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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9.5.31.(금) 10:00-17:30 / Date: Friday, 31 May 2019, 10:00-17:30 

시간 Time 내  용 Program

09:30
접수･등록
Registration

안내데스크 Information Desk

개회식 Opening Ceremony

전체사회: 승재현 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Moderator: SOUNG Jea-Hyen(Research Fellow,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10:00∼

10:10
개회사
Opening Remarks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HAN In Sup President,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10:10∼ 

10:30

축사
Congratulatory 

Remarks

박상기 법무부 장관 The Honorable PARK Sang-ki Minister of Justice, ROK

민병두 정무위원장 The Honorable MIN Byeong-Doo Chairman, National Policy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ROK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SEONG Kyoung Ryung Chairman,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ROK 

공동주최 12개 학회장 축하메시지 Heads of 12 co-hosted Association

UNPNI 기관 축하영상 Heads of the United Nations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Programme Networks Institutes

10:30 기념촬영 Photo Session

기조세션 Keynote Session

사회: 김한균 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Moderator: KIM Han-Kyun (Research Fellow,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10:30∼

11:50
기조연설
Keynote Address

Human Dignity in Practice: Three Perspectives 

엘리자벳 푸라 라울 발렌버그 인권 및 인도주의법연구소(RWI) 이사회 의장

The Honorable Elisabet Fura Chairperson of the Board of Trustees, Raoul 
Wallenberg Institute of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Law

헌법재판을 통해서 본 형사사법과 인간존엄성
Criminal Justice and Human Dignity: A View from the Constitutional Court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The Honorable KIM Yi-Su Former Justic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25 Years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Violence against Women(SRVAW) 
Mandate and Femicide

두브라프카 시모노프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 특별보고관 

Dubravka Šimonović Special Rapporteur on Violence against Women, United 
Nations Human Right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세계화 속의 한국 형사사법적 정의
Korean Criminal Justice in a Globalizing World

백태웅 하와이대학교 교수

BAIK Tae-Ung Professor, William S. Richardson School of Law,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USA

12:00∼ 

13:30
환영오찬 Welcoming Luncheon 

(7층 그랜드홀 / 7F Grand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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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Time 내  용 Program

  

13:30∼15:20

  세션 1. 형사사법 개혁의 지표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메리골드1홀)

Session 1. Human Dignity and Values as Indicators of Criminal Justice Reforms

사회: 이천현 선임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발표. 인간의 존엄과 책임원칙: 자유의지와 관련해 과학기술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가

안성조 제주대학교 교수

형사사법 개혁과 인간의 존엄: 새로운 형사제재수단과 관련하여

김종구 조선대학교 교수

인간의 존엄, 생명권 그리고 연명의료

이석배 단국대학교 교수

토론. 조서연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변호사

곽정민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박강우 충북대학교 교수

  세션 2. 헌법과 형사법의 실천원리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메리골드 2홀)

Session 2. Human Dignity and Values as Operating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 and Criminal Law

사회: 윤지영 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발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비범죄화: 낙태죄를 중심으로

김명식 조선대학교 교수

태아의 기본권 주체의 인정 여부

김민우 충북대학교 박사 

여성의 임신중단 관련 법률 개정의 방향: 건강권 및 성과 재생산 권리의 평등실현을 중심으로

장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 최은순 한국젠더법학회 회장

강태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신동일 한경대학교 교수

   세션 3.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형사정책적 프로그램(데이지홀)

Session 3. Criminal Justice Program for Human Dignity and Values

사회: 윤해성 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발표. 성매매여성의 인권에 관한 소고(小考)

안준홍 가천대학교 교수

인간의 존엄에 대한 현대 과학기술의 도전과 형사정책의 방향

양천수 영남대학교 교수

형법을 통한 인간의 존엄성 보호: 혐오범죄를 중심으로

최준혁 인하대학교 교수

자유인권 지향 형사정책 프로그램으로서 형사제재체계의 사회법치국가적 재구성 방안

박학모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전현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코이케 타다히로 일본 대사관 검사

김혜정 영남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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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Time 내  용 Program

15:20∼15:40 커피브레이크 Coffee Break

  

15:40∼17:30

 세션 4. 교정보호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실현(메리골드 1홀)

Session 4. Realizing Human Dignity and Values in Correctional Services

사회: 이승현 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발표. 배제와 훈육에서 포용과 후원으로: 핀란드 사례를 통해 본 교정정책의 새로운 전망

김형주 전남대학교 전임연구원

보호관찰의 이중적 기능: 인간 존엄과 가치 실현을 중심으로

김민이 국회도서관 전문경력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방안

안성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금용명 법무부 교정기획과 서기관

정영훈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황만성 원광대학교 교수 

  세션 5. 형사절차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실현(메리골드 2홀)

Session 5. Realizing Human Dignity and Values in Criminal Proceedings

사회: 강석구 선임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발표. 난민 이주민 인신매매의 대응과 피해자 보호

정도희 경상대학교 교수

헌법 정신과 범죄피해자 보호

황태정 경기대학교 교수

형사부수절차에서의 인간존엄과 가치의 실현

이근우 가천대학교 교수

토론. 김진희 서울서부지검 검사

송오섭 창원지법 거창지원 판사

박기석 대구대학교 교수 

  세션 6. 국제인권법의 지평에서 본 우리의 형사정책(데이지홀)

Session 6. Korean Criminal Policies in the Landscape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사회: 신의기 선임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발표. 개인진정 결정의 국내이행 검토 

박찬운 한양대학교 교수

국제인권법의 국내 형사법 적용 및 시사점-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을 중심으로

오재창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국제인권법의 지평에서 본 우리 소년사법의 과제

김 혁 부경대학교 교수

토론. 김원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과장

신희선 외교부 인권사회과 과장

이진국 아주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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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법무부 박상기 장관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성경륭 이사장님,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위원장님,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창립 30주년을 축하해주시고, 격려해 주시

기 위해 참석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에 이르도록 애써주신 초대 정해창 원장님 이래 13분의 역대 원장님과 수 백명의 

역대 연구자 및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법학, 범죄학 그리고 사회과학자들이 모여 학문적 융합을 이루어 

약 1500여편의 연구보고서를 출간하였으며, 범죄예방과 안전사회를 만들고 인간 존중의 

형사정책을 전진시키는데 기여해 왔습니다.

13개 정부 및 공공기관, 18개 대학교, 19개 학회와 MOU를 체결하여 학술교류와 정책협의

를 돈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UNODC 등 44개 해외 유수 기관과도 MOU를 체결하여 

국제적으로 형사정책 연구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18개 기관으로 구성된 유엔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프로그램 네트워크(UNPNI)의 이사국으로 활동하면서 2017년에는 추계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1998년에는 세계범죄학대회, 2012년에는 아시아범죄학대회, 2016년

에는 아시아지역범죄통계회의를 개최하는 등 세계속의 형사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30주년 행사를 준비하면서 ‘검소’, ‘내실’, ‘참여’, ‘연대’를 기본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과거의 성과를 내실 있게 점검하고, 미래의 과제를 국내외 연구자, 연구기관과 함께 도출

하고자 합니다. 이런 점에서 12개 유관학회와 함께 공동으로 본 국제학술대회를 주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형사정책연구원은 국내외 연구자, 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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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과 동행, 발전하겠습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 주제는 “인간 존엄과 가치의 형사사법적 실현”입니다. 국가 차원의 형사

정책은 모든 국민의 인간존엄과 가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한 과학적 길잡이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세계적으로 저명하신 학자와 전문가 분들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공동체를 위한 형사정책에 

더욱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기조발표를 맡아 주신 엘리자벳 푸라(Elisabet Fura) 라울바렌베리 인권･
인도주의법 연구소(RWI, Raoul Wallenberg Institute of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Law) 

이사회 의장님,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이신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님, 

두브라카 시모노프(Dubravka Šimonovic) UN인권이사회 특별 보고관님, UN인권이사회 

강제실종실무그룹 위원이신 백태웅 하와이대학교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축하영상메세지를 보내주신 존 브란돌리노(John Brandolino) 유엔마약범죄사무소

(UNODC) 조약국장님, 쩐지에 저우(周振杰) 북경사범대학교 형사법률과학연구원(CCLS) 

원장님, 나탈리아 올루스(Natalia Ollus) 유럽범죄방지통제연구소(HEUNI) 소장님, 데이비드 

멀하우젠(David B. Muhlhausen) 미국 국립사법연구원 원장님, 키티퐁 키타야락(Kittipong 

Kittayarak) 태국 사법연구원(TIJ) 원장님, 타케시 세토(Takeshi Seto) 유엔 아시아 및 극동 

범죄방지연구소(UNAFEI) 소장님, 베티나 투치 바트시오타스(Bettina Tucci Bartsiotas) 유엔 

지역간 범죄 및 사법연구소(UNICRI) 소장님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각 주제 세션의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12개 학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유관기관 

관계자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국제학술대회를 열정을 다해 준비해주신 형사정책연구원 모든 분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30주년 행사를 준비하면서 새삼 정말로 많은 분들의 정성과 협력이 쌓여 오늘에 이르렀구나 

실감합니다. 그래서 고마운 마음이 봄 새싹처럼 돋아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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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지난 성과에 자족하지 않고, 반성을 토대로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이 마

음 두어야 할 곳은 대한민국의 주인인 우리 국민 여러분임을 늘 명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개혁의 싱크 탱크’로서 소임을 다하기 위해 마음을 다잡겠습니다.

앞으로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5월 31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한 인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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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r Excellency Mr. Sang-Ki Park, Minister of Justice, 

Your Excellency Mr. Kyoung-Ryung Seong, 

Chairman of the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Your Excellency Mr. Byung-Doo Min, 

Chairman of the Policy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Distinguished guests, 

Ladies and gentlemen, 

On behalf of th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I would like to extend a heartfelt welcome 

to all of you for taking time from busy schedules to attend the 2019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International Forum. 

I would also like to take a moment to thank each of the thirteen previous presidents of KIC, 

especially the first president and former Minister of Justice Hae-Chang Chung, as well as 

hundreds of researchers and staff who came before us for their dedication and hard work that 

have made what we are today.

Over the past thirty years, th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published 1,500 

interdisciplinary research combining knowledge in law and criminology. The published 

research played a critical role in preventing crime, building a crime-free society, and 

advancing criminal justice policies based on respect for human rights.

At the same time, KIC strengthened academic exchanges and coordination on policy issues 

through a range of memoranda of understanding with domestic institutes, including 13 

government ministries and agencies, 18 academic institutions, and 19 academic associations. 

It further expanded its scope of cooperation by signing the memoranda with 41 overseas 

institutes to lead research on crime and justice issues glob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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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noteworthy that KIC as part of its activities as a council institute of the United Nations 

Programme Network of Institute (PNIs), hosted the 2017 PNI Autumn Coordination Meeting 

in Seoul. 

Additionally, in 1998, 2012, and 2016, respectively, KIC successfully hosted the 12th 

International Congress on Criminology, the Annual Conference of the Asian Criminological 

Society and the Second Regional Meeting on Crime and Criminal Justice Statistics thereby 

fulfilling its role as a global research institute.

The watchwords for today’s event are prudence, substantiality, participation and solidarity. 

Today’s event, based on these values, will be a great opportunity to look back on past 

accomplishments and look ahead and consider challenges with academics and practitioners in 

the field.

In this respect, I consider very meaningful that 12 domestic academic associations 

co-organized today’s forum. Building on the momentum, KIC will continue to engage and 

work together with the domestic and foreign community of researchers, practitioners, 

academic associations, and related agencies.

As you are already aware, the theme of today’s forum is “Criminal Justice for Human Dignity 

and Values.” I am mindful that national criminal justice policies ought to be based on 

scientific research to fully realize the dignity and value of all citizens. I am confident that 

effort to be made by renowned academics and practitioners today will contribute to our tasks 

of undertaking democratic reforms of domestic criminal justice agencies, creating a crime-free 

society and upholding respect for human rights.

In closing, I would like to extend my sincerest gratitude to Chairperson of the Board of 

Trustees at the Raoul Wallenburg Institute of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Law, the 

Honorable Judge Elisabet Fura; Professor of Law Emeritus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nd the Honorable Justice Yi-Soo Kim; UN Special Rapporteur Ms. Dubravka Šimonovic; 

and Professor Tae-Ung Baik for their generous acceptance of delivering keynote rem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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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special thanks also go to the heads of the United Nations Programme Network of 

Institutes, including Director of the Division for Treaty Affairs at the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Mr. John Brandolino; Dean of the College for Criminal Law Science of 

the Beijing Normal University (CCLS) Prof. Dr. Zhenjie Zhou; Director of the European 

Institute for Crime Prevention and Control (HEUNI) Dr. Natalia Ollus; Director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of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Dr. David B. 

Muhlhausen; Executive Director of the Thailand Institute of Justice (TIJ) Prof. Dr. Kittipong 

Kittayarak; Director of the United Nations Asia and Far East Institute for the Prevention of 

Crime and the Treatment of Offenders (UNAFEI), Mr. Takeshi Seto; and Director of the 

United Nations Interregional Crime and Justice Research Institute (UNICRI) Ms. Bettina 

Tucci Bartsiotas for their heartfelt messages of congratulations.

My thanks also go to all the presidents and members of 12 domestic academic associations as 

well as participating speakers and discussants who will lead fruitful sessions today. 

I also thank KIC staff for their best efforts in organizing the anniversary event. 

As I worked to prepare this anniversary, I was keenly aware of KIC’s tradition of hard work 

and dedication, which has renewed my commitment to the tasks ahead.

As we continue our work, we will guard against any complacency. Not resting on past 

accomplishments, we will continue to set ourselves on and fulfill our tasks as a national 

research think tank for reforming criminal justice systems.

I ask your continued support of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Thank you. 

May 31, 2019

Dr. In Sup Han 

President,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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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부장관입니다.

먼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설립 30주년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지금

까지 형사정책연구원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오신 한인섭 원장님을 

비롯한 연구원 구성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사정책을 연구하는 국책 연구기관을 설립한 국가는 세계적으로도 드물다고 알고 있습

니다. 1989년에 우리나라가 형사정책연구원을 국책 연구기관으로 설립한 것은 형사정책

의 중요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최근의 범죄현상을 볼 때 그러한 예측은 정확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 다양한 형태의 성 범죄, 

청소년 범죄 및 피해의 증가 등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른 범죄양상은 범죄현상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사정책연구원은 그 동안 1,500여 편의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다루고 있는 주제

가 다양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형사정책적 쟁점을 연구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성과는 우리나라 형사사법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초가 되었으며 정책적 대안을 제

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와의 협력 하에 연구사업을 진행하여 연구와 정책이 연결되

도록 하는 데에 커다란 기여를 한 바도 있습니다. 

오늘날의 범죄현상은 국경을 넘어서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는 형사정책에 관한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부응하여 한국 형사정책연구원

은 국제적 활동도 활발히 전개하여 유엔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프로그램 네트워크(UNPNI) 

가입 연구기관으로서 국제화하는 범죄현상에 대한 방안도 활발하게 강구하고 있음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서른 번째 생일을 맞아 앞으로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과제의 개발은 

물론이고 기존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한 추가적인 연구성과를 축적하여 새로운 사회환경에 

적합한 연구를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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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 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설립 30주년을 축하하고 한인섭 원장님을 비롯한 연구원

구성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5월 31일

법무부장관  박 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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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국회 정무위원장 민병두입니다.

먼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개원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뜻깊은 날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인간 존엄과 가치의 

형사사법적 실현”을 주제로 유관학회와 공동 국제학술회의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1948년 파리 유엔 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이후, 국제사회는 인간존엄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다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도 지난 60년 동안 우리 국민의 인권의 

성장과 향상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민주당의 지난 60여년은 

국민과 함께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역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21년까지의 대한민국 인간존엄 정책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

계획에는 ‘인권존중, 평등과 차별금지, 민주적 참여’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그동안 양성평등, 양심적 병역거부, 차별금지를 실현하는 법안들을 제출해 왔고 또 통과를 

위해 노력해 왔고, 일정부분 성과를 거두어왔습니다. 

이번 학술회의에서 인간 존엄과 가치의 형사사법적 실현에 대한 정책 및 연구 결과를 공유

하고 논의하여, 인권보장역량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학문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 회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참석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모두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19년 5월 31일

정무위원장  민 병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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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성경륭입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개원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중요한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박상기 법무부장관

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들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대표

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중한 기조연설을 해주시는 

엘리자벳 푸라 의장님,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님, 두브라프카 시모노프 

특별보고관님, 백태웅 하와이대 교수님을 비롯하여 발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시는 각계의 

전문가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지난 1989년 3월 16일 개원한 이래 30년 동안 형사 관계 법령과 

형사정책에 관한 종합적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형사정책 수립과 범죄예방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이사장으로서, 그리고 우리 사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열 세분의 역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님들과 한인섭 현 원장님, 그리고 모든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창설 30주년인 올해 2019년은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100년을 넘어 새로운 100년을 맞이하여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적폐 청산과 반부패 개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우리나라 형사정책에 쏠리는 

국민의 관심은 그 어느 때 보다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은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분출된 ‘나라다운 나라’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실현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국가권력의 농단을 막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여 민주주의의 질적 

도약을 이루는 일이기도 합니다.

형사사법 분야의 여러 개혁과제들은 지난 30년 동안 실무와 연구의 조화, 사회과학과 

법학의 학제적 융합을 통하여 최고의 역량을 갖추게 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게 주어진 

중요한 소임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100년,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앞으로도 더 

크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주길 기대합니다. 특권층끼리 결탁하고 공생하여 국민의 평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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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에 좌절과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훌륭한 정책연구를 통해 형사사법 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고의 노력과 최선의 성과를 이루

어낼 수 있도록, 일상의 범죄예방과 민생치안 역량을 제고하는 데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각종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당

하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피해자들의 고통을 해소하는 데에도 큰 기여를 해주시길 

빌어마지 않습니다. 

지난 30년 간 다져온 굳건한 토대 위에서 앞으로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한인섭 원장님

과 임직원 여러분들이 더 중요한 역할을 많이 감당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애써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30주년 행사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5월 31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성 경 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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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자벳 푸라

라울 발렌버그 인권 및 인도주의법연구소(RWI) 이사회 의장 

Elisabet Fura
Chairperson of the Board of Trustees
Raoul Wallenberg Institute of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Law 

Profile

엘리자벳 푸라는 2015년 7월부터 현재까지 스웨덴 룬드의 라울 발렌버그 인권 및 

인도주의법연구소(Raoul Wallenberg Institute of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Law; 

RWI)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 2012∼2016년까지는 스웨덴 의회 옴부즈만(Chief 

Parliamentary Ombudsman), 2003∼2012년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재판관, 1999∼2001년 스웨덴 변호사협회 협회장을 역임하였으며, 국제옴부

즈만연구소(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 위원, 유럽연합 변호사협회 위원회

(Council of the Bars and law Societies of the European Union) 스웨덴 대표단 단장 

등을 역임하였다. 

푸라 의장은 스웨덴 스톡홀름대학교에서 법학 학사, 명예 법학 박사를 취득하였으며 

스웨덴 변호사협회 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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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Thank you for the invitation. I am 

honored and humbled to be part of the 

celebration of the 30 year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s a representative 

of the Raoul Wallenberg Institute of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Law.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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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In the Institute we combine evidence- 

based human rights research with direct 

engagement in close collaboration with our 

partners to bring about human rights change 

for all.)

The topic you have chosen for your 

conference is timely and important and my 

contribution will be based on my personal 

experience as a practicing lawyer, judge and 

parliamentary ombudsman.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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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y experience is mainly Swedish and as 

president of the Swedish Bar Association I 

came in close contact with the particular 

challenges a defense lawyer may face.

Serving as a judge on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broadened my perspective 

to regional and international case law but also 

shifted the angle from the defense lawyer’s to 

the judge’s.

The third perspective I would propose to 

share with you is the one of the supervisor. 

The Parliamentary Ombudsman in Sweden 

has a supervisory role vis-à-vis the criminal 

system (among other state and municipal 

agencies), and I personally investigated 

complaints against the prison- and probation 

authorities and made inspections of prisons 

and detention centers on a regular basis in 

order to verify rules compliance in general 

and compliance regarding the constitution 

and respect for human rights in particular.

(If my personal subjective outlook can be 

described as threefold I believe that the topic 

of human dignity in the justice system could 

also take as a starting point the perspective of 

the individual who is the target of the criminal 

system. It is my firm belief that here we 

should apply a twofold approach discussing the 

suspect/perpetrator/inmate without forgetting 

the victim.)

(Human Dignity What is human dignity?)

- Human dignity is the most important 

human right of all from which all other 

human rights derive.

- The word “Dignity” (comes from the 

Latin word “dignitas” and) can be translated 

to worthiness. Dignity implies that each 

person is worthy of honor and respect for 

who they are, not just for what they can do. 

Human dignity cannot be earned and it 

cannot be taken away. 

Why is human dignity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mportant? 

The simple answer is that convicted 

individuals eventually come back into society 

after having served their sentence. We expect 

them to reintegrate. If we have not treated 

them with respect for their dignity as human 

beings we cannot expect them to leave the 

prison as mature and responsible individuals. 

In a worst case scenario we risk having 

turned them into monsters during the time 

they spend “inside” so you can also allege 

that it is out of self-interest that we should 

respect human dignity in all.

In addition, a fair, efficient and humane 

criminal justice system, treating suspects and 

offenders with respect and dignity is a 

cornerstone for the development of a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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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on human rights and the rule of law. 

This has been recogniz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in light of this several 

instruments have over the years, under the 

auspices of the United Nations and regional 

organizations, been developed with a view to 

promote the respect for human rights in the 

criminal process.

(Some practical examples)

As you are well aware there is a regional 

cooperation in place in Europe in which 47 

states participate. They are all members of 

the Council of Europe created in the 

aftermath of WW2 in order to prevent a 

repetition of the horrors resulting from the 

creation of totalitarian states. When becoming 

members of the Council the states are 

obliged to sign and adhere to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nd to respect 

the jurisdiction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Serving as a judge on this 

court for 9 years taught me a lot about the 

importance of human dignity and I will give 

you some examples of cases I sat on.

5

5.

Léger v France (application no19324/02, 

chamber judgment 11/4 2006, grand chamber 

judgment 30/3 2009)

Article 3 (of the ECHR) prohibits the use 

of torture:

“No one shall be subject to torture or to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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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pplicant was imprisoned for life 

and the question for the Court was basically 

to decide if a punishment in the form of 

imprisonment for life was contrary to article 

3. (Article 5, right to liberty and security, 

was also invoked but will not be commented 

on here.)

The applicant argued in essence that 

being imprisoned for life without any 

prospect of release was inhuman and 

degrading. At the time the complaint was 

filed he was the longest serving prisoner in 

the history of France having been imprisoned 

for more than four decades. (It should be 

noted that at the time of his conviction he 

had been sentenced to death but then the law 

was changed and his sentence was changed 

into lifelong imprisonment.)

The defending government claimed that 

the imprisonment was not a violation of 

article 3. On several occasions they had 

received, and turned down, requests for 

release on license from the applicant as well 

as demands for a retrial. The applicant had 

also repeatedly asked for presidential pardon. 

Every time it became known to the public 

that consideration was given to a possible 

release of the applicant it created an outcry, 

this in spite of the fact that experts advising 

the authorities on the mental health of the 

applicant and the courts deciding on the 

matter found that he could be released. But 

the crime he was sentenced for was so 

heinous (an 11 year old boy had been 

abducted and murdered) that it would be 

contrary to morals and justice to ever let the 

applicant free, according to many members 

of the public.

