operation, the records collected for the 

investigation of facts can be transferred to a state agency or organization that performs 

related tasks with the consent of the National Assembly. Similar cases include the data 

collected by the Special Investigation Commission on the Humidifier Disinfectant 

Disaster and the April 16 Sewol Ferry Disaster (data related to the humidifier disinfectant 

case and the April 16 Sewol Ferry Disaster), which will be used for related memorial 

projects after the committee's activities are ended so that the data can be sent to memorial 

facilities in accordance with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Currently, the National 

Archives of Records Service preserves the data of historical rectification committees that 

have ended their activities. There is a lack of discussion on how to preserve and utilize 

these records. 

 

5. Conclusion 

The First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recommended enacting a ‘Special 

Act on Compensation and Reparation Measures for Victims of Civilian Massacres Related 



to the Korean War’ and establishing “a research foundation for historical rectification” on 

August 21, 2009. The Commission also recommended measures for ‘Discovery and 

Excavation of the Remains of the Victims of Civilian Massacres Related to the Korean War’ 

on October 7, 2009. However, even now, 11 years later, none of these three 

recommendations have been accepted. It is uncertain whether it will be possible before 

2025 when the Second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finishes its activities. It is 

also questionable whether the Support Group for Settling Past History of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which was created to monitor the implementation of 

the tasks recommended by the First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has fulfilled 

its due responsibility. 

The ‘Special Act on the Investigation of the Facts of the Yeosu and Suncheon October 

19 Incident and Restoring the Honor of the Victims’ is likely to be enacted in May 

(possibly in April) this year. If so, we have six commissions to uncover the truth about 

state violence. South Korea has not yet completed the work to find out the truth in the 

state violence cases, which is a prerequisite for the historical rectification process. 

Therefore, we can hardly speak of reconciliation and healing. In line with the investigation 

of the truth, now is the time to accelerate the process for recovery of the victims' honor, 

compensation, reconciliation, and heal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