The Court held a hearing and the majority 

(5-2) found no violation. I dissented since in 

my view the imprisonment for 41 years 

without any hope for release was tantamount 

to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and that 

not sufficient emphasis had been put to the 

issue of reintegration of the applicant into 

society). 

The case was referred to the Grand 

Chamber (17 judges), a new hearing was held 

in which the applicant himself participated 

since he had by then been released on license. 

After the hearing but before the judgment was 

rendered the applicant died and shortly 

afterwards the applicant’s lawyer died as well. 

Since there were no relatives left, the Court 

sitting as a Grand Chamber, by a majority 

decided to strike the case out of its list of 

cases instead of rendering a decision on the 

merits since the applicant did not intend to 

pursue his application. (According to the 

Convention this is possible but it is al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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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sible to continue and decide a case even 

when the applicant has died if there is a 

legitimate interest for the Court to pursue it.) 

The strike-out decision was a disappointment 

since, in my view, the Court missed an 

opportunity to advance the caselaw in this 

area. The prohibition of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in prison or detention has however 

been developed in case-law since then (most 

recently in the case of Mammadov and Others 

v Azerbaijan, judgment rendered 21 February, 

2019 where the Court found lack of medical 

treatment in detention to be in violation of 

article 3).

6

6.

Opuz v Turkey (application no 33401/02), 

chamber judgment 9/6 2009

If my previous example was related to 

prisons this one showcases another part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namely the police 

investigation and the prosecution during 

which human dignity also needs protection. 

The case is about domestic violence. The 

applicant and her mother were assaulted over 

many years by the applicant’s husband, at 

various points leaving both women with life- 

threatening injuries. With only one exception, 

no prosecution was brought against him on 

the grounds that both women had withdrawn 

their complaints, despite their explanations 

that the husband had harassed them into doing 

so, threatening to kill them. He subsequently 

stabbed his wife seven times and was given a 

fine equivalent to about 385 EUR, payable in 

instal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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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wo women filed numerous 

complaints, claiming their lives were in 

danger. The husband was questioned and 

released. Finally, when the two women were 

trying to move away, the husband shot dead 

his mother-in-law, arguing that his honor had 

been at stake. He was convicted for murder 

and sentenced to life imprisonment but 

released pending his appeal, whereupon his 

wife claimed he continued to threaten her.

The Court held that there had been a 

violation of Article 2 (right to life) concerning 

the murder of the applicant’s mother and a 

violation of Article 3 (prohibition of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concerning the State’s 

failure to protect the applicant. It found that 

Turkey had failed to set up and implement a 

system for punishing domestic violence and 

protecting victims. The authorities had not 

even used the protective measures available to 

them and had discontinued proceedings as a 

“family matter” ignoring why the complaints 

had been withdrawn. There should have been a 

legal framework allowing criminal proceedings 

to be brought irrespective of whether the 

complaints had been withdrawn. 

The Court also held that there had been a 

violation of Article 14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in conjunction with Articles 

2 and 3, observing that domestic violence 

affected mainly women, while the general 

and discriminatory judicial passivity in 

Turkey created a climate that was conducive 

to it. The violence suffered by the applicant 

and her mother could therefore be regarded 

as gender based and discriminatory against 

women. 

The Court went on to state that despite 

the reforms carried out by the Turkish 

Government in recent years, the overall 

unresponsiveness of the judicial system and 

the impunity enjoyed by aggressors, as in the 

applicants case, indicated an insufficient 

commitment on the part of the authorities to 

take appropriate action to address domestic 

violence.

This case amply illustrates the need for 

human dignity to be properly acknowledged 

and respected in every phase of the criminal 

proceedings, here the police investigation, 

prosecution and trial. It also shows how 

legislation, however perfect, is never enough 

to guarantee the respect for human rights 

unless it is accompanied by practice and a 

change of the mindset of the people in 

charge of implementing it.

Having said this it is clear to me that 

sometimes legislation has to be changed as 

well, simply because the world is changing 

and the legislator has not always follo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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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my role as parliamentary ombudsman 

reviewing complaints filed by detainees and 

inspecting detention centers I saw with my 

own eyes some of the devastating effects of 

excessively long periods of detention 

combined with isolation. The detainee being 

kept alone in a cell 23 hours a day without 

any contact with other human beings except 

his lawyer and the staff of the detention 

center. Sometimes I even came to wonder if 

the detainee was in shape to stand trial and to 

really effectively participate in his or her 

own trial after sometimes more than a year in 

isolation. 

The Swedish legislation gives the court a 

possibility to isolate a detained person (no 

right to receive visits, no telephone or internet, 

no papers or television) on the request of the 

prosecutor and if certain specific conditions 

are met. For example it might be necessary to 

prevent the suspect from contacting the 

outside world in order for the prosecutor to 

secure evidence. But modern times has given 

us more complex criminal cases with cross- 

border investigations, numerous suspects in 

the same case, sophisticated technical issues 

to investigate, only to mention a few aspects 

more common today than even 20 years ago. 

With the procedural rule of immediacy 

(omedelbarhet) in criminal cases meaning, 

simply put, that all evidence should be 

presented directly at the hearing and not by 

reference to written witness statements and 

the like, the prosecutor is obliged to keep 

the suspect isolated for sometimes very long 

periods to get all the pieces of the investigation 

together until the trial is finalized, sometimes 

in two or even three instances. It has been 

suggested by legal experts that the legislator 

ought to consider what a more adapted 

procedural code could look like. Maybe it 

would be possible in more cases than today 

to divide the big cases into smaller more 

manageable pieces and to treat the suspects 

in a sequence of trials instead of all of them 

in one big trial as today, not in the least to 

better safeguard the human dignity of 

everybody involved. Be that as it may, it 

illustrates how the legislator needs to follow 

the development and how the legislator 

depends on scientists like you to do this job 

prop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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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The prosecutor of Sweden v Rachmad 

Akilov, judgment Stockholm District Court 

7/6  2018

The one most common complaint filed 

with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regards Article 6 (right to a fair trial) and 

naturally you immediately think of the rights 

of the defense against any criminal charge 

including the right to be assisted by a lawyer 

of your own choosing. 

My third and last example therefor is 

about the rights of the defense in a criminal 

trial, this time from my own country Sweden 

but against the backdrop of a challenge, sadly 

threatening more and more of our democratic 

societies, namely terrorism. When innocent 

victims are randomly killed by someone who 

has a clear motive to inflict as much fear and 

terror in a society as possible, the challenges 

for the defense are unraveled in a painfully 

clear light….

Rachmad Akilov, an Uzbek national 

living illegally in Sweden as a rejected 

asylum seeker, hijacked a big lorry and drove 

it into a busy pedestrian street in Stockholm 

on a Friday afternoon killing 5 people and 

seriously injuring 14 more after which he 

was arrested, detained and indicted on the 

suspicion of having committed terrorist 

crimes through murder. Akilov had expressed 

sympathy with the Islamic State of Iraq.

(Preparing for this speech) I interviewed 

the defense lawyer of Akilov, Mr Johan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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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iksson, (lawyer and member of the 

Swedish Bar Association). I wanted to find 

out how he, as a defense lawyer in this very 

mediatized case, had managed to preserve 

the human dignity of everybody involved. 

This is what I learned.

At a very early stage of the proceedings 

against him, Akilov confessed, admitting his 

guilt as a terrorist. His intention had been to 

kill as many people as possible, inflicting as 

much fear he could in the Swedish society as 

a punishment for Sweden’s involvement in 

the war in Iraq. 

The public reaction against this crime 

and the perpetrator was strong, sometimes 

violent. As his defense lawyer, Mr Eriksson 

was exposed to hundreds of letters and emails 

from people expressing their hatred and 

disgust against him, who defended a terrorist. 

He was called names I will not repeat here. 

This created a very hostile environment in 

which Mr Eriksson had to use all his 

experience and skill to maintain a dignified 

working environment in which he would be 

able to effectively defend his client.

A particular challenge was to treat the 

victims in a dignified way while also 

defending his client effectively. In this 

context it was important to explain the role 

of the defense to media, as well as 

maintaining a civilized and professional tone 

in the courtroom and outside. 

(The media pressure from all over the 

world was immense. At times, the defense 

lawyer and his assistant had 50 calls per day 

from journalists. To keep concentrated and 

focused in this type of working environment 

became a challenge in itself.)

The accused was detained under the 

strictest possible conditions. The defense saw 

it as one of its most important responsibilities 

to keep him in shape, physically and mentally, 

to face a trial in a dignified and acceptable 

manner. The defense went to great lengths to 

ease the pressure on the client in detention. 

Frequent visits, books and a chessboard were 

tools in this effort.  

Preparing the client for the trial, 

explaining to him in detail what he was to 

expect, was an essential part of the work. At 

times the defense was worried of how it 

would all play out in court.

“We wanted him to understand and take an 

active role in his defense, which he also did. 

Being brought up in Uzbekistan his trust in state 

authorities such as police and courts was not 

obvious. The first question I got from my client 

was: ‘When will they start to torture me?’”

From this rather extreme example we 

can learn that it is possible to main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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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alism and human dignity in the 

toughest of situations if all actors adhere to 

the same values and work together to achieve 

the common goal; a fair trial.

(As mentioned earlier) I inspected a 

number of prisons and detention centers in 

my capacity of parliamentary ombudsman. 

During an inspection, (which was normally – 
but not always – announced in advance,) I 

and my team of lawyers would meet with 

staff,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leadership, 

inmates/detainees if they wanted to, walk 

around to physically inspect the premises 

and also review documents. A couple of days 

would be spent in an institution and the 

review of documents could often continue 

later in our office. This paperwork was an 

essential part of the inspection, overseeing 

rules compliance as a safeguard of the rule of 

law. If restrictive measures such as isolation, 

handcuffs or mechanical restraint were 

imposed and if they had not been properly 

documented there was no way for me as the 

supervisor to secure that the laws were 

followed. So what might be seen as tedious, 

technical and boring formalistic work, turned 

out to be an essential prerequisite for 

upholding human dignity.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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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ay forward

8. 9.

The lack of enthusiasm of lawmakers to 

deal with these issues is, I believe, universal 

and can be a challenge for institutions like 

yours.  We get comments like “you do not 

win any votes by talking about reforms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honest people are 

not interested in spending tax payers’ money 

to protect the basic rights of prisoners/ 

criminals”. It takes courage to contradict and 

stand up for the view that it is also a question 

of our own dignity as human beings and 

citizens not to treat these individuals without 

respect for their human dignity.  It is a value 

worth defending and the way a society treats 

it’s suspects and inmates has been described 

as the ultimate litmus test of our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Furthermore every individual, whether 

suspect, inmate or victim, is part of larger 

context. Family and relatives, local 

communities, friends and colleagues are only 

examples of all the individuals who are 

affected. We owe it to all of them and to 

ourselves to take these matters seriously and 

one way of doing so is to broaden and 

deepen our knowledge. KIC has an important 

role to play in this and by spreading the 

knowledge to those who can make a 

difference. 

Thank you!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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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이 수

전 헌법재판관

KIM Yi-Su

Former Justic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Profile

김이수 교수는 1977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2011년 사법연수원장을 비롯하여 

특허법원장, 서울남부지방법원장, 인천지방법원장, 청주지방법원장을 역임하였

다. 2012년부터 2018년도까지는 헌번재판소 헌번재판관으로 역임하였고 현재는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좌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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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을 통해서 본 형사사법과 인간존엄성

(Criminal Justice and Human Dignity in Constitutional Adjudication)

김 이 수

전 헌법재판관

1. 여는 말: 형사사법의 양면성과 인간존엄성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가 있음을 천명하면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헌법 제10조가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헌법이념의 핵심

이요 최고의 헌법적 가치이다. 또한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하는 최고의 객관적 규범으로서 국

가는 인간존엄성을 실현해야 할 의무와 과제를 부여받는다. 헌법 제10조는 국가는 헌법에 규

정된 개별적 기본권을 비롯하여,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까지도 보장하여야 하

며, 이를 통해 개별 국민이 가지는 인간존엄성을 존중하고 확보하여야 한다는 헌법의 기본원

리를 선언한 것이다.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자유와 권리’는 헌법 제10조의 인간 

존엄성보장을 위하여 불가결한 수단으로서 헌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권리이지만 헌법규정에

는 명시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다. 이는 자유권적 성격을 가지는 권리로서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어 나오기도 하고 개별적으로 보장되는 기본권으로부터 유래하기도 한다. 물론 이 권

리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공익상의 이유로 제한이 가능하다.

헌법재판은 인간존엄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헌법이 명하는 국가의 기능을 수행

한다.

헌법의 최고 가치로서 인간존엄성은 헌법을 비롯한 모든 법규범의 해석에 있어서 해석의 

기준, 지침으로 작용한다. 또한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을 포함하여 모든 개별 기본권

의 보장 내용을 해석하는 기준, 지침이 되고 동시에 기본권 제한의 한계로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이는 기본권 제한의 사유로 삼는 어떠한 공익에 의해서도 인간존엄성에 대한 침해는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1) 

1)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인간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기본권 형성에 있어서 최소한의 필요한 보장조차 규정하지 않음
으로써 결과적으로 인간존엄성을 훼손한다면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위반된다는 헌재 2000.
6. 1. 98헌마216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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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존엄성은 인간의 본질적 속성을 규정하는 헌법적 표현이다. 인간존엄성 개념은 오로

지 인간의 본질로부터 밝혀질 수 있다. 인간은 이성에 바탕을 둔 자율적이고 윤리적인 인격의 

주체이다. 인간은 홀로 살 수 없으며 사회와 연대하여 사는 존재이다. 우리 헌법 질서가 예정

한 인간상은 고립된 개인이 아니고 인간의 고유한 가치를 유지하면서 사회에 구속되며 사회

와 일정한 관계를 가진 공존하는 인간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간개념은 기본권 제한의 한계로

서의 인간존엄성을 이해하는 바탕이 된다. 

그런데 인간존엄성은 모든 구체적 인간에게 잠재되어 있는 속성으로 모든 인간에게 평등

하게 이미 있는 것으로 전제된다. 즉 비록 범죄인이거나 수형자일망정 존엄한 인간이다.2)

인간존엄성 조항은, 모든 인간을 그 어떤 가치나 목적이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단순한 

‘수단’이나 ‘객체’로 삼지 말고, 그 자체로서 ‘목적’으로 존중할 것을 명하는 객관적인 규범이

다.인간존엄성 조항이 헌법소원을 통하여 관철할 수 있는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일까

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다. 이 글에서 언급할 구치소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사건에서 헌법

재판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제한되는 기본권으로 보고 그 침해여부를 판단하였다.3)

인간존엄성은 형사법의 입법 및 그 적용과 집행 등 모든 형사사법 영역에 있어서도 지도

적 원리로서 작용하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런데 형사사법은 인간존엄성과 관련하여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국가의 형벌권 행사는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인간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대

상이 되는 범죄인이나 피의자･피고인･수형자의 인간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도 있

다는 것이다. 인간존엄성조항은 형사법을 입법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인간존엄성을 침해하는 

입법을 금지한다. 비도덕적인 행위라고 하더라도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경미하고 구체적인 

법익에 대한 침해가 없는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 영역의 행위는 형사처벌로 규제하는 것이 금

지되고, 잔혹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금지된다. 따라서 형법이나 형사특별법에 규정된 어떤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이 범죄인의 인간존엄성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한편 그 범죄로 지키려

는 보호법익이 피해자의 인간존엄성에 역행하는 것이어서도 안 된다.4) 

오늘날은 형법상 형벌의 종류로 정해진 것 이외에 많은 형사적 제재가 부과되고 있다. 성

폭력범죄, 특히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에 강력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시작

하여 2010년 사이에 신상정보 등록제도, 신상정보 공개제도, 신상정보 고지제도, 전자장비 부

착제도,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등이 집중적으로 도입되었다. 또한 강력범죄의 발생에 대처하여 

2) 헌재 2003. 6. 26. 2002헌가14 결정, 2016. 12. 29. 2013헌마142 결정 참조
3) 헌재 2016. 12. 29. 2013헌마142 결정 참조
4) 헌재 2009. 11. 26. 2008헌바58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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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수집하여 범죄수사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

보데이터베이스 제도도 도입되었다.

그런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형사제재인 보안처분은 형벌의 한계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유용하고 필요한 제도라 하더라도 아무런 원칙 없이 자의적으로 부과될 수는 없고, 인간존엄성

의 한계 내에서 부과되어야 한다. 따라서 인간을 범죄 퇴치나 예방의 단순한 수단5), 사회방위 

목적의 한 수단6)으로 취급하거나 비인간적인 형사제재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한 보안처

분은 법치국가 원리의 한계 내에서 부과되어야 한다. 법치국가의 원리에는 적법절차의 원칙, 죄

형법정주의, 보안처분법정주의,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이 있다.

이러한 보안처분이 해당법률의 부칙조항을 통해 소급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기도 한다. 

전자장치부착이나 디엔에이시료채취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부칙조항이 소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그렇지 않더라도 무한정 소급적용을 허용할 경우에는 해당자의 신뢰보호

와 기본권 침해 등 헌법적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칙조항이 해당 법률 시행당시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보안처분을 하도록 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침

해받은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정도, 이 조항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을 종합적

으로 비교 형량하여 적용 대상자 확대조치가 과도한 것인지를 가려야한다.7)

인간존엄성은 수사절차에서 고문 등 인간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언론이 피

의자의 모습을 촬영하도록 허용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8) 형사재판절차에서 고문으로 

얻은 임의성 없는 진술을 증거로 쓸 수 없게 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있어서도 수형자를 인간적으로 대우하도록 한다. 따라서 인

간 생존의 기본조건이 갖추어진 시설에 수용하여야 하고,9) 보호장비(계구)의 사용은 인간으로

서 기본적인 품위를 유지하거나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

야 하며, 교도소 외부에 수용자를 호송할 때는 도주 등 교정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10) 또한 금치처분을 받은 수형자에게도 실외에서 공기를 호흡

할 수 있게 운동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11) 교정시설에 수용할 때 전자영상 검사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수용자에 대한 신체검사는 사전에 검사의 목적과 방법을 고지한 후,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차단된 장소에서 실시하는 등 검사받는 사람의 모욕감 내지 수치심 유발을 최소화하

5) 헌재 2003. 6. 26. 2002헌가14 결정 위헌의견 참조
6) 헌재 2015. 12. 23. 2013헌가 9 결정 위헌의견 참조
7) 헌재 2012. 12. 27. 2010헌가82등 결정 참조
8) 헌재 2014. 3. 27. 2012헌마652 결정 참조
9) 헌재 2016. 12. 29. 2013헌마142 결정 참조
10) 헌재 2003. 12. 18. 2001헌마163 결정, 헌재 2015.12. 23 2013헌마712 결정 참조
11) 헌재 2004. 12. 16. 2002헌마478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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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12)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하거나 경제 활동을 하면서 형사법적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때로는 그 경험이 헌법재판을 불러오고, 헌법재판에서 인간존엄성 침해여부가 다투어지기도 

한다. 통상은 단일 쟁점으로 다투어지지 않고 개별적인 기본권 침해 여부도 함께 다투어진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는 개별 기본권 침해여부를 판단하면서 그 결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도 침

해한다는 형식을 취하기도 한다. 때로는 개별 기본권과 인간존엄성이 불가분 관계에 있으므

로개별 기본권의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형식을 취하고 있

다.13) 한편 인간존엄성이 전혀 언급이 되지 않고 있지만 실질은 인간존엄성의 실체를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헌법재판사례를 통해 우리는 모든 인간을 목적으로 존중하고 타인은 물론 그 어떤 가치나 

목적이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단순한 ‘수단’이나 ‘객체’로 삼지 말라는 인간존엄성의 실체

에 접근하게 된다. 

이 글에서 다룰 헌법재판 사례14)들은 형사사법 영역에서 인간의 존엄성 및 이와 밀접한 

연관관계를 보이는 기본권, 다시 말하면 자기결정 및 인격발현의 기본조건인 기본권들과 관

련된 사안들이다. 자기결정 및 인격발현의 기본조건이 되는 기본권은 헌법 제10조로부터 도

출되거나 유래하지만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이거나 개별적 기본권 중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가리킨다.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으로 헌법재판에서 

확인된 기본권은 생명권, 자기결정권(성적 자기결정권, 임신한 여성의 임신유지와 출산에 관

한 자기결정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포함), 인격권 등이다. 

자기결정 및 인격발현의 기본조건인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지나치면 그 기본권을 침해하

는 것이 되고 이는 곧 인간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 될 것이다. 개별 헌법재판 사례에서 과잉

금지의 원칙에 따른 심사를 하면서 제시된 기준은 곧 인간존엄성 침해여부를 가리는 기준이 

될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하여 형사사법 영역에서 이루어진 중요한 헌법재판소 결정들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유형화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인격의 보존과 관련한 결정, 둘은 자기결정권

과 관련한 결정,15) 셋은 신체와 밀접한 인격과 관련한 결정16)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2) 헌재 2011. 5. 26. 2010헌마775 결정 참조
13) 헌재 2018. 6. 28. 2011헌바379등 결정 참조
14) 이 사례들 중 사형제, 연명치료중단, 낙태죄, 혼인빙자간음죄 사례 등을 제외한 대부분은 필자가 재판관으로 관여
한 결정들이다.

15) 성적 자기결정권을 포함한다.
16) 제한되는 기본권이 주로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 등의 결합 형태로 되어 있다.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는 이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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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존엄성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동성동본금혼, 호주제에 관한 결정 등 민사법 영

역에도 있다.17) 필자는 형사정책연구원 개원 30주년 포럼에 참여하는 계기로 형사사법영역에 

한정하여 서술하게 되었다.

2. 인격의 보존과 관련한 결정

가. 양심적 병역거부와 양심의 자유

- 헌재 2018. 6. 28. 2011헌바379등 -

헌법재판소는 병역의 종류를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의 다섯 가지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 제5조 병역종류조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입영기피와 소

집기피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 처벌조항에 대해서는 헌법에 위반

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 역사적인 결정을 통하여 한국 사회는 인권 관련 오랜 난제를 풀게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처벌조항에 대하여 이미 두 차례 합헌결정을 한 바 있다18) 

병역법 처벌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최초의 결정인 2004. 8. 26. 2002헌가1 결정은 “아직은 

대체복무제의 도입을 위한 여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따라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어 처벌조항은 합

헌이다.”라고 판단하면서 입법자에게 대체복무제 도입을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다.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한지 14년이 흘렀고, 그 동안의 사회 사정의 변화와 

국제인권규범 등에 비추어 병역종류조항에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

다는 결론에 이르는 것은 처벌조항에 비해 용이하다고 보였다. 이 사건은 병역종류조항도 심

판대상으로 하고 있어 처벌조항이 합헌이라는 재판관에게 이 사건 결정처럼 병역종류조항은 

헌법불합치이지만 처벌조항은 합헌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여지를 주었다. 그런데 이 결

론은 처벌규정이 위헌의견이라는 의견과 실질에 있어 다를 바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병역의 종류조항인 병역법 제5조가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형사사건의 공소장에 적용법조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하지만 병역법 제5조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에 직접 적용

17) 헌재 1997.7.16. 95헌가6등 결정, 2005. 2. 3. 2001헌가9등 결정
18) 헌재 2004. 8. 26. 2002헌가1 결정, 헌재 2011. 8. 30. 2008헌가322등 결정, 2008헌가322등 결정에는 병역법처벌조항의
정당한 사유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이강국, 송두환 재판관의 한
정위헌의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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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법률조항인 병역법 제88조의 위헌여부가 결정되거나 당해사건 재판의 결과가 좌우된다

면 병역법 제5조의 재판 전제성을 함축한다. 

법정의견은, 당해사건에서 병역종류조항이 위헌으로 되면 당해 사건에서 무죄 선고할 가능

성이 있다는 이유로 재판의 전제성을 긍정하고 있다. 그 중 보충의견19)은, 병역종류조항은 처

벌조항의 의미를 해석하는 근거가 되고, 처벌조항은 병역종류조항의 내용을 전제로 하고 있어 

병역종류조항의 위헌 여부는 처벌조항의 위헌 여부와 불가분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병역종류조항은 당해 사건에 간접 적용되는 조항이라고 하면서 재판의 전제성을 긍정한다. 재

판의 전제성에 관한 법정의견과 보충의견의 미묘한 차이는 처벌조항의 위헌여부와 연관을 가

지고 있다.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반대의견20)이 있고, 한편 대체복무가 국방의무 및 병역의

무의 범주에 포섭되지 않으므로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반대의견21)도 

있다. 이에 대하여 법정의견은 비군사적 성격을 갖는 복무도 병역의무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

고, 대체복무제는 그 개념상 병역종류조항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병역종류조항에 대한 심

판청구는 입법의 불완전성을 다투는 부진정 입법 부작위청구로서 적법하다고 하고 있다.

이 사건은 양심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양심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정신적 기본권이므로 양심의 자유를 판

단하는 이상 별도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침해여부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양심의 자유 

침해여부만 판단한다고 하였다.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잉금지의 원칙위배 여부를 심사하면서 

법익의 균형성 단계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손상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행위는 사회공동체의 법질서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양심을 지키려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행위이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집총 등 병역의

무 이외의 분야에서는 국가공동체를 위한 어떠한 의무도 기꺼이 이행하겠다고 지속적으로 

호소한다. 따라서 비록 이들의 병역거부 결정이 국가공동체의 다수의 가치와 맞지 않는다

고 하더라도, 양심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헌법질서 아래에서는 그 결정을 국

가가 동원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인 형벌권을 곧바로 발동하여야 할 정도의 반사회

적인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양심의 자유에서 보호하는 양심은 그 어느 것으로도 대체되지 아니하며, 그에 따라 행동함으

로써 자기를 표현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확인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19) 재판관 이진성, 김이수, 이선애, 유남석의 의견
20) 재판관 김창종의 의견
21) 재판관 안창호, 조용호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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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에 의하여 그러한 신념을 의심하고 그 포기 여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는 것만

으로도 개인의 인격에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자신이 전인격을 걸고 옳은 것이라고 믿는 

신념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형벌과 사회생활에서의 제약 등 커다란 피해를 입는 것이 예정

되어 있는 상황에 처하면, 개인은 선택의 기로에서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에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 없고, 이는 결국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손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에서 기본권의 제한이 지나치면 기본권의 성격에 따라서는 인간존엄

성이 손상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양심의 자유와 같이 인간의 존엄성

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보이는 기본권들 즉, 자기결정 및 인격발현의 기본조건인 기본권들에 

대한 제한이 지나치면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병역종류조항에 대한 법정의견은 대체복무의 도입이 국방력의 저하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전심사절차와 엄격한 사후관리절차를 갖추고, 현역복

무와 대체복무 사이에 복무의 난이도나 기간과 관련하여 형평성을 확보해 현역복무를 회피할 

요인을 제거한다면, 심사의 곤란성과 양심을 빙자한 병역기피자의 증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

으므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면서도 병역의무의 형평을 유지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

다. 또한 법익 균형성 심사를 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공익 관련 업무에 종사하도록 

한다면, 이들을 처벌하여 교도소에 수용하고 있는 것보다는 넓은 의미의 안보와 공익실현에 

더 유익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점도 고려하고 있다. 

처벌조항에 대하여는 의견이 나뉘었다. 

합헌의견22)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병역종류조항에 대체복무제가 규정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현재의 대법원 판례에 따라 양심

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한다면, 이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처럼 병역종류조항에 대체복무제가 규정되지 아니한 

상황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양심적 병역거부는 처벌

조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종류조항의 입법상 불비와 양심적 병역거부는 처벌조항

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해석이 결합되어 발생한 문제일 뿐, 처벌조

항 자체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니다. 이는 병역종류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그에 따

른 입법부의 개선입법 및 법원의 후속 조치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22) 재판관 강일원, 서기석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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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위헌의견23)은 처벌조항 중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는 것이다. 

병역종류조항은 처벌조항의 의미를 해석하는 근거가 되고, 처벌조항은 병역종류조항의 

내용을 전제로 하므로, 병역종류조항의 위헌 여부는 처벌조항의 위헌 여부와 불가분적 관

계에 있다. 따라서 병역종류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는 이상, 처벌조항 중 양

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위헌 결정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나. 사형제와 생명권

- 헌재 2010. 2.25. 2008헌가23 결정 -

사형제는 인간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헌법질서에서 허용되는가? 

사형제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두 가지 사뭇 다른 상황을 떠올리게 된다. 하나는 오사마 빈

라덴을 9.11 테러 사건의 형사 법정에 세우는 경우 사형 개념이 배척하는 생명권 개념의 존중

으로 생명권을 부여할 것인가, 또 다른 하나는 무고함에도 불구하고 사형선고를 받고 집행된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들의 생명권 박탈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 이다.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정한 헌법 제10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고 하면서 우리 헌법질서에서 허용된다는 취지의 합헌결정을 하였다.24)

이 결정은 제도로서의 사형제도는 합헌이지만 개별 형벌조항의 위헌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생명권 역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된다고 하

였다. 이 결정은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사형을 선택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인간존엄성은 이 결정에서 생명권 제한의 한계로서 기능하고 

있다. 필자는 송두환 재판관이 개진한 보충의견에 주목하면서 사형을 정하고 있는 개별적인 

조항이 정비되기를 기대해 본다. 

법정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사형제도는 적어도 우리 헌법 제110조 제4항25)에서 간접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형벌이다. 

그리고 극악한 범죄 중 극히 일부에 대하여서라도 헌법질서 내에서 사형이 허용될 수 있다

23) 재판관 이진성, 김이수, 이선애, 유남석의 의견
24) 사형제도에 관한 선례로는 헌재 1996. 11. 28. 95헌바1 합헌결정이 있다. 한편 이 결정에서도 김진우 재판관의 인간
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형벌제도로서 위헌이라는 의견과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
여 헌법 제37조 제2항 단서에 위반되고 또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헌이라는 조승형 재판관의 의견이 있었다.

25)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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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다면 사형제도 자체를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고, 사형제도 자체의 합헌성을 전제로 사

형이 허용되는 범죄유형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될 뿐이며, 이는 개별 형벌

조항의 위헌성 여부의 판단을 통하여 해결할 문제이다. 생명이 이념적으로 절대적 가치를 

지닌 것이라 하더라도 생명에 대한 법적 평가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생명권 역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생명권의 경우, 다른 일반적인 기본권 제한의 구조와는 달리, 생명의 일부 박탈이라는 것을 

상정할 수 없기 때문에 생명권에 대한 제한은 필연적으로 생명권의 완전한 박탈을 의미하

게 되는바, 위와 같이 생명권의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생명권의 박탈

이 초래된다 하더라도 곧바로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는 없다. 사

형제도는 다수의 인명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등의 극악한 범죄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부과되

므로 그 범죄의 잔혹함에 비하여 과도한 형벌이라고 볼 수 없고, 사형은 범죄자가 스스로 

선택한 잔악무도한 범죄행위의 결과이므로 범죄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사형을 선고하는 법관이나 이를 집행하는 교도관이 인간적 자책감을 가진다

는 이유만으로 사형제도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송두환 재판관은 다음과 같이 법정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밝히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는 사형제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형제도의 남용 및 오용에 있으므

로, 형벌조항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사형이 선택될 수 있는 범죄의 종류를 반인륜적

으로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극악범죄로 한정하고, 사회적, 국가적 법익에만 관련된 각종 

범죄의 경우 등에는 법정형에서 사형을 삭제하여야 할 것이다 
5인의 재판관은 위헌의견을 냈다. 그 중 김희옥 재판관의 위헌의견은 사형제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천명하고 생명권을 보장하는 우리 헌법체계에서는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헌법 제110조 제4항 단서는 최소한의 인권존중을 위하여 법률상 존재하는 사형의 선고를 

억제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이므로, 이를 사형제도의 헌법적 근거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

지 않다. 사형제도는 범죄인을 단지 재범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사회전체의 

이익 또는 다른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수단 또는 복수의 대상으로만 취급하는 것으로서, 그

로 하여금 한 인간으로서 자기의 책임 하에 반성과 개선을 할 최소한의 도덕적 자유조차 

남겨주지 아니하는 제도이므로, 헌법 제10조가 선언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위배된다. 
조대현 재판관의 일부 위헌의견은 사형제도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어서 생명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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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헌법 제110조 제4항 단서에 따라 비상계엄 하에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 이

외에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이다. 

다. 연명치료 중단과 생명권

- 헌재 2009. 11. 26. 2008헌마385 결정 -

헌법재판소는 연명치료에 관한 자기결정권도 자기결정권의 한 내용으로서 인간존엄성 조

항으로부터 도출된다고 보았다. 위 결정은 연명치료중단의 기준, 절차, 방법 등을 정하는 입법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에서 입법의무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헌법소원을 각하한 

결정이었다. 이 결정은 연명치료중단이 인간존엄성에 부합한다고 하였다. 만일 환자가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 대비하여 미리 명시적인 연명치료 중단 의사를 표명하여 이에 따라 의사가 연

명치료를 중단한 경우와 환자의 추정적 의사가 있을 뿐인데 의사가 연명치료를 중단한 경우

에 의사의 형사책임을 묻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위 결정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환자가 이런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연명치료 거부의사를 밝히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자기결정권의 

표현이라 할 것이다.

‘죽음에 임박한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는 의학적인 의미에서 치료의 목적을 상실한 신체

침해 행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죽음의 과정이 시작되는 것을 막

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는 이미 시작된 죽음의 과정에서의 종기를 인위적으로 연장시

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죽음에 임박한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에 대한 규범적 평가가 이

와 같다면, 비록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결정 및 그 실행이 환자의 생명단축을 초래한다 하

더라도 이를 생명에 대한 임의적 처분으로서 자살이라고 평가할 수 없고, 오히려 인위적인 

신체침해 행위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생명을 자연적인 상태에 맡기고자 하는 것으로서 인

간의 존엄과 가치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환자가 장차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 

이를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의료인 등에게 연명치료 거부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밝히

는 등의 방법으로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연

명치료의 거부 또는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위 결정은 헌법상 기본권인 자기결

정권의 한 내용으로서 보장된다 할 것이다. 
이 결정에는 ‘죽음에 임박한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은 그 단계로 보아 그의 사전의료지시 

여부와는 관련지울 수 없으므로 헌법상의 자기결정권과는 무관한 문제라는 이공현 재판관의 

별개의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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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기결정권과 관련한 결정

가. 낙태죄와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 2019. 4. 11. 2017헌바127 결정 -

헌법재판소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 의사가 임신한 여

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제 국회의 입법 내용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상당히 어려운 입법 

작업이 될 것으로 짐작된다. 형법상 낙태죄 규정은 그대로 두고 모자보건법이 정한 사유를 늘

리는 방법 등으로 할 것인지를 포함하여 결정가능기간의 종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사회적 경

제적 사유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지 등 난제가 있다.

이 사안은 인간, 생명, 자기결정, 윤리관, 세계관, 종교 등에 대한 기본적인 성찰을 전제하

는 주제이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에 합헌결정26)을 하였지만 이 결정에서는 헌법불합치 결정

을 하였다. 이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관심, 비중, 전망이 과거와 달리 새로워지고 있다

는 것을 반영한다. 시대적 조건과 양상의 변화로 윤리, 도덕적 감성이 변하는 것처럼 인간존

엄성의 의미를 새롭게 새기게 하는 결정이다. 

이 결정은 임신한 여성의 자신의 신체를 임신상태로 유지하여 출산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

여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나서, 태아의 생명권과 기본권 충돌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실제적 조화의 원칙에 따라 두 기본권의 실현을 최적화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27)

앞에서 본 사형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범죄자가 스스로 선택한 극악무도

한 범죄행위의 결과로서 사형을 하는 것이므로 사형은 범죄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태아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태아의 

생명권이 제한될 수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의 

수단과 정도는 태아의 발달단계에 따라 달리 할 수 있고, 임신한 여성과 태아는 표면적으로 

보면 대립관계이지만 태아는 생명의 유지와 성장을 전적으로 모에게 의존하고 있고, 또한 임

신한 여성이 고심 끝에 내린 임신종결 결정은 태어날 자녀의 미래의 삶까지 고려한다는 점에

서 특별하다는데 근거를 두고 있다. 

26) 헌재 2012. 8. 23. 2010헌바402 결정
27) 합헌의견은 낙태할 권리가 자기결정권의 내용에 포함될 수는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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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의견28)은 최적화 할 수 있는 해법을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 

태아는 마지막 생리기간의 첫날부터 기산하여 22주 내외부터 독자적 생존이 가능하다. 태

아가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동시에 임신유지와 출산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착상부터 이 시기까지를 결정가능기간이라 한다)

까지의 낙태에 대해서는 태아의 생명보호 수단 및 정도를 달리 할 수 있다. 이 결정가능기

간까지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우선 보호된다는 것이다. 

자기낙태죄 조항은 결정가능기간 중에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이유로 

낙태갈등 상황을 겪고 있는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전면적 일률적으로 낙태를 금지하고 이

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고 있다. 이는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하여만 절대적 

우위를 부여하는 것이어서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한다.
단순위헌의견29)은 자기낙태조항이 태아의 생명보호와 함께 임신한 여성의 생명･건강 보호

라는 공익의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임신 제1삼분기(대략 마지막 생리기간의 첫날부터 14주 무렵)까지는 안전한 낙태수술이 

가능하므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여 숙고한 뒤에 낙태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임신 제1삼분기(first trimester)를 경과한 후에 이루어지는 

낙태는 수술도 어렵고, 수술과정에서 합병증이나 부작용 발생 가능성 높다. 이때에는 태아

의 생명보호 및 임신한 여성의 생명･건강 보호라는 공익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

다는 더 고려될 수 있다. 임신한 여성의 안전이 보장되는 기간 내에도 국가가 낙태를 예외

적으로 허용할 뿐이라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임신 제1삼분기 낙태마저 전면적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으로 제한받은 사익이 자기낙

태조항이 달성하는 공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우리는 임신 제1삼분기에는 어떠

한 사유를 요구함이 없이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숙고와 판단 아래 낙태할 수 있어야 함에

도 이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심판대상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본다.
합헌의견30)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헌법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태아가 인간으로 될 예정인 생명체로서 그 자체로 

존엄하기 때문이다. 태아의 성장단계에 따라 혹은 태아가 독자적 생존능력을 갖추었는지 

28) 재판관 유남석, 서기석, 이선애, 이영진의 법정의견
29) 재판관 이석태, 김기영, 이은애의 의견
30) 재판관 조용호, 이종석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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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에 따라 혹은 ‘안전한 낙태’가 가능한 시기에 따라 생명 보호의 정도를 달리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생명권은 그 특성상 일부 제한을 상정할 수 없고 생명권에 대한 제한은 

곧 생명권의 완전한 박탈을 의미한다.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의 중요성은 

태아의 성장상태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의 허용

은 결국 임신한 여성의 편의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자는 것인데 일반적인 생명경시풍조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

나. 간통죄와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헌재 2015. 2. 26. 2009헌바17등 -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조항에 대해서 성적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조항에 대하여 이미 네 번의 합헌결정을 하여 온 바 있다.31)

이 결정은 “개인의 성행위와 같은 사생활의 내밀영역에 속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권리

와 자유의 성질상 국가는 최대한 간섭과 규제를 자제하여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맡겨야 한다. 

비록 비도덕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지 않거나 구체적 법익에 대한 명백한 침해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권력이 개입해서는 안 된

다.” 이에 개입하면 국가형벌권의 과잉행사가 되고 성적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 된다고 본 결정이다. 

박한철 등 5인 재판관의 위헌의견은 간통죄 처벌 자체가 위헌이라는 의견이었다. 

개인의 성행위와 같은 사생활의 내밀영역에 속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권리와 자유의 

성질상 국가는 최대한 간섭과 규제를 자제하여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맡겨야 한다. 비록 비

도덕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

지 않거나 구체적 법익에 대한 명백한 침해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권력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현대 형법의 추세이다. 

간통죄는 행위규제규범으로서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어 형사정책상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의 

31) 헌재 1990. 9. 10. 89헌마82 결정, 헌재 1993. 3. 11. 90헌가70 결정, 헌재 2001. 10. 25. 2000헌바60 결정, 헌재 2008.
10. 30. 2007헌가17등 결정. 네 번째 결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이 다수였으나, 위헌정족수 6인에는 못 미쳤다.
세 번째 결정에서 권성 재판관은 간통죄 처벌은, 이미 애정과 신의가 깨어진 상대 배우자만을 사랑하도록 국가가
강제하여 인격적 자주성, 즉 성적 자기결정권을 박탈하여 성적인 예속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
한다는 위헌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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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모두 거두기 어렵게 되었다. 간통죄가 입법목적과는 달리 악용되는 사례도 있다.

한편, 부부간 정조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민사법상 책임 이외에 형사적으로 처벌함으로써 

부부간 정조의무가 보호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정조의무는 개인과 사

회의 자율적인 윤리의식, 그리고 배우자의 애정과 신의에 의하여 준수되어야 하지, 형벌로 

그 생성과 유지를 강요해 봐야 실효성이 없다.

간통죄 조항은, 일부일처제에 기초한 혼인제도 및 부부간 정조의무 보호라는 공익 달성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기본

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간통죄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국민

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혼인계약에 무게를 둔다면 간통도 유형에 따라서는 비난가능성이 다르게 되는 것은 사실

이고, 간통죄는 피해자인 경제적 약자의 보호에 유용한 수단이 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김이

수 재판관의 위헌의견은 간통을 유형화하여 그 중 비난가능성 내지 반사회성이 없거나 지극

히 미약한 간통의 경우에는 그 처벌이 위헌이지만 그 이외의 경우에는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

고 하여 구분하고 있다. 또한 미혼인 상간자의 경우 당초 배우자에 대한 성적 성실의무의 존

재 및 그 위배라는 개념을 상정할 여지가 없으므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추궁 등을 통하여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고, 상간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미혼인 상간

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보고 있다. 간통, 성행위 같은 개인 사생활에 

있어서의 자기결정권도 비난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재판관 이정미, 안창호의 반대의견은 간통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에 포함

되어 있다는 점을 수긍할 수 없다고 한다.

다. 혼인빙자간음죄와 성적자기결정권 

- 헌재 2009.11.26. 2008헌바58 결정 -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형법 제

304조 혼인빙자간음죄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

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 결정은 혼인빙자간음죄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여성의 성적 자기결

정권은 여성의 존엄과 가치에 역행하는 것이 된다고 하면서 과잉금지의 원칙심사에서 위 조

항은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후에 ‘기타 위계’로써 간음한 조항부분은 

효력이 지속되다가 2012. 12. 18.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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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순한 동기에 의한 성행위는 도덕적 사안일 뿐 사회적으로 유해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

므로, 국가가 이러한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까지 규제해야할 정당성을 찾을 수 없는 것이다. 

법정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여성이 혼전 성관계를 요구하는 상대방 남자와 성관계를 가질 것인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한 후 자신의 결정이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상대방 남성의 처벌을 요구하

는 것은 여성 스스로가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인하는 행위이다.......남성이 결혼을 약

속했다고 하여 성관계를 맺은 여성만의 착오를 국가가 형벌로써 사후적으로 보호한다는 

것은 ‘여성이란 남성과 달리 성적자기결정권을 자기책임 아래 스스로 행사할 능력이 없는 

존재, 즉 자신의 인생과 운명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능력이 없는 열등한 존재’

라는 것의 규범적 표현이다. 그러므로 혼인빙자간음죄 조항은 남녀 평등의 사회를 지향하

고 실현해야 할 국가의 헌법적 의무(헌법 제36조 제1항)에 반하는 것이자, 여성을 유아처

럼 봄으로써 여성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사실상 국가 스스로가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

을 부인하는 것이 되는 것이 되므로, 혼인빙자간음죄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여성의 존엄과 가치에 역행하는 것이 된다.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한 선례로는 헌재 2002.10.31. 99헌바40 결정이 있었다. 이 결정은 합

헌결정이었지만 주선회 재판관과 권성 재판관의 위헌의견이 있었다.32) 

라. 성매매처벌과 성적 자기결정권

- 헌재 2016. 3. 31. 2013헌가2 결정 -

성매매 한 자를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한 성매매처벌법 조항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

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가? 

헌법재판소는 성매매처벌조항에 대해서 합헌결정을 선고하였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성행위 여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형법상으로는 

강간죄의 보호법익으로 설명된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자주적 인격발현의 기본조건으로서 간

통죄에 관한 최초의 결정에서 이를 제한되는 기본권으로 보았다. 그런데 성적 자기결정권이 

성매매의 문맥에 들어오는 경우에 투명하지 않고 왜곡되어 비정상적인 것을 더욱 억압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일부위헌의견은 성적자기결정권이 대가를 지불하고 ‘여성

32) 주선회 재판관은 자기 책임 아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성의 능력을 부인함으로써 여성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여 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형법적으로 보호해야할 법익이 없음에도 개인의 성행위를 형벌로
규율함으로써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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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적 자유’ 다시 말하면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살 수 있는 권리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

다고 강조한다. 단순히 성행위의 상대방으로 누구든 택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성적자기결정

권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매매의 본질과 성격, 사회적 유해성에 대해서 재판관들은 서로 다른 시각을 보여주고 있

다. 성매매는 표면적으로 상호 거래의 형식을 갖춘 자발적 성매매로 보이지만 사회 경제적 약

자인 성판매자와 사회 경제적 강자인 성구매자의 관계로 볼 수밖에 없다는 의미에서 심층적

으로 강요된 굴종관계이다. 성매매는 표면적으로는 당사자들이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심층적으로 왜곡된 사회경제적 구조에서의 관계라는 점에서 인간존엄성의 

헌법적 가치로부터 시대마다 성매매를 새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간통죄와 성매매죄는 모두 성적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이고,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영역인

데 헌법재판소는 간통죄 조항은 위헌, 성매매처벌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서로 다른 결론을 내

렸다. 간통죄조항은 행위규제규범으로서의 기능을 잃고 혼인제도의 보호, 부부간 정조의무의 

보호라는 목적에 기여하고 있지 못하며, 간통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지 않지만 반면에 성

매매는 성판매자의 인격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사회적으로 매우 유해한 행위이고, 

성매매처벌이 건전한 성풍속과 성도덕 확립에 기여하고 있어 존재의의가 있다는 데서 그 이

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법정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성매매는 경제적 대가를 매개로 하여 경제적 약자인 성판매자의 신체와 인격을 지배하는 

형태를 띠므로,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 행위로 볼 수 없다. 외관상 강요되지 

않은 자발적인 성매매행위도 인간의 성을 상품화함으로써 성판매자의 인격적 자율성을 침

해할 수 있다. 성매매산업이 번창하는 것은 자금과 노동력의 정상적인 흐름을 왜곡하여 산

업구조를 기형화시키고 성의 상품화로 성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만드는 등 사회 전

반의 성풍속과 성도덕을 허물어뜨린다. 이러한 점에서 성매매는 사회적으로 매우 유해한 

것이다. 성매매의 형사처벌로 성매매가 억제되고 있다. 성매매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를 억

제하지 않는다면, 성매매 시장의 규모가 비약적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 성구매자들을 상

대로 한 재범방지 교육이나 성매매 예방교육 등이 형사처벌과 유사하거나 더 높은 효과를 

갖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성구매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성구매자를 처벌하여 성매매에 대한 수요를 억제한다 하더라도 성매매에 대한 공급이 합

법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성매매 근절의 실효성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성판매자도 

형사처벌의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인정된다. 사회구조적 요인이 성판매자의 자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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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을 완전히 박탈할 정도에 이르지 않은 이상 비난가능성이나 형사책임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사회 전반의 건전한 성풍속과 성도덕이라는 공익적 가치는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 등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

성매매 처벌조항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일부 위헌의견33)

주로 여성들이 종사해 온 육아, 요리, 간호와 같은 노동 역시 오늘날 상업화된 형태로빈

번하게 거래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노동은 그 자체로 존재와 의미와 가치를 부여받고 

있지만 성매매는 그렇지 않다. 성매매는 본질적으로 남성의 성적 지배와 여성의 성적 종속

을 정당화하는 수단이자 성판매자의 인격과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여성과 모성 보호

라는 헌법정신에 비추어도 여성 성판매자를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 이들이 성매매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절박한 생존 문제 때문이고, 이는 사회구조적인 것으로 개인이 쉽게 해

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 성판매여성이 다른 직업을 선택할 가능

성이 없다면 절도나 다른 생계형 범죄와는 달리 성매매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구체적인 

침해나 위협을 가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형식적 자발성의 이유만으로 이에 대하여 형사책

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판매여성에 대한 보호와 선도 대신 형사처벌을 가한다면 차별적인 

노동시장이나 가부장적 사회구조, 여성에 대한 성적 편견 등이 고착되어 여성의 성이 억압

되고 착취되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게 된다. 성매매 근절과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

덕 보호라는 입법목적이 이러한 상황까지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성판매자로 하여금 성매매 이탈을 촉진하고 유입을 억제하려면 형사처벌 대신, 다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과 보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전한 성풍속 내지 성도덕의 확

립이라는 공익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반면, 성판매자들이 받게 되는 기본권 침해의 정도는 

중대하고 절박하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그렇다면 성판매 여성을 처벌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그러나 성판매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과도하다고 하여 이것이 성매매의 사회적 유해성이 

없다거나 성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성구매자의 처벌에 대하여는 달리 볼 필요가 있다.

33) 재판관 김이수, 강일원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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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는 여성의 인격과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성매매를 통해 만족을 얻는 성구매자

와 경제적 이유로 자신의 신체와 인격을 성구매자의 처분에 맡겨야 하는 성판매자의지위

는 엄연히 다르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대가를 지불하고 여성의 성적 자유를 살 수 있는 권

리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성매매를 전면 합법화하여 성구매자까지 처벌하지 않는다면, 

여성의 신체가 남성의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판매될 수 있다는 차별적 관념을 영속화시

킬 수 있고, 건전한 성도덕을 지키기가 어려워진다. 성구매자를 처벌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전부 위헌의견34)

성인 간의 자발적 성매매는 본질적으로 개인의 사생활 중에서도 극히 내밀한 영역에 속

하고, 그 자체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에 해악을 미친다고 보

기 어렵다.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이라는 개념 자체가 추상적⋅관념적이고, 내밀한 성생

활의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여 형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입법자가 특정한 도덕관을 확인

하고 강제하는 것이다. 국민에 대한 최소보호의무 조차 다 하지 못한 국가가 오히려 생계

형 자발적 성매매 여성들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또 다른 사회적 폭력이므로 입법목적의 정

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성매매처벌법이 시행된 지 10여 년이 지났음에도 성매매 근절에 

전혀 기여하고 있지 못하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성매매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은 사회보장⋅사회복지정책의 확충을 통하여 성매매여성이 

성매매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홀로 된 노인, 독거남 등 성적 소외자의 

경우는 성매매 처벌조항 때문에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성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의 확립은 추상적이거나 모호하여 헌

법적 가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반면, 형사처벌이 가져오는 사적 불이익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이며 그 불이익의 정도가 크므로 법익균형성도 상실하였다.

4. 신체적 인격과 관련한 결정 

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주관적 권리로 본 사건은 아래에서 보는 구치소내 과밀수용행위위

헌확인사건, 계구사용행위위헌확인, 금치기간 중 운동을 금하는 행형법 시행령 위헌확인사건

34) 재판관 조용호의 의견



38  Criminal Justice for Human Dignity and Values

이다. 과밀수용사건은 과밀수용으로 인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인격권 및 인간다

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위 기본권들의 침해를 다

투는 위 주장은 모두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침해를 다투는 주장에 포섭될 수 있다고 보아, 다

른 기본권 침해에 대한 판단 없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만을 제한되는 기본권으로 명시한 후 

그 침해 여부만을 판단하였다. 나머지 두 사건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과잉금지의 원칙 심사를 

한 다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별도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1) 구치소 내의 과밀수용행위와 인간의 존엄과 가치 

- 헌재 2016. 12. 29. 2013헌마142 결정 -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비롯하는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설

시하면서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가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결정하였다.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함에 있어 사람을 

국가행위의 단순한 객체로 취급하거나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

고, 행형에 있어 인간 생존의 기본조건이 박탈된 시설에 사람을 수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구

금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는 수형자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불가

피하다 하더라도, 국가는 어떠한 경우에도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수 없다. 

수형자가 인간 생존의 기본조건이 박탈된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

해당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1인당 수용면적뿐만 아니라 수형자 수와 수용거

실 현황 등 수용시설 전반의 운영 실태와 수용기간, 국가 예산의 문제 등 제반 사정을 종

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이 수형자의 인간으로서

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이는 그 자체로 국가

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다.
성인 남성인 수형자가 이 사건 방실에 수용된 기간 동안 1인당 실제 개인사용가능면적은, 

2일 16시간 동안에는 1.06㎡, 6일 5시간 동안에는 1.27㎡이었다. 이러한 1인당 수용면적은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평균 신장(174센티미터)인 사람이 팔다리를 마음껏 뻗기 어렵고, 모

로 누워 ‘칼잠’을 자야 할 정도로 매우 협소한 것이다. 그렇다면 수형자가 이 사건 방실에 

수용된 기간, 접견 및 운동으로 이 사건 방실 밖에서 보낸 시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수형자는 이 사건 방실에서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악화되거나 인격체로서의 기

본 활동에 필요한 조건을 박탈당하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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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과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수용행위는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 
헌법재판소는 결정을 하면서 화장실 등 공용 사용 공간을 빼고 인간존엄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수형자 1인당 최소수용면적에 대한 검토를 하였지만 이를 분명하게 정하지는 못하였

다. 그렇지만 개인사용가능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였으므로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다만 4인의 재판관의 보충의견35) 

형태로 장차 과밀수용을 이유로 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 제기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염

두에 두고 법무부시설기준규칙 등을 참조하여 1인당 최소수용면적을 정하였다.36)

(2) 계구사용행위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

- 헌재 2003. 12. 18. 2001헌마163 결정 - 

교도소 수형자가 추가기소 되어 재판을 받던 도중 계호중인 교도관을 찌르고 도주하여 금

치처분을 받았다. 교도소장은 도주, 자해 등을 막기 위하여 금치처분기간부터 시작하여 금치

처분 집행종료 후 다른 교도소로 이감가기 전까지 392일 동안 상시적으로 양팔을 사용할 수 

없도록 수형자에게 이중금속수갑과 가죽 수갑을 착용하게 하였다. 수형자는 그 기간 동안 일

주일에 1회 내지 많으면 수회, 각 약 30분 내지 2시간 동안 탄원서나 소송서류의 작성, 목욕, 

세탁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해제된 것을 제외하고는 줄곧 이중금속수갑과 가죽수갑을 착용한 

결과 두 팔이 몸에 고정된 상태에서 식사, 용변, 취침을 할 수밖에 없었다. 수용자는 이중금속

수갑과 가죽 수갑을 착용하게 한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가 수형자의 신체의 자유와 인간의 존

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계구의 사용은 무엇보다 수용자들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상태가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시설의 안전과 구금생활의 질서에 대한 구체적이고 분명한 위

험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이루어져야 한다. 그 

경우에도 가능한 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

면서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는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넘어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그리고 과도

하게 청구인의 신체거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불가능하도록 하여 청

35) 재판관 박한철, 김이수, 안창호, 조용호의 의견
36) 국가는 교정시설 내에 수형자 1인당 적어도 2.58㎡ 이상의 수용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시설 확충과 관
련된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상당한 기간(늦어도 5년 내지 7년) 이내에 위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도록 개선해
나갈 것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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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3) 금치기간 중 운동의 금지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 

- 헌재 2004. 12. 16. 2002헌마478 결정 - 

금치의 처분을 받은 자는 징벌실에 수용하고, 그 기간 중 운동을 절대적으로 금지한 구 행

형법 시행령 제145조 제2항 중 해당부분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실외운동은 구금되어 있는 수형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 

요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금치 처분을 받은 수형자는 일반 독거 수용자에 비하여 접

견, 서신수발, 전화통화, 집필, 작업, 신문･도서열람, 라디오청취, 텔레비전 시청 등이 금지

되어 외부세계와의 교통이 단절된 상태에 있게 되며, 실외에서 공기를 마음껏 호흡할 수 

있는 기회 없이 환기가 잘 안 되는 1평 남짓한 징벌실에 최장 2개월 동안 수용된다. 이러

한 점을 고려할 때, 금치 수형자에 대하여 금치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또한 예외의 여지

없이 일체의 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수형자의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을 해칠 

위험성이 현저히 높다.따라서 금치 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한 절대적인 운동의 금지는 징

벌의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벗어난 것

으로서, 수형자의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안전성이 훼손당하지 아니

할 자유를 포함하는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위 결정 후인 2007. 12. 21. 금치기간의 범위가 2개월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바뀌고, 금치처

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실외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다만 소장의 재량에 의하여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취지로 규정이 바뀌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

112조 제3항, 제108조 제14호, 제13호). 

헌법재판소는 개정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3항 중 제108조 제13호에 관한 부분이 소란, 난동을 피우거나 다른 사람을 해할 위

험이 있는 경우에 실외운동을 제한하는 덜 침해적인 수단이 있음에도 원칙적으로 실외운동을 

금지하고 있고 나아가 예외적으로 실외운동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기회부여의 최저기준을 법

령에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되

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37)

37) 헌재 2016. 5. 26. 2014헌마45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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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016. 12. 2. 위 형집행법의 규정 중 해당부분을 삭제하고, 형집행법 제112조 제4항

에서 도주, 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건강유지에 지장을 초

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외운동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되, 다만 이 경우에도 매주 1회 이상은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4) 상체승의 포승과 수갑을 채우고 별도의 포승으로 다른 수용자와 연승하여 호송한 행위와 

수용자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

- 헌재 2015. 12. 23. 2013헌마712 결정 - 

교도관은 이송･출정, 그 밖에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 보호장비인 수

갑과 포승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형집행법 제97조 제1항, 제98조 제1항, 제2항 제1호). 고령

자･환자 등 도주의 위험성이 크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수용자에게는 간이승을, 그 외의 수용

자에게는 상체승을 사용한다(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69조, 제179조). 또한 도주의 위험성이 있

다고 판단되는 수용자를 2명 이상 호송하는 경우 수용자 간에 포승을 연결하여 연승을 할 수 

있다(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79조 제2항). 

구치소 교도관들이 수용자를 구치소에서 검찰청으로 호송하면서 상체승의 포승과 수갑을 

채우고, 별도의 포승으로 다른 수용자와 함께 연결하여 연승하였다. 수용자를 호송함에 있어 

수갑, 포승을 채우고 다른 수용자와 연승하는 조치가 신체의 자유 및 인격권을침해하는가?

헌법재판소는 호송행위를 위한 보호장비의 사용은 교정시설에서 목적지로 호송될 때까지 

도주 등의 교정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면서 위와 

같은 보호장비의 사용은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 진 것으로서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

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수용자가 보호장비를 착용한 모습이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겠지만, 보호장비가 사

용된 시간은 교정시설에서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로 한정되고, 교도관이나 다른 수용자

가 아닌 일반인에게 그러한 모습이 공개될 수 있는 시간은버스 등 이동수단에서 하차하여 

검찰청의 내부로 이동하는 동안의 짧은 시간으로 제한된다. 수갑을 양손에 채우고 상체승

을 한 후 다른 수용자와 연결하여 연승하는 것은 다리와 발 부분을 결박하지 아니하여 상

대적으로 하체 부분에 대한 구속이 덜하다. 보호장비를 사용하지 않거나 수용자를 연승하

지 않고 수용자 한 명을 한 명 이상의 교도관이 동행 계호하는 것보다 보호장비를 사용하



42  Criminal Justice for Human Dignity and Values

여 수용자의 운신의 범위에 물리적인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도주를 예방하거나 실제 도주

자를 저지･추적하는 데 더욱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

건 호송행위를 위한 보호장비의 사용은 교정시설에서 목적지로 호송될 때까지 도주 등의 

교정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이다

나. 수사과정에서 조사받는 피의자의 모습을 촬영하도록 허용한 사법경찰의 행위와 피의자의 인격권

- 헌재 2014. 3. 27. 2012헌마652 결정 -

사법경찰관은 보도자료 배포 직후 기자들의 취재요청에 응하여 피의자가 경찰서 조사실에

서 양손에 수갑을 찬 채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언론사는 피의자의 

범죄사실에 관한 뉴스기사를 보도하였다. 그 보도에서는 피의자를 ‘정모씨(36세)’ 등으로 표시

하고 피의자가 수갑을 차고 얼굴을 드러낸 상태에서 조사받는 장면이 흐릿하게 처리되어 방

송되었다. 피의자는 촬영허용행위가 자신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 제27조 제4항은 무죄추정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아직 공소제기가 없는 피의자는 물론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이라도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에 준하

여 취급하여야 하고 불이익을 입혀서는 안 되며 가령 불이익을 입힌다 하여도 필요한 최소한

도에 그쳐야 한다.

그러므로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의 초상 공개에 따른 인격권 제한의 문제는 위와 같은 

무죄추정에 관한 헌법적 원칙,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인권 존중의무(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 수사기관에 의한 인격권 침해가 피의자 및 그 가족에게 미치게 될 영향의 중대성 및 

파급효과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헌법적 한계의 준수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인권보호를 한 수사공보준칙 (2016. 4. 17. 법무부 훈령)’에 따르면 소환, 조사, 체포, 

구속 등 일체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언론의 촬영 녹화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검찰청 부지 내의 청사건물 이외의 구역에서 소환 또는 귀가 장면에 한하여, 공적 인물인 피

의자가 동의하는 경우와 피의자의 재범방지 등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특정강력범

죄의 피의자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에 대해서 촬영이 허용된다.

헌법재판소는 사법경찰관의 촬영허용행위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피의자의 인격권

을 침해한다고 결정하였다.38) 이 결정은 촬영 허용의 기준을 설정하고 촬영이 허용되는 경우에

38)이 결정에는 보충성이 없거나 심판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여야 한다는 재판관 김창종, 강일원의 반대의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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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피의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침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것을 밝혔다.

원칙적으로 ‘범죄사실’ 자체가 아닌 그 범죄를 저지른 자에 관한 부분은 일반 국민에게 

알려야 할 공공성을 지닌다고 할 수 없고, 이에 대한 예외는 피의자가 공인으로서 국민의 

알권리의 대상이 되는 경우, 특정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을 위한 경우,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의 검거나 중요한 증거의 발견을 위하여 공개

수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피의자

는 공인이 아니고 보험사기를 이유로 체포된 피의자에 불과하고 피의자에 대한 수사 장면

을 공개 및 촬영하게 할 어떠한 공익 목적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촬영허용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더라도 그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모자, 마스크 등으로 피의자의 얼굴을 가리는 등 피의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

록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 사법경찰관은 그러한 조치를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도 충족하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촬영허용행위는 언론 보도를 보다 실감나게 하기 한 목적 외에 어떠한 공익도 인정 

할 수 없는 반면, 피의자로서 얼굴이 공개되어 인격권에 중대한 제한을 받았고, 촬영한 것

이 언론에 보도될 경우 범인으로서의 낙인 효과는 매우 가혹하여 법익균형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촬영허용행위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피의자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다. 성충동약물치료와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자기결정권, 인격권

- 헌재 2015. 12. 23. 2013헌가9 결정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하 성충동약물치료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성충동 약물치료(이하 약물치료라 한다)는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서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투여 및 심리치료 등의 방법으로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기

간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치료를 말한다(제2조 제3호). 약물치료의 대상이 되는 “성도착증 환

자”란 “①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즉,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사람 

및 ②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감정에 의하여 성적 이상 습벽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를 스

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판명된 사람”을 말한다.

법원의 치료명령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

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을 대상으로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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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치료의 절차는 검사의 치료명령 청구(성충동약물치료법 제4조 제1항, 이하 치료명령 

청구조항이라 한다), 법원의 치료명령(성충동약물치료법 제8조 제1항, 이하 치료명령조항이라 

한다), 보호관찰관의 치료명령 집행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법원은 검사의 치료명령 청구가 이유가 있으면 피고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15년의 범위에

서 치료기간을 정하여 치료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보호관찰관의 치료명령 집행은 형의 집행이 종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이루어진다.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의한 약물투여와 전문가에 의한 인지행동치료 등 심리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하

는 방법으로 치료명령을 집행한다.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은 ① 성호르몬의 생성을 억제･감소시키는 약물이나 ② 성호르몬이 

수용체에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는 약물 중 법무부장관이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성충동약물치료법 시행령 제8조) 고시로 지정된 약물 중 실제 사용되는 것은①에 속하는 류

프롤리드 아세테이트이다.39)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에 의하여 약물투여가 되면 치료대상자의 성적 충동･욕구가 억제되

고, 성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성적 욕구나 행위

까지도 억제될 수 있다. 따라서 약물치료는 대상자의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당하지 아니할 자

유를 포함하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회공동체의 일반적인 생활규범의 범위 내에서 사

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해 나가고 그 설계 및 내용에 대해서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받지 아니할 

권리인 사생활의 자유를 제한한다.

또한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은 대상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약물치료는 환자

가 질병의 치료 여부 및 방법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 내지 성행위 여부 

등에 관한 성적자기결정권 등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을 제한한다. 

그리고 약물치료는 성적 욕구･기능의 강제적인 통제 자체로 대상자로 하여금 물건취급을 받

는 느낌, 모욕감과 수치심을 가지게 할 수 있으므로 약물치료는 헌법 제10조로부터 유래하는 

인격권 역시 제한한다.

약물치료로 위와 같이 다각도로 기본권이 제한되어 입게 되는 불이익에 약물자체의 부작

용으로 인한 피해까지 고려하면 사익의 제한이 매우 크다는 것은 명백하다. 성도착증 환자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통하여 성폭력범죄 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공익도 상당히 중요하

다. 이것이 균형을 이룬다면 약물치료가 공익을 달성하는데 효과가 있어야 한다. 곧 성도착증 

39) 류프롤리드 아세테이트는 전반적으로 부작용이 적은 치료제다. 골밀도감소가 주요 부작용이다. 그밖에 고시된 약
물은 더 많은 부작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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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재범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야 한다. 약물치료에 쓰이는 약물의 작용으로 남성호르

몬의 생성 및 작용이 억제되고 이로써 성충동이나 성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재범억제 효과를 입증할 명백한 과학적 증거가 없다. 현재 보고되어 있

는 연구 자료들은 동의에 따른 자발적 치료에 바탕을 두고 있거나 비교적 소규모 집단을 대

상으로 한 것이다. 약물치료를 받는 자는 일반적인 성생활에 장애를 가지게 되고 혼인이나 자

식을 낳아 기르는 등 가족 구성과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데 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

는 약물치료는 자발적인 치료 의지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약물치료의 중점이 약물투여

보다는 심리치료로 옮겨가고 있는데 심리치료의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약물치료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는 제한적이거나 한시적이고, 달성 여부 자체가 불확실하다. 재

범억제 효과가 확실하지 않은데도 약물치료를 시행하는 것은 치료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는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된다. 이는 불확실한 공익달성을 위하여 인간을 물화(物化)하

는 것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한다. 

다른 보안처분에서처럼 대상자를 확대한다거나 물리적 거세 조치를 도입하려는 시도를 우

려하면서 치료명령조항과 치료명령청구조항 모두에 대해서 위헌의견40)을 냈다. 법원이나 검

찰 실무에서 약물치료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어서 실제 활용은 예상과는 달리 많지 않

다고 한다. 

헌법재판소는 약물치료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지에 대하여 치료명령청구조항은 합헌이나, 

치료명령조항은 집행 시점에서 불필요한 치료를 막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과

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불합치 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법정의견 요지는 다음과 같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남성 호르몬의 생성 및 작용을 억제하는 것으로서 약물의 작용원리에 

비추어 성도착증 환자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데 일정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치료명령은 전문의의 감정을 거쳐 청구되고, 구체적인 약물투여는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이루어진다. 치료과정에서 부작용에 대하여 의사가 검사하고 치료도 하며, 의사의 소

견에 따라 약물 투여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약물치료는 성도착증의 특수한 병

리적 요인에 대한 치료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약물치료 기간이 제한되어 있고, 

그 기간 동안에만 남성호르몬의 생성 및 작용이 억제되고 그 후에는 기능이 회복된다. 그 

40) 재판관 김이수, 이진성, 안창호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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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개선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

는 때 치료명령을 가해제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

성충동약물치료명령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치료’를 통한 원만한 사회복귀의 목적이 있지만,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재범 방지를 통한 사회방위의 목적도 있다. 그런데 막연한 두려움에 

기하여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이므로 치료를 원하는 대상자에 한정한 치

료만으로는 사회방위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치료명령을 받은 자

의 동의에 기초한 약물치료는 입법목적 달성이라는 측면에서 대안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약물치료는 특정한 성적 성벽 등을 가진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어서 상당한 수의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실질적으로 억제하고 사회방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의하여 달성되는 공익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으

로 평가될 수 있다. 치료명령을 청구, 선고받아 약물치료를 받게 되는 사람이 입게 되는 불

이익이 결코 작지 않다는 점은 명백하나, 약물치료는 전적으로 타인이나 사회를 위한 것만

이 아니라 대상자 자신을 위한 치료이기도 하다. 또한 약물치료에 의하여 제한된 남성호르

몬의 생성 및 작용은 치료 종료 후 수개월 이내에 본래와 같이 회복이 가능하고, 현재 성

충동 약물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은 법무부고시에 의하여 지정된 약물 가운데 부작용이 가

장 적다고 알려진 류프롤리드 아세테이트로서, 대표적인 부작용은 골밀도 감소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작용 검사와 그에 대한 치료, 부작용이 큰 경우의 약물치료 중단 등의 대

책이 마련되어 있다. 이를 감안하면, 치료명령을 받은 자의 사익의 제한이 달성되는 공익

과 비교하여 현저히 균형을 잃은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약물치료명령은 피고사건 선고와 동시에 이루어지고, 치료명령의 실제 집행은 형

의 집행이 종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이루어지게 되므로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장기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치료명령의 선고 시점과 집행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극이 

존재할 수 있다. 그리하여 치료명령 선고 시점에는 치료명령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하더

라도 그 집행 시점에는 재범의 위험성에 관하여 사정변경이 발생할 수 있다. 

만일 집행 시점에서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치료명령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약물치료로 치료를 받는 사람의 건강한 성적 욕구･충동, 행

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제한함으로 인한 불이익은 크고 구체적으로 달성되는 공익을 상정

하기 어려우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치료명령조항은, 치료명령의 집행 시점에서 치료감호에 의한 치료 등으로 치료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주장하며 그 치료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치료의 필요성에 관하여 



Keynote Address Ⅱ

인간 존엄과 가치의 형사사법적 실현  47

다시 법원의 판단을 거치게 하는 등 불필요한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절차

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한 절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고 시점에서 치료명령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약물치료를 명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치료명령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17.12.19. 성충동약물치료법 제8조

의 2를 신설하여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주거지 또는 현재지의 법원에 치료

명령이 집행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없음을 이유로 치료명

령의 집행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치료명령 집행면제제도를 신설하여 위에서 지적한 위헌

성을 해소하였다.

라.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헌재 2012. 12. 27. 2011헌바89 결정, 헌재 2012. 12. 27. 2010헌가82등 결정 -

이 사건에서 다루는 전자장치부착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자의 징역형 집행 종

료 후에 하는 전자장치 부착이다. 징역형 집행 후에 하는 전자장치부착 절차는 검사의 부착명

령청구와 법원의 부착명령, 보호관찰관의 부착명령집행의 순서에 따라 이루어진다.

검사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자 중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성폭력범죄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전자

장치를 부착하는 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제5조 제1항), 법원은 성폭력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

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착기간을 정하여 부착명령을 선고한다. 

부착기간은 법정형에 따라 “10년 이상 30년 이하” “3년 이상 20년 이하” “1년 이상 10년 

이하”로 세분된다(제9조 제1항). 

부착명령은 보호관찰관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는 

날 석방 직전에 부착명령을 받은 자의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함으로써 집행한다(제13조). 

법무부장관이 설치 운영하는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가 피부착자의 전자장치로부터 위치정

보를 이동통신망을 통해 수신하여 성폭력범죄자의 이동경로를 24시간 추적한다. 보호관찰소

의 장 및 보호관찰관이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의 추적 자료를 활용하여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이동경로를 탐지하는데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의 추적 자료를 활용한다.

한편 현재 사용되고 있는 부착장치는 사각의 시계모양으로 길이 68mm, 너비 60mm, 두께 

25mm, 무게 150그램 정도이고 발목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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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부착명령을 받아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이하 피부착자라 한다)는 위치추적을 하

는 전자장치를 몸에 부착한 채 자신의 위치와 이동경로를24시간 실시간으로 감시당하면서 생

활하고 있으므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받고 있다. 전자장치부착조항에 따라 피부착자

의 위치와 이동경로 등 ‘위치 정보’를 수집, 보관,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도 

제한받고 있다. 한편 피부착자는 전자장치를 발목에 착용하므로 짧은 바지를 입고 외출하거

나 목욕탕, 수영장과 같은 장소에 출입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게 되는 등 옷차림이나 신체활동

에 제약이 있게 되고 24시간 전자장치 부착에 의한 위치 감시 그 자체로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낄 수 있으므로 헌법 제10조로부터 유래하는 인격권을 제한받고 있다.41) 

헌법재판소는 전자장치부착조항이 위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결정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 전자감시를 함으로써 성폭력범죄

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은 성폭력범죄의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피부착자의 행동의 자유가 심리적으로 위축된다는 것일 뿐 행동 자체가 물리적으로 금지

되거나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개선 및 교화의 정도에 따라 전자장치의 부착 후 3개월마다 

가해제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재범의 위험성이나 습벽의 정도에 따라 부착

기간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부착기간의 상한을 높게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 성폭력범죄는 

대부분 습벽에 의한 것이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그 습벽은 단기간에 교정되지 않고 

장기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를 고려하여 그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부착기간을 정한 것이다. 날로 증가하는 성폭력범죄와 그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범죄예방 효과의 측면에서 위치추적을 통한 전자감시제도보다 덜 기본권 제한적인 수

단을 쉽게 마련하기 어렵다.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 전자감시를 함

으로써 성폭력범죄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은 성폭력범죄의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없다.
전자장치부착법 부칙(2008. 6. 13. 법률 제9112호) 제2조에 따르면 이 부칙조항 시행 당시 

이미 ‘징역형 등의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게까지 전자장치 부착명

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위 부칙조항은 개정 전 법률로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

자의 재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만한 수단이 없다는 우려 아래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41)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에 따른 피부착자 준수 사항에 따라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나 이 제한은 전자장치부착조
항 자체에 의한 것은 아니어서 제한되는 기본권으로 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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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위 부칙조항이 소급효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

배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다.

법정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전통적 의미의 형벌이 아닐 뿐 아니라, 전자장치의 부착을 통해서 

피부착자의 행동 자체를 통제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처벌적인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

기 어렵다. 또한 부착명령에 따른 피부착자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피부착자

에 관한 수신자료의 이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부착명령을 가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은 형벌과 구별

되는 비형벌적 보안처분으로서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장래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처분이어서, 피부착대상자에 대

한 부착 여부는 이를 판단하는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위 부칙조항이 신설되기 전 

형 집행 종료자 등이 부착명령 대상자가 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 신뢰의 보호가치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입법자는 재범의 위험성에 대하여 검사와 

법원이 판단하도록 하면서 적용요건 및 부착명령의 청구기간을 비교적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위 부칙조항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대상자 범위를 소급하여 확대하였다고 하

여 대상자들의 신뢰이익의 침해 정도가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 

반면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 특히 여성과 아동을 보호한다는 공익은 매우 큼에도 불구하

고, 개정 전 법률은 형 집행 종료자 등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음으로써 가장 재범률이 높

은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었음을 고려하면, 위 부칙조항의 입법목적은 매우 

중대하고 긴요한 공익이라 할 것이므로 법익 균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일부위헌의견42)

우리는 위 부칙조항이 소급효금지원칙에 위반되지는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법정의견과 

의견을 같이 한다. 부칙조항 시행 당시 이미 ‘징역형 등의 집행이 종료된 사람은 이미 자

신의 범죄행위로 인한 형사제재가 종료되었다는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그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재적 성격의 부착명령 외에 보다 덜 침해적인 수단을 선택할 수 있었

음에도 위 부칙조항은 그러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절차도 마련하지 아니 하였다

는 점에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 그뿐 아니라, 출소 당시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평

42) 재판관 이강국, 박한철, 김이수, 이진성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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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이 이미 사회로 복귀한 형 집행 종료자가 사회인으로서 정상적인 생활에 대하여 가

졌던 신뢰이익의 침해는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입법자의 의사에 따라 과거의 범

죄행위에 대하여 언제까지라도 다시 재범의 위험성을 평가 받을 수 있다는 법적 불안정성

과 불이익은 재범 방지라는 보안처분의 목적을 충분히 감안한다 하더라도 정당화되기 어

렵다.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와 국민의 보호가 중대한 공익이기는 하다. 그러나 전자장

치 부착명령 제도가 생기기도 전에 이미 징역형 등을 선고받아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전자장치부착제도가 시행된 지 약 1년 7개월 만에 위 부칙

조항을 마련하여, 위 부칙조항 시행 당시 이미 형 집행을 종료한 성폭력범죄자들에 대하

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끔 한 것은 피부착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법적 안

정성에 대한 신뢰침해의 정도는 매우 중대하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위 부칙조항 해당 부분

은 법익 균형성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부칙조항 중 해당 부분은 형 집행 

종료자의 신뢰를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전부위헌의견43) 

전자장치 부착의 제재를 부과하는 목적과 의도, 전자장치 부착으로 인하여 그 대상자에게 

미치는 실제적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전자장치부착은 형벌에 결코 못지않은 강한 ’형벌

적 성격‘을 가진 형사상 제재라 할 것이다. 전자장치 부착이 형벌적 성격을 갖는 이상, 일

정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기 위해서는 그 범행 당시에 이미 

전자장치 부착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제정, 시행되고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부칙

조항은 전자장치부착법이 제정, 시행되기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도 소

급하여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이 금지하고 있

는 소급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마. 신상정보 등록･ 관리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헌재 2015. 7. 30. 2014헌마340등 결정 -

2012. 12. 18.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르

면,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등록대상자에게 등록대상자라는 사실 

및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제42조 제1항).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또는 등록대상자가 

43) 재판관 송두환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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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된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정보가 있는 때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제43조 제1항, 제3항). 제출하여야 하는 신상정보

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신체정보(키, 몸무게), 

소유차량의 등록번호이다. 

법무부장관은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 등의 장으로부터 송달받은 신상정보, 변

경정보와 등록대상자의 등록대상 성범죄 경력정보를 등록하고, 위 정보를 최초 등록일부터 

20년간 보존･관리한다(제45조 제1항). 

등록대상 성범죄에 구 성폭력처벌법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외에 ① 형법 제297조의2(유

사강간), ② 성폭력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

장소 침입행위),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③ 
아청법 제2조 제2호의 범죄(다만 같은 법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

외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추가하였다.(이하 성폭력처벌법상 

등록대상이 되는 범죄를 아울러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 

헌법재판소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

정한 신상정보등록조항(이하 등록조항이라 한다)과 등록정보를 20년 동안 관리하도록 규정한 

신상정보관리조항(이하 관리조항이라 한다)에 대해서 등록조항은 합헌, 관리조항은 헌법불합

치결정을 선고하였다. 

이 결정은 등록조항을 통해 달성되는 성범죄자의 재범방지 및 사회방위의 공익은 매우 중

요하다고 보았다. 신상정보등록은 이러한 공익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고 개인정보자기결

정권을 훼손하지 않지만, 등록정보를 20년씩 일률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을 침해한다고 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행위 태양, 불법성의 경중은 다양할 수 있으나, 성범죄로서의 본질

은 같으므로 입법자가 개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행위 태양, 불법성을 구별하지 않은 것

이 지나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하여 그 자체로 사회복

귀가 저해되거나 전과자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것은 아니므로 침해되는 사익은 크지 

않은 반면 등록조항을 통해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 등록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

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재범의 위험성은 등록대상 성범죄의 종류, 등록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입법자는 이에 따라 등록기간을 차등화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관리조항

은 모든 등록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동일한 등록기간을 적용하고 있다. 관리조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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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간이 정해지고 나면, 등록의무를 면하거나 등록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없으므로 지나치게 가혹하다. 그리고 관리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이 중요하

더라도, 모든 등록대상자에게 20년 동안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하고 위 기간 동안 각종 의

무를 부과하는 것은 비교적 경미한 등록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도 많지 않

은 자들에 대해서는 달성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리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관리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는 것은 입법자의 형성재량의 영역에 속하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다. 

위헌의견44)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풍속 내지 피해자의 사생활권을 침해하는 범죄의 성격이 강하

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 행위 태양은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개별 행위 태양에 따라 재범

의 위험성 및 신상정보 등록 필요성이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조항은 카메라등이

용촬영행위를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으로 삼고 있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수범자인 국민은 처벌의 범위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는데, 등

록조항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누구나 법관의 판단 등 별도의 

절차 없이 필요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하고 있어, 수범자는 어떠한 행위로 

신상정보 등록이 되는지도 예측할 수 없게 된다. 등록조항은 죄질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

이 인정되는 범죄로 등록대상을 축소하거나, 유죄 확정과 별개로 등록 여부에 관하여 법관

의 판단을 받도록 하는 다른 수단을 채택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된다.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은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규

정한 등록규정에 대해서 위헌의견45)을 낸 이후 일관하여 모든 사건에서 등록대상자 선정에 

있어 재범의 위험성을 요구하지 않아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록대상자에게 불필요

한 제한을 과하고, 행위 태양의 특성이나 불법성의 경중을 고려하여 등록대상 성범죄를 축소

하거나 별도의 불복 절차를 두는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불법성이나 책임이 가벼운 경우

도 등록대상자로 삼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의견을 제시

하고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 중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등을 등록대상자로 정

한 신상정보등록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이 다수 제기되었다.

44) 재판관 강일원, 조용호의 의견
45) 헌재 2014. 7. 23. 2013헌마42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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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특성이나 불법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결론을 내렸다. 통

신매체이용음란죄를 등록대상자로 정한 등록규정 위헌결정이 내려졌지만46) 그 이외의 등록

규정에 대해서는 모두 합헌결정이 선고되었다. 

관리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후2016. 12. 20. 법률이 개정되어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

을 10년부터 30년까지로 차등화 하고 등록면제제도를 신설하여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

은 사람은 등록기간이 15년이지만 10년이 경과한 후에는 등록면제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제45조의 2 제7항).

헌법재판소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등록정보를 15

년 동안 보존･ 관리하도록 규정한 개정된 성폭력처벌법 해당 부분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않는다는 결정47)을 선고하였다.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은 이 결정에서도 신상정보 

등록면제도도 10년 동안은 재범의 위험성이 전제되고 있으므로 여전히 위헌이라는 의견을 제

시하였다.

바.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헌재 2016. 5. 26. 2014헌바68등 결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도입되자, 누구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을 통

하여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 신상정보 고지제도도 도입되어 이미 공개된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 등에게 고지하게 되었다.

신상정보의 공개와 고지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진다. 

신상정보 공개명령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된다(아동･청소년성보

호법 제49조 제1항). 이 명령은 공개대상자에 대하여 공개정보를 신상정보 등록기간 동안 정

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다. 신상정보 고지명령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

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된다(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50조 제1항). 이 명령은 고지대상

자의 고지 공개되는 신상정보는 공개대상자의 성명, 나이, 읍･면･동까지의 주소 및 실제거주

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요지에다 성폭력범죄의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여부이다. 고지되는 정보는 공개된 신상정보이다. 고지대상자가 전출하는 경우

에는 그 대상자의 전출정보를 포함한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

46) 헌재 2016. 3. 31. 2015헌마688 결정
47) 헌재 2018. 3. 29. 2017헌마39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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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되는 경우에는 공개와 고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공개명령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집행한다(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

52조). 고지명령의 집행도 여성가족부장관이 한다.

헌법재판소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형벌과는 목적이나 심사대상 등을 달리하는 보안

처분에 해당하므로,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형벌과 병과 된다고 해서 이중처벌금지의 원

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신상정보 공개･고지조항에 대해서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

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결정을 선고하였다. 

신상정보 공개조항에 대한 법정의견의 핵심 이유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라는 공익은 매

우 중요한 공익이고, 신상정보 공개로 입는 불이익은 이에 비해 크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신상정보 공개는 수치형에 흡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성폭력범죄 전과자에 대한 낙인이나 

배타의식을 넘어 공개대상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 자체를 원천봉쇄할 위험이 크다. 나아가 

죄 없는 가족들까지 함께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거나 그 생활기반을 상실시키는 결과가 초래

될 수도 있다. 반면에 범죄억지효과는 확실하지 않다.48)

신상정보 고지조항에 대한 법정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지하지 않도록 하는 등으로 고지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주민

등록번호, 소유차량 등록번호나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등 고지되었을 때 개인의 일상

생활 영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는 고지되지 않는다. 신상정보 고지제도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라는 목적은 매우 중요한 공익이다. 이에 비하여 

신상정보 고지조항으로 인하여 고지되는 정보는 대부분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형사

판결이라는 공적 기록의 내용 중 일부로서, 이를 고지한다고 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

력범죄자의 인격권 등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위헌의견49)의 요지는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이용하면 누구나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생활하는 성범죄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활용할 수 있다. 신상정보 고지의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지역주민 

중 희망자에게만 신상정보를 알려주는 등 성범죄자와 그 가족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

48) 김이수, 이진성, 강일원 재판관의 위헌의견 참조
49) 재판관 김이수, 이진성, 강일원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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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이 있다. 나아가 성범죄자는 지역사회에서 철저하게 고립될 수 있고, 성범죄자 가족들까

지 이웃들에게 외면당함으로써 성범죄자의 재사회화 가능성이 부정될 수도 있게 된다. 반

면 신상정보가 고지되더라도 고지대상자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고지대상자를 현실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재범 억제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별 효용이 없다.
는 것이다.

신상정보 공개와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근거한 계도문 성격의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시행되고 

있었다.50) 헌법재판소는 계도문 방식의 신상공개를 규정한 위 법률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다.51) 이 결정에는 재판관 한대현, 김영일, 권성, 송인준, 주선회 5인의 

위헌의견이 있었다.52) 

사. 디엔에이 감식시료 채취조항, 삭제조항 및 부칙조항과 신체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헌재 2014. 8. 28. 2011헌마28등 결정 -

이 사건에서 다루는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디엔에이법이라 한다)상의 수형인 등으로부터 채취하는 경우(제5조)이다. 디

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범죄는 방화죄, 살인죄, 약취유인죄, 강간과 추행의 죄, 절도 및 강도

죄, 폭행죄, 협박죄, 주거침입･퇴거불응죄, 손괴죄, 체포죄, 감금죄, 강요죄, 상해죄, 공갈죄, 범

죄단체조직죄, 공무방해죄, 경매･입찰방해죄, 마약류에 관한 죄 등이다(제5조 제1항).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아 위와 같은 범죄의 수형자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

료를 채취할 수 있다(제5조 제1항, 디엔에이채취조항)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는 경우

에는 영장없이 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제8조 제1항).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는 구강점막 

또는 모근을 포함한 모발을 채취하는 방법으로 하고, 위 방법들에 의한 채취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분비물, 체액을 채취하는 방법으로 한다.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은 채취

된 디엔에이의 감식과 데이터베이스에 신원확인정보를 수록하는 업무를 디엔에이신원확인정

보담당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제10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채취된 디엔

50) 이 제도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성매수죄로 형의 선고를 받아 확정된 사람의성명, 연령, 생년월일, 직업, 주
소 등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관보에 게재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정부중앙청사 및 특별시･광
역시･도의 본청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공개가 이루어졌다.

51) 헌재 2003. 6. 26. 2002헌가14 결정
52) 신상공개제도는 공개대상자를 독자 인격의 주체로서 존중하기보다는 대중에 대한 전시(展示)에 이용함으로써 단순

히 범죄퇴치수단으로 취급하는 인상이 짙다. 그러나 이는 비록 범죄인일망정 그가 지니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인 존
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 의무임을 천명한 우리 헌법의 이념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56  Criminal Justice for Human Dignity and Values

에이감식시료를 감식하고 데이터베이스에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수록하고 관리한다(제10

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 데이터베

이스에 수록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직권이나 친족의 신청에 의하여 삭제하도록 되어있다

(제13조, 디엔에이 삭제조항). 수형인등이 재심에서 무죄, 면소, 공소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도 같은 방법으로 삭제하게 되어있다. 채취 대상범죄에 대하여 수형인등으로부터 디엔에이감

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디엔에이채취조항,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대상자가 사망

한 경우에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하도록 규정한 디엔에이 삭제

조항 및 위 법률 시행당시 채취 대상범죄로 이미 징역이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수용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고 디엔에이신원확인정

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디엔에이법 부칙조항이 있다. 

이 사건 청구인들 중에는 노동쟁의와 관련하여 폭행죄, 협박죄, 주거침입･퇴거불응죄, 손

괴죄, 공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노동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재범의 위험성이 많지 않은 사

람들도 있었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들도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들이 신체의 자유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

을 선고하였다. 이 결정은 범죄 수사 및 예방의 공익이 중요하고, 보관되는 디엔에이신원확인

정보를 민감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또한 위 부칙조항이 소급효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대상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수록･
관리할 필요성이 높다. 디엔에이법은 시료를 서면 동의 또는 영장에 의하여 채취하되, 채

취 이유, 채취할 시료의 종류 및 방법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고, 우선적으로 구강점막, 모발

에서 채취하되 부득이한 경우만 그 외의 신체부분, 분비물, 체액을 채취하게 하는 등 채취

대상자의 신체나 명예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침해최소성 요건도 

갖추었다. 제한되는 신체의 자유의 정도는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정도의 미약한 것

으로서 범죄 수사 및 예방의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디엔에이 채취조항들이 과도하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는 개인 식별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인 단순한 숫자에 불과하여 이

로부터 개인의 유전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이어서 개인의 존엄과 인격권에 심대한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록 후 디엔에이

감식시료와 디엔에이의 즉시 폐기, 업무목적 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사용･제공･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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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및 위반시 처벌 등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디엔에이 삭제조항은 

침해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범죄수사 등에 이용함으로

써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의 중요성에 비하여 청구인의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워 법익

균형성도 갖추었다. 따라서 디엔에이 삭제조항이 과도하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다고 볼 수 없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이용은 수형인 등에게 심리적 압박으로 인한 범죄예방효

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보안처분의 성격을 지니지만, 처벌적인 효과가 없는 비형벌적 보안

처분으로서 소급입법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디엔에이법의 소급적용으로 인한 공익

적 목적이 당사자의 손실보다 더 크므로, 부칙조항이 디엔에이법 시행 당시 디엔에이감식

시료 채취 대상범죄로 실형이 확정되어 수용 중인 사람들까지 디엔에이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개

인정보자기결정권이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디엔에이 채취조항들에 대한 반대의견53)

디엔에이 채취조항들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장래의 범죄수사에 활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데,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대상자에 대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는 이러

한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런데 디엔에이 채취조항들은 재범의 위험성에 대하여 

전혀 규정하고 않고, 특정 범죄를 범한 수형인등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디엔에이감식시료

를 채취할 수 있게 하여 침해최소성 원칙에 어긋나고, 재범의 위험성을 규정하지 않은 이 

사건 채취조항들로 인한 수형인등의 불이익이 디엔에이 채취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

익에 비하여 결코 작지 않으므로 디엔에이 채취조항들은 과도하게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

유를 침해한다. 
디엔에이 삭제조항, 부칙조항에 대한 위헌의견54) 

대상자가 재범하지 않고 상당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재범의 위험성이 그만큼 줄어든

다고 할 것임에도 일률적으로 대상자가 사망할 때까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보관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이며, 특히 소년범의 경우 가혹하다. 대상 범죄 중에는 상대적

으로 비교적 경미하고 재범 위험성이 크지 않은 대상 범죄가 있는 데 그 범죄로 집행유예

53) 재판관 김이수, 이진성, 강일원, 서기석의 의견
54) 재파관 김이수의 의견, 전자장치부착조항에 관한 2012. 12. 27. 2010헌가82등 결정과는 달리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이 적용된다고 견해를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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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선고받은 자의 경우에도 대상 범죄를 범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사망 시까지 디

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보관되는 가혹한 결과가 발생한다. 대상 범죄의 경중 및 그에 따른 

재범의 위험성에 따라 관리기간을 세분화 하는 등 충분히 대상 범죄의 경중 및 그에 따른 

재범의 위험성에 따라 관리기간을 세분화 하는 등 충분히 가능하고 덜 침해적인 수단을 

채택할 수 있었다. 장기간 보관과정에서 정보의 유출, 오용 등의 위험이 현실화되는 경우 

대상자가 실제 입는 불이익이 작지 않다. 따라서 디엔에이 삭제조항은 과도하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이미 형이 선고된 수용자에 대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이용은 행위자의 장래의 

재범 위험성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일종의 보안처분으로서 신체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

정권을 제한한다. 형벌과 보안처분의 구분은 상당 부분 상대화되어 있고, 보안처분도 범죄

에 대한 국가의 형사제재수단임은 형벌과 다름이 없어 소급입법금지원칙의 적용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부칙조항에 따른 이 사건 법률의 소급 적용은 행위 시에 없던 형사적 

제재가 사후입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부과되는 것으로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설령 

비형벌적 보안처분에는 소급입법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부칙조항이 

위 법률 시행 당시 이미 형이 확정되어 수용 중인 사람들에 대해서까지도 소급 적용하도

록 한 것은 특별한 형사정책적 근거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수용자들의 신뢰 및 법

적 안정성을 해한다. 이 소급적용은 장기간 수용 중인 사람들의 신뢰의 정도에 상관없이 

그 대상자를 일률적으로 대상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모든 수용자로 확대하여 소급 적용

하는 점에서 침해최소성 원칙에도 반한다. 비록 대상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하나 법적 안정성에 대한 신뢰침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여 법익균형성도 갖추었

다고 보기 어렵다. 부칙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5. 맺는 말

헌법재판소는 인간존엄성이라는 최고의 헌법가치를 침해하는 모든 국가작용에 대해 빨간 

불을 켠다. 그 이상 기본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의 경고등이다. 그런데 인간존엄성은 

모든 사람을 목적으로 존중하고 어떤 가치나 목적의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것인데, 예를 들어 

재범 방지를 위해서 성충동약물치료로 화학적으로 거세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인간존엄성에 반

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충동약물치료를 성도착증을 치료해주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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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억제효과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약물치료는 환자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진정한 

치료목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헌법재판례를 통해 형사사법에서 인간존엄성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모색하였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거부결정과 같이 반사회적 성격이 약한 행위에 대하여 대체복무

제를 도입하지 않고 곧바로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손상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비록 비도덕적인 행위라고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개인의 성행위와 같은 내밀한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지 않거나 구체적인 법익에 

대한 명백한 침해가 없는 경우에 국가의 형벌권이 개입하여 이를 처벌하는 것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 된다는 것도 파악할 수 있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 성폭력범죄 로부터 국민의 보호라는 공익을 중요시하는 헌법재판

의 흐름도 아울러 파악할 수 있었다. 신상정보공개는 수치형에 흡사한 제재로서 인간의 존엄

과 가치에 반하는지, 성충동 약물치료는 치료가 아니라 화학적 거세로서 인간의 정체성을 위

협하는 수단인지, 인간을 범죄 방지의 수단으로만 취급하는 것이어서 인간존엄성에 반하는지

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으나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재범의 위험성을 요

건으로 하지 않고 있는 신상정보공개, 신상정보등록,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가 헌법적으로 허

용되는지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졌지만 허용된다는 결론이 내려지고 부칙조항을 통한 소급적

용으로 적용대상자를 확대하는 데 대해서도 합헌결정이 내려졌다. 무분별한 소급적용이 있어

서는 안 될 것이고, 과연 이러한 형사 제재들이 실제로 기대만큼의 충분한 범죄예방 및 억지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폭넓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인간존엄성이 형사사법의 화두가 되

길 바라면서 이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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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Justice and Human Dignity in Constitutional Adjudication

Yi-Su Kim
Distingushed Professor of Law, Chonnam National University,

Former Justic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I. INTRODUCTION: CONSTITUTIONAL LAW AND HUMAN DIGNITY

Constitutional adjudication carries out the function of state authority in protecting a 

constitutional value of human dignity as commanded by the Constitution. Human dignity, 

being the highest constitutional value, acts both as a standard and a guide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and all legal norms. Human dignity not only serves as a standard and a 

guide to the interpretation of unenumerated fundamental rights and the guarantees of 

individual rights but also has a significance in meaning as the limitation of the fundamental 

rights, for it entails prohibition of justifying infringements of human dignity on the basis of 

public interests. 

Human dignity is a constitutional expression that defines the fundament attributes of 

human beings. The concept of human dignity can only be illuminated through the 

fundamental nature of human beings. Humans are possessed of independent and ethical 

characteristics based on reason. Humans cannot live in solitary and live in relationship with 

the society. The Constitution preordained a human being living an associated and bounded 

life with the society yet maintaining his or her innate characters. Such concept of human 

beings is basic knowledge for understanding human dignity as the limitations on the 

fundamental rights. It is assumed that every human being is equally endowed with human 

dignity as a latent human trait regardless of his or her status as an offender or prisoner.

Probing constitutional cases, one can get closer to the true nature of human dignity, that is 

respect of human beings for their own sakes and objection to treating human beings as a 

means or an object to achieving some other values, purposes, or interests. In particular, with 

relation to human dignity, landmark constitutional cases in the realm of criminal justice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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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which are (a) preservation of the human personality, (b) 

self-determination, and (c) bodily integrity in close relation to the human personality. The 

thesis of this paper submitted for th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International Forum 

marking the 30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the institute is limited to the realm of 

criminal justice. 

Ⅱ. DUALITY OF CRIMINAL JUSTICE AND HUMAN DIGNITY

In the realm of criminal justice, human dignity has a significance as a guide for the 

enactment, application, and enforcement of criminal law. Criminal justice as it relates to 

human dignity is nevertheless characterized by ironic dualities; the state's exercise of its right 

to punish crime for maintaining social order and protecting human dignity can itself pose a 

grave threat to human dignity of criminal suspects, criminal defendants, and prisoners. 

Constitutional provisions on human dignity prohibits the state authority from enacting 

criminal legislations that infringe upon human dignity. The provisions make it illegal for the 

state authority to regulate, through criminal punishment, even unethical behaviors unless they 

do not fall within the scope of an individual’s private life or pose significant harms to the 

society or violate the rights of others. They also prohibit cruel punishments. No punishment of 

acts forbidden and punishable by the general and special parts of the criminal law shall 

infringe upon the human dignity of offenders. Meanwhile, the criminal punishments shall not 

be contrary to the dignity of victims.

Nowadays, in addition to criminal punishments prescribed by the criminal law, the state 

imposes many other types of criminal sanctions known as the protective security measures. In 

order to address sexual assaults, especially those perpetrated against children, the state, during 

the period from 2005 to 2010, enacted a series of punitive sanctions including registration, 

disclosure, and notification of identities of sex offenders, electronic monitoring, and medical 

therapy for impulsive sexual behaviors. The state also established the DNA databank to use 

genetic information for criminal investig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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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the protective security measures can serve a useful and necessary role in 

addressing the limitations of criminal punishments, they shall not be imposed under 

unprincipled discretion. The measures ought to be imposed within the confines of human 

dignity. For this reason, the Constitution proscribes simply treating human beings as tools for 

combating or preventing crime or for the protection of social order as well as imposing 

inhumane criminal sanctions. The basic principles of the rule of law system are due process of 

law, nullum crimen sine lege, nulla poena sine lege,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e 

principle of excessive restriction, and the common law doctrine of estoppel.

The addenda to criminal legislations that prescribe such protective security measures can 

lead to their extensive and retrospective applications. Imposition of electronic monitoring or 

collection of DNA data are such instances. In an instance where the addenda violate the 

prohibition on retrospective applications of legislation or otherwise enforcement with 

unlimited retroactivity, constitutional issues relating to the common law doctrine of estoppel 

and infringement of fundamental rights would arise. Therefore, the Court ought to decide 

whether the protective security measures are excessive by weighing the values and extents of 

the rights infringed by the extensive retrospective measures against public interests pursued in 

their legitimate aims. 

Human dignity neither allows employment of torture or any cruel conducts in the 

investigation process nor the media footage of the suspects. Human dignity also rules that in 

any criminal prosecution trials, confessions are inadmissible unless they are voluntarily given.

Human dignity also prescribes that offenders be treated humanely in the execution of 

punishments and treatment of offenders. Therefore, offenders ought to be placed in the 

confinements that meet the basic needs for survival. The employment of protective equipment 

should be limited to afford offenders a dignified and a minimum level of decent living.

People in undertaking of their day-to-day life or economic activities are sometimes in 

contact with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heir experiences may lead to constitutional 

complaints alleging infringement upon human dignity. The judicial review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n these cases is not limited to the issue of infringement. The Court 

sometimes ruled the rights had been infringed and followed, a fortiori, that the inherent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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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dignity of human beings had been violated. At other times, the Court only affirms 

infringement of fundamental rights as they are essentially inseparable from human dignity. 

Although human dignity as a subject may not be explicitly mentioned in some court decisions, 

they can nonetheless reveal the true meaning of human dignity.

Constitutional cases reviewed in this paper deal with human dignity and other closely 

related fundamental rights in the realm of criminal justice. In other words, the cases are 

concerned with the basic rights of every human being that are considered necessary for the 

individual’s self-determination and manifestation of the human personality. The basic rights 

also include any unenumerated rights that can still be inferred from and originated with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or some of individual rights, that are namely confidentiality and 

freedom of privacy and the right to liberty of the person, and freedom of conscience. 

Unenumerated rights affirmed by the Court are sexual self-determination, pregnant women’s 

right to reproductive self-determination, and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Excessive restrictions on the basic rights would constitute infringement of the rights and 

hence of the dignity of human beings. The yardstick suggested and applied in the adjudication 

proceedings of the Court would judge as to whether an alleged infringement of human dignity 

in a case is on merits.   

Ⅲ. COURT DECISION ON PROTECTION OF THE HUMAN PERSONALITY

A. CONSCIENTIOUS OBJECTION AND FREEDOM OF CONSCIENCE 

(2011Hun-Ba379 et al. June 28, 2018)

The Court held unconstitutional five military service classifications, including active duty, 

reserve, supplemental, first class citizen and second citizen class under Clause 1 and Clause 2, 

Section 1, Article 55 of the Military Service Act. It declared constitutional imposing penalties 

on avoiding draft or a notice of call under Clause 1 and Clause 2, Section 1, Article 88 of the 

same Act. The landmark case put an end to the long-standing human rights quagmire.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can be construed as an individual's passive act 

to protect one's conscience rather than an active and aggressive campaign against the law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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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er of society and communities. Objectors have consistently pleaded that they are willing to 

perform non-military, substitute service. If follows that even though their draft resistance may 

be contrary to the majority belief, it cannot be considered a disruptive anti-social behavior that 

merits the use of penal sanctions, which is by far the strongest exercise of power by the state 

authority.

Conscience of the individual as protected by the freedom of conscience clause of the 

Constitution is irreplaceable and integral to affirming the dignity and value of oneself by 

adopting and professing belief. It follows that compelling the individual to doubt and recant 

one’s belief can inflict a grave injury on the individual moral character. Imposing penal 

sanctions or restrictions on everyday life for refusing to recant belief makes the subjects doubt 

their own existence and characters and thereby derogates their dignity as human beings. In the 

decision, the Court suggested that severe limitations on certain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the right to manifest belief, indissociable from the intrinsic value of 

human life, can derogate human dignity. 

B. CAPITAL PUNISHMENT AND THE RIGHT TO LIFE

(2008Hun-Ga23 February 25, 2010)

Is the capital punishment compatible with the constitutional order that regards the dignity 

and worth of human beings as its highest core value? The discussion on the capital 

punishment triggers two counterfactual thoughts about two somewhat contrasting events. One 

is on whether to confer the right to life on Osama Bin Laden as part of commitment to respect 

for the right contrary to the capital punishment, had he been prosecuted for plotting 

September 11 terrorist attacks. The other is on whether it might have been possible to prevent 

depriving the innocent individuals involved in the Inhyeokdang Incident of their rights to life.

The Constitutional Court held that the capital punishment did not violate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that guarantees the dignity and worth of human beings and therefore was 

constitutional. The Court reasoned that the capital punishment was constitutional as an 

institutionalized practice and that the constitutionality of each of the penal provisions can be 

assessed separately. The Court invoked the general limitation clause, Section 2, Article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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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ng that the guaranteed right to life can be limited for maintaining law and order and for 

promoting public welfare. The judgment of the Court nonetheless left open the possibility of 

limiting the number and type of capital crimes in the future when a consensus emerges on 

need for the measure. In this case, the dignity and worth of human beings is served to set the 

parameters for the limitations of the right to life. Taking notice of the concurring opinion filed 

by the former Justice Doo-Hwan Song, I hope the Court further refines each of the capital 

punishment provisions.

Since the most fundamental problem lies in the abuse and misuse of the capital 

punishment, it would be desirable to review the provisions allowing for the capital 

punishment, reserve the punishment only for the most serious offences, and abolished the 

punishment for crimes resulting in harm to the interests of society and nation.

  

C.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S AND THE RIGHT TO LIFE 

(2008Hun-Ma385 November 26, 2009)

The Constitutional Court held that the patient's decision to withdraw life-sustaining 

treatments is a type of a right belonging to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derived from 

constitutional guarantees of human dignity.

It was a case in which the Court dismissed a complaint alleging the legislative inaction on 

providing adequate guidelines, processes, and methods for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s was unconstitutional. The Court reasoned that a legislature did not have a clear 

legal obligation to do and that withdrawal of such treatments was consistent with respect for 

the dignity of human beings. The decision provided by the Court would be a guide to 

absolving physicians of legal liabilities for forgoing life-sustaining treatments for patients 

with the patients’ express or implied cons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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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COURT DECISION ON SELF-DETERMINATION 

A. THE CRIME OF ABORTION, FETAL RIGHTS AND WOMEN’S RIGHTS TO 

SELF-DETERMINATION (2017Hun-Ba127 April 11, 2019)

The Constitutional Court declared unconstitutional Section 1, Article 269 of the Criminal 

Act which penalizes pregnant women for performing self-induced abortion and the part with 

respect to ‘doctor’ of Section 1, Article 270 of the Criminal Act which penalizes doctors for 

procuring abortion for women on her request or consent. The issue involves reflections on a 

human, a life, self-determination, ethics, a worldview, and a religion. Although the Court 

ruled the laws constitutional, they have been overturned indicating that the attention to, the 

significance of, and prospects on the issue of women’s right to self-determination have been 

changed. As ethics and morality change with time and changing circumstances, the Court’s 

decision reaffirmed the meaning of human dignity. 

The opinion of the Court on the issue of the capital punishment stated that the capital 

punishment does not violate the dignity and value of human beings, for it is given and 

reserved for those who commit the most heinous offenses. Then, what would be the legal 

grounds for limiting the right to life of the innocent fetus? The state’s responsibility to protect 

the right to life and its degree of intervention can be differentiated in terms of the fetal 

development. In addition, although the rights of pregnant women and those of the fetus seem 

to be in conflict with one another, it should be noted that the fetus depends on their mothers 

for maintenance of life and nourishment and that women’s abortion decision, made after due 

considerations, are unique and distinct from other rights.

B. THE CRIME OF ADULTERY, RIGHTS TO SEXUAL SELF-DETERMINATION 

AND CONFIDENTIALITY AND FREEDOM OF PRIVACY

(2009Hun-Ba17 et al. February 26, 2015)

The Constitutional Court declared unconstitutional the penal provisions on adultery, 

stating that they violated sexual self-determination as well as confidentiality and freedom of 

privacy. The Court ruled that “Individuals’ sexual life belonging to the intimate domai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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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cy should be subject to the individual’s self-determination, refraining from State’s 

intervening and regulation, for its nature. The exercise of criminal punishment should be the 

last resort for the clear danger against substantial legal interests and should be limited at least. 

It would infringe on the right to sexual self-determination and to privacy for a State to 

intervene and punish sexual life which should be subject to sexual morality and social orders.” 

In my concurring opinion, I mapped out three classifications of adultery and reasoned that 

although penalizing individuals, despite their marital statuses, for engaging in extramarital sex 

or affairs was constitutional, imposing the same penalties on martially separated or disrupted 

individuals was unconstitutional on the ground that they violated the rights of single 

adulterers to sexual self-determination. Since the concepts of sexual fidelity or infidelity 

cannot be reasonably applied to the single adulterers, it would be desirable to allow a system 

of civil forfeitures instead. Therefore, the individual’s right to self-determination on such 

issues as adultery or sexual intercourse that falls within the scope of private life ought to be 

adjusted pursuant to the blameworthiness of their behaviors.

C. THE CRIME OF SEXUAL INTERCOURSE UNDER PRETENSE OF MARRAIGE 

AND RIGHTS TO SEXUAL SELF-DETERMINATION

(2008Hun-Ba58 November 26, 2009)

The Constitutional Court declared unconstitutional Article 304 of the Criminal Act which 

penalizes those “who induce into sexual relations a female who is not habitually engaged in 

sexual intercourse under pretense of marriage or through other fraudulent means.” The Court 

held that the provision did not serve a legitimate purpose contrary to the postulate of the 

prohibition on excess, stating that women’s right to sexual self-determination intended to be 

protected by the provision was contrary to their dignity and value. It noted that indecent 

motives that led to sexual intercourses were considered the issues of morality that did not pose 

harm to society, and therefore cannot be a justification for the intervention in the private l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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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THE PUNISHMENT OF COMMERCIAL SEX AND RIGHTS TO SEXUAL SELF- 

DETERMINATION(2013Hun-Ga2 March 31, 2016)

Does the penal provision on trading money for sexual service infringe on the individual’s 

sexual self-determination and confidentiality and freedom of privacy and so violate the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declared that the provision was constitutional. The 

right to sexual self-determination is construed as the right to choose the partner and to engage 

in sexual activity or as a legal goods or interest protected by the rape crime provision. In the 

reasoning of its judgment on adultery, the Court held that the right to sexual 

self-determination, in spite of being a fundamental right as a precondition to manifest one’s 

character, can be limited. In the context of the commercial sexual activity, however, the right 

to sexual self-determination was made less transparent, distorted, bizarre, and suppressed. 

Viewed in this way, dissenting opinions in opposition to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penal 

provision on trading money for sexual service stated that sexual self-determination in this 

context ought to be construed as the right to choose a partner for sexual activity, not as the 

right to purchase women’s sexual autonomy or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In the judgment of the case, Justices of the Court held diverging views on the nature, 

characteristics, and harm to society of commercial sexual activities. On the surface, the 

activities seem to be voluntary translations among adults exercising their right to sexual 

self-determination. But, from the fact that at a deeper level, the commercial sexual activities 

are in fact a reflection of distorted socioeconomic conditions, there exists the need to update a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of the activities on the basis of the constitutional core value of 

human dignity and changing social norms.

V. COURT DECISION ON BODILY INTEGRITY IN RELATION TO THE 

HUMAN PERSONALITY

In the cases dealing with prison overcrowding, the long-term and constant use of 

handcuffs and ropes in prisons, and prohibition on inmates’ access to exercise, the 

Constitutional Court viewed the dignity and value of human beings as subjective rights.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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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concerning prison overcrowding, a complaint had been filed alleging that overcrowded 

prisons infringed on the dignity and value of human beings,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and 

the personality right, and the right to lead a dignified life. The Court viewed that the 

allegations were all concerned with the issue of judging an infringement on human dignity 

and values and so only decided to review the question. In the cases concerning with the 

long-term and constant use of handcuffs and ropes and prohibition on inmates’ access to 

exercise in prisons, the Court decided whether they violated the prohibition on excess and 

ruled that they violated the right to liberty and the dignity and value of human beings.

A. EXECUTION OF PUNISHMENTS AND TREATMENT OF OFFENDERS

1. PRISON OVERCROWDING AND THE VALUE AND DINIGITY OF HUMAN BEINGS 

(2013Hun-Ma142 December 29, 2016)

In this case, the Constitutional Court explained the limits of the state’s power to define 

and punish crime as set by the dignity and value of human beings and ruled that prison 

overcrowding violated the constitutional core values. In reaching its decision, the Court 

attempted but could not suggest the minimum standard for personal living space in prisons. 

The Court unanimously decided that the small size of personal living space in prisons violated 

the dignity of prisoners.  

2. THE LONG-TERM AND CONSTANT USE OF RESTRAINING DEVICES AND THE 

RIGHT TO FREEDOM OF THE PERSON 

(2001Hun-Ma163 December 18, 2003)

In this case,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in prisons, restraining devices for inmates 

are to be used to the minimum extent only when there is a specific need. More specific and 

clear justifications including the risk of escape or violence are required for the long-term use 

of such devices that can deprive the subject of any meaningful or useful bodily movement. 

The use of the devices, even when used, should be limited to afford the inmates a dignified 

living as human be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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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ROHIBITION OF INMATES’ ACCESS TO EXERCISE AND THE VALUE AND 

DIGNITY OF HUMAN BEINGS AND THE RIGHT TO FREEDOM OF THE PERSON 

(2002Hun-Ma478 December 16, 2004)

In the case, the Constitutional ruled that, “Outdoor exercise is the minimum basic 

requirement for the maintenance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of the inmates who are 

imprisoned. Considering that the inmate subjected to the forfeiture of rights, even compared 

with other inmates in solitary confinement, lies in the state where communication with the 

outside world is disconnected, as interviews, correspondence by mail, communication by 

telephone, writing, work, reading the newspaper or books, listening to the radio and watching 

the television are prohibited, and is imprisoned in the punishment ward which is the size of 

approximately three(3) square meters with insufficient ventilation for up to two(2) months, 

there is a clearly high risk that completely banning the inmate subjected to the forfeiture of 

rights from doing exercise will harm mental as well as physical health of such inmate. 

Therefore, the absolute ban of exercise of the inmate subjected to the forfeiture of rights, even 

considering the purpose of the sanction, is beyond the necessary minimum degree in terms of 

means and methods thereof, thus in our judgment reaching the extent violative of the human 

dignity and values under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and of the bodily freedom under 

Article 12 of the Constitution that includes the freedom not to have bodily safety.”

4. THE USE OF ROPES AND HANDCULFFS AND CHAINING TO OTHER INMATES

It was found that correctional officers, when transferring the inmates from a detention 

center to a prosecutor’s office, handcuffed them and tied ropes above their upper bodies using 

another rope to chain to other inmates. The issue of the case was whether handcuffing, tying 

ropes, and chaining to other inmates when transferring inmates to another location violated 

the right to liberty and personality.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y did not violate the inmates’ right to liberty and 

personality, stating that for the equipment had been used to the minimum extent necessary for 

preventing an esc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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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JUDICIAL POLICE OFFICER’S GRANTING OF TAKING PHOTOGRAPHS OF   

INTERROGATED SUSPECT AND THE SUSPECT’S RIGHT TO PERSONALITY 

(2012Hun-Ma652 March 27, 2014)

Section 4, Article 27 of the Constitution guarantees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until 

proven guilty. Under the principle, the accused against whom a criminal prosecution charge 

was brought and those against whom a charge has not been brought have to be treated like 

innocent people and not be rendered at a significant disadvantage. It follows that releasing 

photographs of interrogated suspects infringed on their right to personality in contravention of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and the provision on respect of the suspect during interrogation as 

provided for in Section 2, Article 198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 severity and impact 

of the act upon the subject and their family must be taken into account in judging its 

constitutionality. The Court ruled that a judicial police officer’s granting of taking 

photographs of an interrogated suspect violated the postulate of the prohibition on excess and 

the subject’s right to personality. The judgment provided by the Court ruled that guidelines 

were needed to allow photographing suspects and such photographing ought to be conducted 

in the least intrusive manner for protecting the subject’s identity. 

C. PHARMACOLOGIC TREATMENT OF SEX OFFENDERS, THE RIGHT TO LIBERTY, 

PRIACY, SELF-DETERMINATION AND PERSONALITY 

(2013Hun-Ga9 December 13, 2015)

The Act on Pharmacologic Treatment of Sex Offenders Sexual Impulses defines the term, 

pharmacological treatment of sex impulse as any treatment intended to suppress abnormal 

sexual impulses or desires, conducted by administering medication and psychotherapy to 

sexual deviants for weakening or normalizing their sexual functions (Section 3, Article 3 of 

the Act). 

The court can order such treatment when delivering its verdict (Section 1, Article 8 of the 

same Act). As the treatment is administered two months prior to the release from prison of the 

subject (Section 3, Article 14), it might not be effective for long-term inmates due to a time 

difference between a verdict and a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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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provision on filing a request of pharmacological 

treatment on sex offenders was constitutional whereas the provision on court-ordering of such 

treatment unconstitutional on the ground that it did not take into account the length of time 

served by the subject of treatment and the possibilities where such treatment might be 

unnecessary. In 2017, the legislature complied with the judgment of the Court by amending 

the Act to include Article 8-2, which stipulates that “a person issued with a medical treatment 

order may file an application for exemption from execution of the medical treatment order 

with the district court on the grounds that the person is not liable to committing another sexual 

assault because he or she has improved to the extent of not requiring the execution of the 

treatment order.”

D. ORDER OF ELECTRONIC MONITORING,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CONFIDENTIALITY AND FREEDOM OF PRIVACY 

(2011Hun-Ba89 December 27, 2012 and 2010Hun-Ga82 et al. December 27, 2012)

Pursuant to the Act on Probation and Electronic Monitoring, Etc. of Specific Criminal 

Offenders, a public prosecutor may file a request to the court to order attaching an electronic 

device to the suspect against whom a criminal charge of sex offense has been brought until 

the resolution of a case at the appellate courts, if the suspect is deemed to possess a high risk 

of reoffending (Section 1, Article 5 of the Act). If the court finds that such requests are 

warranted, it can sentence electronic monitoring for convicted sex offender for a prescribed 

period of time (Section 1, Article 9 of the same Act).

The Court ruled that the provision on electronic monitoring does not violate the 

fundamental rights enshrined in the Constitution, holding that public interests in protecting the 

public from crime outweighed possible harm to the convicted offenders.

The Addenda (Act No. 9112), which took effect on June 13, 2008, grants the court the 

power to issue an order of electronic monitoring to the convicted sex offenders whose terms 

of imprisonment has not been lapsed for more than three years. The legislative intent behind 

the provision was that the act before the amendment would not be effective in addressing the 

risk of sexual recidivism. The Court declared constitutional the prohibition, holding that it d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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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violate the prohibition on retrospective application and excess. 

E. REGISTRATION AND MANA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AND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2014Hun-Ma340 et al. July 30, 2015)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stipulates 

that an individual subject to registr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ursuant to the law should 

submit his or her personal information to the police departments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residential address of the subject of registration or correctional facilities having the 

responsibility of the custody of the person in question (Section I and III, Article 43 of the 

Act). The information required for submission include a name, a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postal and residential addresses, an occupation and an employer address, height and weight, 

and a vehicle registration number. The Minister of Justice is entrusted with registering, 

retaining, and managing the information of the subject about his or her prior sex crime 

convictions (Section 1 of Article 45 of the Act). 

The Court declared constitutional the provision prescribing registr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of offenders convicted of the crimes of taking photos of others by using cameras 

and etc. enumerated in Article 14 of the same Act and the provision prescribing retaining the 

information for a period of twenty years on the ground that it served compelling public 

interests in preventing reoffending and protecting social order. However, the Court stroke 

down the provision on managing the information as unconstitutional. The judgement of the 

Court was that registering personal information of the offenders did not violate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and could be considered proper and valid whereas managing all such 

information, without any variations, for a period of twenty years constitute an infringement on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In my concurring opinion, I argued that the provision prescribing registr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of offenders was unconstitutional, finding that it did not take into account the 

likelihood of reoffending when selecting the subject of registration and, therefore, imposed 

unnecessary restrictions on low-risk offenders. I also expressed the view that it faile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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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st-intrusive-means test and the overall balance of interests, for its list of enumerated sex 

offenses had been made without due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types, severity of 

criminality of all behaviors and its lack of an appeals procedure.

Many complaints have been raised on the constitutionality of prescribing registr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bout offenders convicted of the crimes of obscene acts by using means 

of communication and intrusion upon publicly used places with intent to satisfy sexual urges. 

The Court decided the cases on the basis of the characteristics and severity of criminality of 

the offenses enumerated in the Act. The Court held that all the provisions on imposing 

registr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bout persons convicted of offenses under the Act 

constitutional except for the part on the crime of obscene acts by using means of 

communication declared unconstitutional.

The Court also declared that an amendment to the Act which prescribes registering, 

retaining and managing personal information about offenders sentenced to less than three 

years of imprisonment for the violation of the crime of taking photos by using cameras, etc. 

did not constitute an infringement on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In this case, I also 

objected to the court decision, holding that an exemption scheme for registration of 

information presumed high probability of reoffending within a 10-year period.

    

F. DISCLOSURE AND NOTIFIC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ERSONALITY 

RIGHTS, AND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2014Hun-Ba68 et al. May 26, 2016)

Under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Against Sex Offenses, a scheme 

for internet disclosure of information on offenders convicted of sex crimes against children 

and youth was introduced facilitating public access to information about the offenders. The 

Act also introduced a notification scheme that allowed notification of the disclosed 

information by post to those having parental rights and legal representatives of children and 

youth living near the residence of the subject of the disclosure. Disclosure and notification of 

information about the sex offenders are ordered by the courts and executed b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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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urt declared the court dispositions of disclosure and notification of information 

about the offenders constitutional on the ground that they constituted the protective security 

measures differentiated from criminal punishments in their purpose and criteria and thus did 

not violate the principles of double jeopardy and the prohibition on excess.

However, I wrote a dissenting opinion that the schemes were akin to a punishment of 

public shaming that not only reinforces stigmatization and marginalization but also obstructs 

their successful re-integration into the society. Furthermore, the schemes have the potential to 

inflict psychological trauma upon the innocent family members of the offenders and deprive 

them of their livelihoods. Deterrent effects of the system, however, are not clear at best.

G. THE COLLECTION PROVISION, THE DELETION PROVISION, AND ADDENDA OF 

THE ACT ON USE AND PROTECTION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AND THE RIGHT TO FREEDOM OF THE PERSON AND INFORMATIONAL SELF- 

DETERMINATION 

(2011Hun-Ma28 et al. August 28, 2014)

The Act on Use and Protection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stipulates that DNA 

samples can be taken from offenders convicted of arson, homicide, kidnapping and abduction, 

rape and infamous conduct, theft and robbery, violence, intimidation, and intrusion upon 

habitation and refusal to leave (Section 1 of Article 5 of the Act, hereinafter, the DNA 

Collection Provision). The person entrusted by the Prosecutor-General or the 

Commissioner-General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tests the extracted DNA samples and 

store and maintain them in a DNA databank (Article 10 of the Act, hereinafter, the 

Identification, Storage and Management Provision). The stored DNA identification data shall 

be expunged either ex officio or upon demand by the members of immediate family of the 

data subject (Article 13 of the Act, hereinafter, the DNA Deletion Provision). The said DNA 

collection and the Identification, Storage and Management provisions can be applied to 

offenders who, at the time of the act’s taking effect, are convicted of the types of crime that 

necessitate their submission of DNA samples and are in custody serving a sentence of 

imprisonment (Section 1, Article 2 of Add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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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urt held that the DNA collection provision, the DNA deletion provision, and the 

provision of Addenda did not constitute an infringement on the right to freedom of the person 

nor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The judgement given by the Court was that compelling 

public interests in investigating and preventing crime justified slight restrictions on the right 

to freedom of the person and that stored DNA samples cannot be considered sensitive 

personal information. The Court also held that the provision of Addenda did not violate the 

postulates of prohibition on retrospective application and excess. 

In my dissenting opinion, I held that the said provisions were unconstitutional. Fulfilling 

the Act’s legislative intent of utilizing DNA samples for future investigation of crime cannot 

justify collecting or extracting DNA samples from low-risk offenders. However, the DNA 

collection provision did not distinguish offenders subject to DNA sampling and testing in 

terms of the likelihood of reoffending. The DNA deletion provision did not implement 

varying data retention periods corresponding to the severity of crime and the likelihood of 

reoffending. The provision of Addenda further violated the postulate of prohibition on 

retrospective application. Even if it did not, it undermined faith of prisoners in law as well as 

the stability of the law by subjecting offenders convicted of offences enumerated in the Act to 

DNA sampling and testing. Therefore, the said provisions violated the prohibition on excess.  

VI. CONCLUSION

The Constitutional Court raises a red flag to the actions, at all levels of the government, 

that infringe on human dignity, which is deemed the highest constitutional value. Human 

dignity essentially means advocating respect of every human being for his own sake and 

opposing objectification of human beings as a means for some other values or purposes. 

Reviewing constitutional precedents, this paper examined the question of how to realize 

human dignity in the realm of criminal justice.

First, it has been suggested that imposing criminal punishments on conscientious 

objection of military service, which is considered a less anti-social behavior, without 

permitting an alternative service scheme can derogate the dignity of human be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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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 it has been shown that the state’s invocation of its power to define and punish 

crime to penalize certain behaviors such as sexual activities that technically fall within the 

scope of private life, even if they can be immoral, places excessive restrictions on the right of 

the individual to sexual self-determination and privacy.

Third, it has been illustrated the trend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in placing 

greater importance on protecting the public,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from sex crimes. 

On the issues of whether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about convicted sex offenders can 

be likened to public shaming and hence violated the dignity and value of human beings and 

whether a pharmacological treatment of sexually impulsive behaviors amounted to chemical 

castration that threatened the subject’s identity, the Court focused on whether treating human 

beings as a tool for preventing crime infringed on human dignity and declared it 

constitutional. The Court also declared constitutional a provision on disclosure and 

registr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bout convicted sex offenders, a provision on extraction 

of DNA samples from certain convicted offenders, and a provision of Addenda on the 

retrospective application of the said measures. Indiscriminate retrospective applications of the 

measures needs to be checked and the subject of their deterrent effects ought to be examined 

more broadly. 

I conclude my paper with a sincere wish that human dignity is featured more prominently 

in the field of criminal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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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브라프카 시모노프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 특별보고관 

Dubravka Šimonović
Special Rapporteur on Violence against Women, 
United Nations Human Right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Profile

두브라프카 시모노프 박사는 2015년 6월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의 여성폭력범죄 

원인과 결과 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되었다. 시모노프 박사는 유엔 여성차별철폐

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의 

위원장 및 보고관으로 활동하였고 유엔보누 주재 크로아티아 상임공관, 유엔 비엔나 

사무소 및 유럽안보협력기구 대사를 역임하였다. 유엔에서 근무하기 전에는 크로아

티아 외교부 인권과장으로 역임하였다. 그녀는 자그레브대학교 가족법 박사학위를 

수여하였고 런던정치경제대학교 여성, 평화 및 보안센터의 초빙교수이다. 하버드

법대, 노팅엄대학교 등에서 강의를 맡은 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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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태 웅

하와이대학교 교수 

BAIK Tae-Ung

Professor

William S. Richardson School of Law,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USA

Profile

백태웅 교수는 현재 하와이대학교 로스쿨 교수와 하와이대학교 한국학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2015년에는 유엔 인권이사회 강제실종 실무그룹 위원으로 임명되었다. 

2003∼2011년까지는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 로스쿨 교수를 역임하였다.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인 백태웅 교수는 미국 노트르담 국제인권법 LL.M., J.S.D.를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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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속에서의 한국 형사사법적 정의

(Korean Criminal Justice in a Globalizing World)

백 태 웅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 한국학연구소장, 유엔강제실종실무그룹 위원 및 부의장

글머리에

형사정책연구원 설립 30주년 학술행사에 기조발언자로 초청해 주신 한인섭 원장님 이하 

형사정책연구원의 여러 관계자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약간의 활동을 

함께 하면서 우수한 연구원들의 활동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는 저로서는 이렇게 중요

한 행사에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저는 지금 하와이대학교 로스쿨의 

교수로서 국제인권법과 국제형법, 비교법, 한국법 등을 가르치고 있고, 또 유엔인권이사회의 

강제실종실무그룹의 위원이자 부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의 학술적 연구 영역 중 한 부분

이 비교형법 및 형사 절차이어서 형사정책연구원의 행사에 참여하여 배울 기회가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 특히 오늘 컨퍼런스의 주제인 인간으로서의 존

엄과 가치와 형사사법적 정의는 인권이 부인되고 인간에 의한 인간의 억압이 난무하는 세계 

각국의 참담한 인권 유린의 현장에서 내가 매일 씨름을 벌이고 있는 화두이기도 하다. 

유엔 강제실종실무그룹

지난 주 5월 13일 부터 22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 강제실종실

무그룹 118차 회의가 열렸다. 강제실종실무그룹의 정기회의는 약 1-2주의 기간 동안 신규 청원 

및 기존 계류 사건 등 여러 강제실종 케이스를 다루고, 여러 정부대표, 시민사회 대표, 피해자 

가족, 기타 전문가를 만나 협의하고, 해당 국가의 실종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을 논의한다. 

강제실종 실무그룹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 중의 하나로서 유엔 회원국 내에서 일

어나는 강제실종 문제에 대한 청원을 받아 그 내용을 심사하고, 해당 국가에 실종자의 운명이

나 행방을 조사할 것을 요구하여 가족에 통보하고, 또 실종 문제의 양상이나 원인, 그리고 그 

해결 방법을 연구하기 위하여 국가방문을 행하고 보고서를 내거나, 일반적 위반 사항(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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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egation), 보도자료(news release), 기타 통보(other letters) 등을 발간하고, 주제별 연구 결과를 

유엔 인권 이사회와 유엔총회에 보고한다. 

현재 유엔 인권 이사회 특별절차로는 국가별 절차 (14), 주제별 절차 (43)를 포함하여 대략 

57개가 있으며 80명의 독립전문가가 활동하고 있다. 강제실종 실무그룹은 1980년에 설립되어 

유엔 특별절차 중에 가장 오래된 절차로서 세계의 5개 지역에서 각각 선임되는 5명의 위원과 

제네바에 기반을 두고 있는 사무국 직원들에 지원을 받아 일을 하고 있다. 

이번 118차 제네바 회기 약 10일의 기간 동안 420여건의 사건을 다루었으며, 지난 기간 방

문한 우크라이나 국가방문 보고서를 조율하고, 유엔에서 최근 최대의 쟁점 중의 하나인 비정부

행위자(non-state actors)에 의해서 벌어지는 강제실종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의 문제에 대

한 토론, 강제실종이 벌어질 경우 국가가 이에 대해 조사해야 할 의무에 대한 주제 보고서 검

토 등 논의와, 각 정부 대표단, 시민사회 대표단, 피해자 가족 면담 등으로 바쁜 시간을 보냈다.

여담이지만 사람들은 유엔에서 일하는 것을 부러워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일이 굉장히 중

요하고 의미있는 일이긴 하지만 쉽지 않은 과정이기도 하다. 원래 유엔에서 일년에 세번 정도 

정기 회기에 참석하고 약간의 일을 더 하면 되므로 큰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설득했는데 막

상 위원이 되고 보니 매일 아침 수 십통의 이메일이 제네바에서 와 있고, 회기는 물론 비회기

에도 매일 일을 처리해야 하고, 국가방문도 해야 하며 글도 써야 하는 등 상당히 큰 업무 부

담을 지는 과정이었다. 특히 인간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제도와 관행, 폭력 속에서, 인

간성을 회복하고 고통받는 절망속의 희생자들과 함께 희망을 만드는 일을 해야 하는 과정이

어서 심리적 부담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실무그룹은 정기 회기에서 강제실종 케이스를 다루는 외에도 국가 방문을 진행한다. 작년 

6월 진행된 우크라이나의 방문에서는 키에프의 정부 지역과 그곳에서 정부에 의해서 벌어진 

실종문제만이 아니라 러시아에서 통제하는 크리미아, 그리고 반군이 독립정부를 세우고 있는 

소위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루한스크 인민공화국을 포격이 교환되는 전선을 직접 통과하여 

방문하고, 그 쪽 반군대표와 민간 단체, 적십자사, 피해자의 가족, 실종 후 살아남은 사람들을 

인터뷰하였다. 그 내용은 오는 9월 유엔인권이사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2015년 11월엔 스리랑

카 국가방문을 하였다. 스리랑카는 저희가 방문하는 기간동안 20여명의 양심수를 석방하고, 

강제실종협약 가입을 약속하고, 실종자 사무소(Office of Missing Persons)를 설치하기로 하여 

그 약속을 이행하는 등, 아직은 미진하지만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그 외에도 현지 

세션의 일환으로 모로코(2016)와 벨기에(2018), 그리고 올 2월에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공

화국의 사라예보를 방문하였다. 유엔의 활동은 매우 제약이 많고 현실 속에서의 힘은 미약 하

지만 다른 희망이 모두 봉쇄된 지역에 희망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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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기 중에 특히 많은 논의가 된 파키스탄의 경우, 여러 그룹의 파키스탄 실종문제관

련 대표단을 만났고, 실종자 가족의 직접 증언과 추가정보를 들었으며, 유엔 파키스탄 담당사

무소의 특별보고, 또 파키스탄 대사와 참사관과 직접 회의를 해서 파키스탄 내부의 인권 문제

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하였다.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것처럼 정부 대표와 민간 대표단은 

정반대의 극단적으로 상치되는 입장을 제기하고 있으며, 냉철한 현실 인식 속에서 정확한 입

장을 취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한다. 

파키스탄의 실종 후 살아남은 당사자와 함께 온 한 실종자가족은 작년에 우리 회기에 와

서 유엔에 직접 청원을 제출한 후, 이번에 다시 미팅에 와서 시민단체와 가족에 대한 파키스

탄 당국의 보복과 가족 탄압 상황을 자세히 보고 하였는데, 여러 곳에서 반복해서 보복에 관

한 보고를 듣고 있지만 이 사례는 자못 충격적이었다. 작년 유엔과의 미팅에서 실종 문제에 

대한 청원서를 제출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가족의 집에 괴한이 습격하여 기물을 파손하고 문

서들을 절취해 갔다고 하였다. 유엔 서류가 정식 접수되고 난 후에는 정보기관과 정부에서 계

속 접촉을 하면서 끊임없이 감시를 한다고 했다. 실종 사건 신고 후 지난 4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던 정보기관과 경찰은 유엔에 이 사건이 보고된 이후 연일 유엔, 유엔 하며 정보를 수

집하러 다니며, 가족들에게 유엔에의 청원을 철회하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활동가들과 

가족들은 목숨을 걸고 이를 거절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정보기관과 정부가 유엔 청원을 철

회하라고 협박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유일한 희망은 유엔이라 생각한다

고 말하였다. 그들 정보기관과 경찰은 실종자를 찾는데 주력하는 것이 아니라, 실종자 가족들

에게 납치자가 정보부(ISI)나 군정보기관(MI), 군대가 아닌 신원미상의 기관이었다고 말하라며 

압력을 넣고,협박하고 감시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해외에 있는 가족까지 협박하는 등 심각한 

탄압을 이 시간에도 계속하고 있다. 

또 다른 사례로 정보기관의 일원으로 종사하던 사람이 내부적인 갈등 으로 인해외국 정부

의 간첩으로 몰리면서 실종자들이 수감되어 있는 곳에 함께 수감되었다가 살아나와 그 사건

의 실태와 비밀 감옥에 수용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목숨을 걸고 증언한 경우도그러면

서도 사법기관의 핵심인물이 “사랑과 전쟁의 문제에서는 모든 것이 용납된다”는 가당찮은 얘

기를 하고 있다고 하니 끔찍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일이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벌어지지 않으니 남의 나라의 일이라고 외면하고 말 

것인가? 동시대 90여개 국가에서 55,000여 건의 강제실종이 유엔에 보고 되어 그 중 45,000여건

이 아직 계류 중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우리의 지난 어두운 과거도 그 속에 담겨 있으며, 

아직 다 밝혀 지지 않은 북한의 인권현실도 그 속에 숨어 있고, 앞으로 인권이 보장된 한반도와 

세계질서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공동의 과제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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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그리고 인권

우리가 형사사법적 정의와 관련하여 헌법 제 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을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유엔 세계인권선언과 인권 조약 전체를 망라하는 인간의 존엄, 또 양

도할 수 없는(non-derogable) 인권을 이야기하는 시대에 산다는 것은 참으로 기적 같은 일이다. 

여기 이 자리에 과거에 감옥 살이 경험하신 분이나 사법시험을 치고도 떨어졌다가 뒤늦게 

합격증을 받으신 분도 계시고, 지지난해 겨울 광화문에서 겨우내 촛불을 들고 민주주의를 위해 

노심초사하며 거리를 채웠던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사실 우리에게 인권과 인간의 존엄, 사법적 

정의라는 말은당연히 보장되는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고, 모든 것이 새롭고도 새로운 일이다.

형법 시간에는 인간의 본질이 성선설인지 성악설인지, 형벌의 본질이 응보인지, 일반예방 

또는 특별예방인지, 교육인지 또는 억지 인지 등 많은 고매한 이론적 내용을 다루지만, 우리

의 과거를 돌아 보면 법과 형벌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수단이 아니라 지배세력이 국민을 

억누르고 규제하는 도구요 몽둥이였으며 정당한 행위가 형벌로 처벌받던 시절이 있었다. 그

리고 우리가 겪어온 형사사법적 문제는 우리 법시스템의 기본 관념과도 밀접히 관련이 있다.  

여기서 커먼로 시스템과 시민법 시스템사이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차이를 짚어 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 커먼로 국가에서는 시민법국가와 달리 선례기속의 원칙(stare decisis)이 법의 형

성과 작동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법의 정신의 관점에서 보면 법과 국가기관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 방식에 있어서 근본적 차이가 있다. 커먼로시스템은 성문입법

과 판례법에 의지하되 해당 사안에 적용할 명시적인 법이 없더라도, 법정이 이해 당사자가 대

등하게 권리를 다투는 공정한 경기장을 제공하고 판사가 최대한 공정한 심판의 역할에 머무

르면서 양 당사자, 또는 검사와 피고가 대등하게 다투는 재판을 통해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 

내는 과정으로 법의 작용을 바라 보는 반면, 시민법은 법이 이미 존재 하고 있는 것으로 상정

하고, 판사와 검사는 실체적 정의를 실현하고 보장하는 당사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법의 존재를 미리 상정하기 보다는 당사자의 직접적 역할을 강조하

는 커먼로 국가에서는 수백페이지의 계약서를 써야만 계약이 이루어 지는 사안에 대하여, 시

민법 국가에서는 몇페이지의 계약서로 계약을 대신하고, 미진한 부분은 등기절차나 법규, 약

관 등 여러 장치가 그 내용을 채운다는 식으로 접근한다. 검사와 피고가 법정에서 대등하게 

다투어야 하며 절차적 정의로서의 적정절차를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강조되는 커먼로와 달

리, 시민법국가에서는 검사는 물론 변호사도 실체적 진실을 추구하고 실체적 정의를 실현하

는 의무를 져야 하고, 또 검사는 때로는 무죄를 구형하는 의무를 지게 하는 등, 두 체계는 정

의를 실현하는 길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을 하고 있다. 시민법국가 중에서도 극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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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군국주의와 총독부의 법시스템과 독일의 법실증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은 우리에게는, 

악법도 법이라는 극단적 법실증주의와 국가기관의 규문적(inquisitorial) 재판절차가 당연한 법

체계로 받아들여 졌고, 권위주의 또는 군사독재 체제 하에서 법과 법기관 자체가 권리 보호기

관의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적 존엄에 근거한 형사사법적 정의가 실

현되지 못하고 법 자체가 두려움과 경원의 대상이 되었던 시대를 경험하였다. 

지난 시절 많은 사람에게 형사사법적 정의, 법을 통한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한다는 것은 

지난한 투쟁의 과정이었다. 국가기관, 법 집행 기관이 인간의 존엄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침해하는 시스템 아래에서 한국 현대사는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고귀한 저항의 역사이기도 

했고, 새로운 법적 정의의 기초를 세우기 위한 건설의 과정이기도 했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회복, 법의 지배를 이룩하기 위한 노력이 이제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것이 꿈만 같다. 

특히 한국 사회가 지금도 과거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사법개혁, 검찰개혁

을 추구하며, 공수처와 검･ 경 권한 조정 등 형사사법적 정의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한 모색을 

계속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이 보장되지 않았던 어두운 시대를 경험해 온 지난 역사 때문에 

더욱 절실하다고 하겠다. 과거사 청산, 적폐 청산, 사법부와 검찰, 경찰 등 법집행 기관의 근

본적 개혁, 그리고 오랫동안 무시되어 왔던 여성의 권리를 본격적으로 재조명하게 하는 미투 

운동, 나아가 권력 중심이 아니라 시민과 피해자 중심의 시각에서 형사사법적 정의를 재조명

하려는 노력도 크게 보면 같은 맥락이라고 하겠다. 

한국에서의 형사적 정의는 사실 한국전쟁과 냉전, 국가보안법과 북한의 존재, 나아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주변 각국과의 관계와 정세에 의해서 계속 왜곡되어 왔으며, 여전히 

한반도와 주변지역의 평화 실현 및 통일의 성취로 나아가기까지 넘어야 할 고비가 많다. 

특히 국가안보나 북한의 문제가 연계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도전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아직도 강력한 검찰과 사법부의 권력과 권위 속에서 형사 범죄자의 인권을 위한 적

정절차의 보장, 정치적 풍향을 타지 않는 형사절차의 진행, 나아가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배

려 등의 면에서 더 개선되어야 할 영역이 많다고 하겠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한국 형사정책의 역할

세계화되어 가고 있는 오늘날의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의 위상을 생각해 보면, 국내에서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인권의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속에서 

한국이 해야 할 일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때가 되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기초가 되는 로마규정은 반인도범죄, 전쟁범죄, 제노사이드, 평화를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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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는 죄 등을 국제범죄로 규정하고 일국의 주권을 넘어서 보편적 처벌이 가능한 범죄로 만

들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국제 형사 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을 비준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담아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법률도 제정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 정부와 사법부 및 법률기관이 한국 내부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는 이러한 국제범죄와 싸우기 위한 노력은 매우 제한적이다. 국제형사사법공조는 우리

의 범죄인을 국내로 송환하기 위한 제한적 장치로 해석되고 있다. 한국이 가령 스리랑카나 아

프가니스탄, 미얀마, 나아가 아프리카의 사법적 정의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시기

상조인가? 유엔 의무분담금 납부액에서 한국이 세계 12위인 현실을 생각할 때 국제적 인권의 

실현과, 국제범죄의 예방 조치, 국제적 평화를 위한 노력은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 정부는 2015년 유엔국제조직범죄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에 우리가 가입하고 그 이행을 위해서 인신매매 등을 포함한 형

법 개정을 하는 등 일정 정도 세계화 속에서의 한국의 역할을 받아 들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

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까지나 한국의 국내적 시야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국제적 차원에서 형사사법적 정의를 실현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며, 인권이 꽃피

게 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국제 폭력 범죄와 형사 공

조, 범죄인 인도, 범죄 예방 퇴치를 위한 협력 등을 좁은 국내적 시각에서만 보아서는 안된다. 

한국의 형사사법적 정의를 세계화된 사회 속에서 돌아보는 국제적 시각이 필요하다. 

얼마전 제네바에서 북한 국가정례인권보고(UPR)를 참관하러 오신 형사정책연구원의 김한

균 박사와 만나서 비핵화와 남북 북미 평화 협상이 전면에 부상되어 있는 조건에서 북한 인

권을 제기하는 것이 갖는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누었다. 사실 북한의 인권문

제 제기하는 것이 북한을 상대로 하는 추상적 정치슬로건을 제기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에 의견을 같이 했다. 현재 북한인권기록 보존소에서는 여러 차원에서 북한에서의 인권침

해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있다. 이를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실제적 형사사법적 개혁을 

추동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북한 지도부에 대한 정치적 공격과 북한 체제 

비판 못지 않게 북한 국경에 있는 한 집결소나 교화소, 또는 관리소에서 모월 모일 모시에 진

행된 성폭력의 특정 가해자의 처벌과, 그 사건의 조직적 은폐 등 구체적 범죄 행위를 제기하

고 그러한 내용을 제기하는 것이 더욱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  그러한 하나하나의 인권 유

린이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로 반인도적 범죄이다. 실제적 인권 개선을 위

한 창조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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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번에 북한은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에 10명의 정부 대표단이 참석하였고 63개 

권고 항목을 거부했지만 199개 항목에 대해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강제실종 실

무그룹에 북한이 보내 오는 답변은 아직도 대체로 적대적 세력들의 정확하지 않은 정보에 기

반하여 인권이라는 이름 하에 정치적 목적에 따른 공격에 불과해서 답변을 거부한다는 것이

다. 하지만 북한의 현재 형사사법체계에서 평양공민법의 운용 방식이나 관리소 시스템 등을 

보면 강제실종의 문제는 제도화 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며 북한도 결

국 그러한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을 것으로 믿고 있다. 북한에서의 형사사법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은 결코 미룰 수 없는 현실적 과제라고 생각한다. 

유엔을 통한 세계적 활동에서, 또 가까이는 아시아 지역에서도 한국은 더 많은 역할을 해

야 한다. 한국 내부의 문제만 보지 말고 한국을 넘어선 형사 정의의 실현에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 나는 아시아에도 인권재판소가 설립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고, 아시아인권헌장과 

인권규약의 내용을 정리하는 일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아시아는 세계 속에서 진정 아시

아가 아시아 답게 내세울 수 있는 영역과 정체성을 찾아 내고, 세계를 위한 기여를 할 수 있

어야 하며, 한국은 그 속에서 나름대로 지도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  

형사사법적 정의와 형벌의 적정 수위

이제 최근 국내에서 진행되는 상황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한 가지 덧붙이고 발표를 마치

고자 한다. 사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추상적 가치가 아니고 형사적 절차 속에서 관철되어야 

할 가치이다. 그러한 점에서 형사사법적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강력한 검찰권

의 행사, 모든 사회 문제의 형사문제화, 그리고 구속과 징역형 등 직접적 인신구속과 형사처

벌의 남용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형사범죄화의 과잉은 필연적으로 개인적 자유의 침해로 

귀결되고 궁극적으로 국가에 의한 인간의 본질적 존재에 대한 규제로 나아간다. 

오늘날 한국의 형사사법적 정의의 실현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권의 보장의 관점에서 보

면 구속과 징역형이 지나치게 남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을 갖게 된다. 여러분들은 

감옥에 가 보신적이 있는가? 교도소의 담장은 4.5m이어서 하늘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바깥세

계와 인간을 차단한다. 그리고 조그만 방에 당신을 밀어 넣고 당신의 등 뒤에서 철문이 쾅 하

고 닫히고, 거기에도 자물쇠를 위와 아래에 각각 하나씩 채우고, 빌딩의 현관문마다 자물쇠, 

통로 마다 자물쇠, 끝도 없이 문과 자물쇠로 봉쇄된 곳에 밀어 지는 상황을 상상해 보라. 법정

에서 “이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달라”라는 검사의 구형을 경험해 본 나로서는 교

도소와 형벌 사용을 남발하는 법률 시스템의 위험에 경종을 울리지 않을 수 없다. 교도소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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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생각해 보기를 제안한다. 사형제가 인간을 근원적으

로 부정하고, 법과 도덕, 인간의 존엄의 승리를 원천적으로 포기하는 장치인 것처럼,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자유를 박탈하는 것도 인간의 존엄에 대한 최악의 한계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꼭 필요할 때 형벌을 사용하고, 꼭 필요할 때 구속영장을 청구, 발부하고, 꼭 필요할 때 징역

을 살리는 것은 필요 불가결한 일이지만, 구속과 실형의 이면에서 사회의 건강성을 강화하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조차 사회로 제대로 복귀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그 휘하에 경찰청과 지방경찰청, 일정하게는 국정원, 

보안사, 심지어는 군수사기관까지 포함 범죄의 수사와 기소의 전면적인 개입을 하는 엄청난 권

력을 가진 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보기 어렵다. 과거 구 소련이나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그런 

사례가 있었지만, 한국 현대사 속에서 검찰의 잣대가 공정하지 못하고 정치적 풍향과 조직의 

이해가 형사사법적 정의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던 과거를 이제 넘어서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제대로 된 형사사법적 정의의 실현을 위해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경 권한 분리 조정을 포함한 

법원과 검찰의 개혁은 미룰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에 국민적 지혜가 필

요하며, 해당 기관의 이해관계에 휘둘리기 보다는 균형잡힌 시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 인

간의 존엄을 보장하는 새로운 법적 질서를 창출하기 위한 과정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결론

사실 한국은 이제 세계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헌법주의와 법의 지배 인권과 형사법적 정

의가 강하게 성숙해 나가고 있는 나라이다. 한국 사회의 사법개혁, 검찰개혁은 절망적 상황에 

대한 절망적 몸부림을 계속하고 있는 많은 나라에 비하면 매우 다행스러운 지점에 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그리고 헌법을 통하여 표출된 민

중의 보다 넓고 깊은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현실에 안주하려는 이기심을 넘어

서지 않고는 진전되지 않는 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의 불의로 부터 눈을 

돌리고 변화를 거부하는 것을 용인해서는 안된다. 

이상의 관점에서 나의 입장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 같다. “인간이 

중심이 된 형사사법적 정의를 지향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형벌적 규제와 최대한의 자유를 보

장하는 속에서, 범죄로 부터 인간과 사회를 보호하며 적정절차를 드높이는 형사사법적 정의

를 실현하고, 나아가 평화와 통일에 봉사하며, 국제 사회의 평화와 정의 실현에 기여하는 형

사사법적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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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Criminal Justice in a Globalizing World

Baik, Tae-Ung
Professor, William S. Richardson School of Law; Director, Center for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Member & Vice-Chair, 
UN Working Group on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s

Introduction

I am grateful for the invitation as a keynote speaker at the 30th anniversary conference in 

celebr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the Institute. Thank you, President Han, In Sup and other 

member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I am honored to join this important event 

with my respectful colleagues, with whom I had the pleasure to collaborate with on some 

research topics in the past.

As a law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Hawaii Law School, I teach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comparative law, international criminal law, and Korean law. I am also a member 

and vice chairman of the Working Group on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s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 I am very pleased to be here because one of the areas of my 

academic research is the comparative criminal law and procedure having the opportunity to 

learn by participating in the events of the Institute. In particular, the dignity, value and 

criminal justice of humanity, which is the subject of today's conference, is a topic that I am 

struggling with every day in the terrible human rights abuses in the world, where human 

rights are denied and human oppression is fierce.

UN Working Group on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s (WGEID)

During the last week of May 13 to 23, the 118th session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 

WGEID was held in Geneva. The regular sessional meeting of the WGEID covers cases of 

enforced disappearances, including new petitions and existing cases, and discusses with 

various government representatives, civil society representatives, and the victims, ways to 

resolving the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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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GEID is one of the special procedures of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which receives a petition for enforced disappearance within the United Nations and 

requests its member states to investigate the fates and whereabouts of the disappeared person. 

It publishes a general allegation, news release, other letters, etc., and to submit the results of 

thematic studies to the UN Human Rights Council and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At present, the UN Human Rights Council has about 57 special procedures, including 14 

country-specific mandates and 43 thematic mandates with 80 independent experts. The 

WGEID was established in 1980, the oldest procedure in the UN Special Procedures, and is 

comprised of five members appointed from each of the five regions of the world being 

supported by Geneva-based secretariat staffs.

This 118th Session in Geneva covered 420 events during the 10-day period, coordinated 

upcoming visits to Mali and Central Asia, and discussed the report from the last visit to 

Ukraine. It also discussed enforced disappearances committed by non-state actors, one of the 

challenging issues in the United Nations. It also reviewed the thematic studies report on the 

obligation of the States to investigate the cases of enforced disappearance, met with 

government delegations, civil society delegations, and victims' families.

I sometimes hear that people are envious of me for my engagement with the work in the 

United Nations. It is true that this is a very important and meaningful work to do, but I should 

confess that it is also a difficult process. I was originally persuaded by my colleagues at the 

United Nations that I only need to attend a couple of regular sessions a year and do a little 

intersessional work. But as I became a member of the committee, dozens of emails came 

every morning from Geneva, and I came to understand that it is a process that required a lot of 

work and energy. To hear cases, to visit to the countries, and to discuss complicated legal 

matter take a lot of work. I have to confess that the psychological burden is never light, as we 

are trying to find a way to manufacture hope and restoration of humanity, with the victims of 

despair who daily go through violence and violations that undermine human dignity.

In addition to dealing with cases of forced disappearances during the regular session, the 

Working Group also conducts country visits. In Ukraine's visit last June, not only the 

disappearances committed in the Kiev government controlled area, but also  the situatio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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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reas of the Crimea controlled by Russia and the so-called Donetsk People's Republic and 

the Luhansk People's Republic were considered. We interviewed the rebel leaders, civilian 

group, Red Cross, the victim's family, and those who survived the disappearance. The details 

will be reported to the UN Human Rights Council in September. In November 2015, we 

visited the Sri Lanka. Sri Lanka released 21 Tamil Tiger political prisoners during our visit, 

and promised to ratify the Convention on the Enforced Disappearances, and to establish the 

Office of Missing Persons, which were fulfilled. We also visited Morocco (2016), Belgium 

(2018), and Sarajevo in the Republic of Bosnia and Herzegovina in February 2019 as part of 

regional sessions. Although the power of the United Nations is very constrained and weak, it 

in one way another gives hope to some people where all other hopes are blocked.

During this session, we met a number of groups from Pakistan, including representatives 

of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We heard the direct testimony of the missing 

family members, received a special report from the United Nations Office in Pakistan 

discussing in depth the human rights issues within Pakistan. As can be easily imagined, 

government representatives and civilian delegations communicate the extreme oppositional 

information to us, and we need to try very hard to take correct stances.

A testimony of one of the family members of missing persons, who came to meet with us 

again to  report the details of the repression of the Pakistani authorities against civic groups 

and families was stunning. It is not  news that human rights defenders  are subject to various 

reprisals, but this story was shocking because somebody invaded her family's house and took 

away documents shortly after she filed a petition for the disappearance at a meeting with the 

United Nations. After the formal receipt of the UN documents, the intelligence agencies and 

the governmental agency continued to keep in constant contact with each other. The 

intelligence agencies and police, who did nothing during the last four years after the 

registration of disappearance with the authority, continue to contact to collect information 

mentioning the United Nations. It was also reported that the agents continue to request the 

families to withdraw their petition to the United Nations, which they are refusing. She was 

believing that the only hope for resolving the case was through the United Nations. Their 

intelligence and police try to put pressure on the family members to force them to say that 

the perpetrators are not the Inter Services intelligence (ISI) or a Military Intelligence (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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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an army. 

Some testimonies make our bones become blurred. It is  so frustrating to learn that a key 

member of the judiciary has said that "everything is acceptable in matters of love and war."

These things are not going to happen any more in Korea: However, can we disregard the 

situation in the country as something that has nothing to do with us? It should not be forgotten 

that more than 55,000 enforced disappearances in more than 90 countries have been reported 

to the United Nations, of which 45,000 are still pending. We must think that our dark past is 

not vanished but is still contained in it. The issue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which has 

not yet been fully revealed is also hidden in it. We cannot avoid working on those common 

tasks if we want to see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world with guaranteed human rights.

Human dignity and values, the pursuit of happiness, and human rights

We now talk freely about criminal justice in relation to the human dignity and values and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under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in Korea. It is truly 

miraculous to live in the age of talking about human rights, dignity and non-derogable human 

rights under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the entire UN human rights 

treaties without worrying anything.

Among us, we have some people who have experienced prison life in the past for their 

democracy activism; some who have passed the judicial examination, but had to wait more 

than decades to receive the Certificate of Bar Exam Passing; and many people who have held 

candle lights for democracy in Gwanghwamun two years ago. In fact, it took a long time for 

us to proclaim that we now have human rights, human dignity, and judicial justice that are 

indeed guaranteed. Everything still seems to be brand-new.

In a criminal law class, we discuss theoretical concepts such as whether a human being is 

in nature good or bad, whether the purpose of punishment is for restitution, individual 

deterrence or general deterrence, reformation, or restraints, etc. Looking back on our past, 

there was a time when laws and punishments were not the means to protect the rights of 

citizens, but the ruling forces were tools and regulators that suppressed and regulate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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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and when legitimate acts were punished with punishment. The criminal justice that we 

have experienced are closely related to the basic concept of our legal system.

It is meaningful to point out that there is a fundamental difference between the common 

law system and the civil law system. In common law countries, unlike civil law countries, the 

principle of precedent (stare decisis) plays a central role in the formation and operation of the 

law. There is also a fundamental difference in the way how the roles of law and the state 

agencies are viewed under the legal system. The common law system consults the preexisting  

statutory legislation and case law, but, even if there is no explicit law to apply to a specific 

case, the court provide a fair forum in which a judge playing its impartial umpire role so that 

the prosecutor and the defendant as stakeholders with equal rights contest against each other,  

and eventually the court through a decision by jury create a new law. The civil law system on 

the other hand assumes that the law already exists, and the judge and the prosecutor are 

perceived to be agents to realizes and assures the substantive justice.

In the same vein, in common law system, they emphasize the direct role of the parties 

rather than to presume the existence of the law in advance, and, when they enter into a 

contract they write hundreds of pages to specify each of the details to avoid any disputes. 

However, unlike the common law countries, the civil law system, they end up with a short 

contract expecting that various devices such as registry systems, judicial regulations, and law 

on the terms and conditions will fill the gap.

Unlike in a common law system, where the prosecutors and defendants have to contend 

with each other in court on an equal footing to ensure due process, in civil law countries, not 

only prosecutors but also attorneys should be responsible in achieving substantive truths and 

realizing substantive justice. In this regard, the two systems have a fundamentally different 

approach to the way of realizing justice, and a prosecutor sometimes are obligated to request 

a not-guilty decision and acquittal of the defendant. Among the civil law countries, the 

extreme law of the Japanese militarism, the government system of the governor's office, and 

the law positivism of Germany have received a great deal of influence from us, as evil law 

has been accepted as the law system of extreme law positivism and inquisitorial procedure of 

state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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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the authoritarian or military dictatorship, the law and the law institution itself 

cannot play a role of rights protection institution, so the criminal legal justice based on the 

human dignity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cannot be realized and the law itself has 

become a subject of fear and enlightenment Respectively.

In the past, the realization of human dignity through criminal justice and law was a 

process of struggle. Under the system of national institutions and law enforcement agencies 

not to protect human dignity but to infringe, Korean modern history was also a history of 

noble resistance to democracy and a process of construction to lay the foundations for new 

legal justice. It is a dream that restoration of democracy and efforts to achieve rule of law 

have succeeded to some extent now.

The reason why the Korean society is trying to correct the wrongs of the past and to 

pursue the reform of judiciary and prosecution by the establishment of Gongsucheo (an 

investigative body to look into corruption cases involving senior government officials) and by 

Geom-Gyeong Susagwon Jojeong (the rearrangement of the investigative powers of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 is  because the country has experienced a dark age of human 

atrocity and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same vein they are pursuing transitional justice 

and removal of deep-rooted corruption, the fundamental reform of the law enforcement 

agencies such as the judiciary,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 the Me-too movement that 

reexamine the situation of women’s rights, and citizen and victim centered perspectives not 

purely relying on the centrality of the power. 

The criminal justice in Korea has been gravely distorted by the circumstances of the 

Korean War and the Cold War, the existence of North Korea, and by the agenda of the 

neighboring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China, Japan and Russia. There are still many 

hurdles to overcome in the process of building a peace regime and eventually achieving the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When it comes to the problems of national security and North 

Korea, human dignity and human values often face challenges. Under the powerful 

prosecution and judicial authorities, there are still many areas to improve to provide full 

guarantee of due process and human rights protection of criminal offenders, impartial and 

independent criminal proceedings, and the careful consideration of vict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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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Criminal Justice System in the Globalizing Community

Considering Korea's status in today's international community that is rapidly globalizing, 

it is time to assert that we should not only endeavor to guarantee human dignity, values and 

human rights at home, but seriously consider what South Korea should do in the world 

abroad.

The Rome Statute, which established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provides 

definitions of the international crimes, such as crimes against humanity, war crimes, genocide, 

and crimes of aggression as crimes capable of universal jurisdiction punishable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In addition, Korea ratified the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nd has enacted a law on the punishment of crime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However, the efforts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judicial institutions to combat the 

international crimes around the world are very limited.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Cooperation is interpreted as a limited device for retrieving domestic criminals. Is it not 

possible for Korea to make efforts to support the rule of law and justice system of Sri Lanka, 

Afghanistan, Myanmar, and even an Africa country, for example? Korea is the world's twelfth 

largest budget sharing state in terms of its monetary contribution to the United Nations, and 

we can expect that it should take more active role in the activities for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and international peace.

South Korea joined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UN TOC) in 2015 with the revision of its criminal law, and is taking active role to 

some extent to fight against international crimes. However, Korea is still more focused on the 

domestic viewpoint, and not much has been done to promote criminal justice at the 

international level. From the viewpoints of human dignity and values in a globalizing society, 

more things can be done to fight against international violence crime, criminal cooperation, 

extradition, and cooperation for crime prevention. 

I had the pleasure to meet with Dr. Kim, Han-kyun of th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in Geneva, who was then monitoring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on North Korea at the 

UN. We discussed the increasing difficulties of raising the human rights issues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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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ainst the backdrop of the denuclearization campaign and peace negotiations through the 

North- South Korean Summits, and the North- US Summits, and agreed that we should be 

creative in terms of raising the issue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nd that it doesn’t have 

to be raised as an abstract political slogan against North Korea. At present, the Office for 

Record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Violations collects a lot of information at various 

levels, and the collected information may be used to improve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For example, the requests for the punishments of specific perpetrators of sexual 

violence committed in detention centers (Jibgyulso), Reeducation Centers (Kyohwaso), and 

Administrative Camps (Kwanriso) along with the persons involved in the systemic 

concealment of the incidents could be a point of advocacy. We believe that creative efforts are 

needed for practical human rights improvement.

North Korea sent to this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in May 2019 around 10 

member governmental delegation. They refused 63 recommendations but stated that they 

would consider 199 items. They cannot deny the whole concept of human rights anymore. 

The answers that North Korea sends to the WGEID are still largely a categorical rejection 

under the rationale that they are based on inaccurate information from hostile forces. 

However, since it is undeniable that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n North Korea needs reform 

and transformation to be free from the allegation of enforced disappearances, the will 

eventually find a way to change the system..

South Korea should play a greater role to promote human rights and enhanced criminal 

justice through the United Nations and regional initiatives in Asia. I aspire that a regional 

human rights court should be established in Asia in the near future. I have a strong interest in 

developing the contents of the Asian Human Rights Covenant or a regional human rights 

convention. Asia must find its own identity as a region, and a way to contribute to the world. 

South Korea should try to play a leading role in the process.

Criminal justice and the abuse of criminal punishments

I am going to finish this presentation by adding one more thought on the extensive use of 

criminal punishments in fighting against corruption in Korea. Human dignity and values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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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abstract concepts, and they should be deeply embedded  in the criminal law and 

procedure. In the process of realizing criminal justice, it is absolutely important to avoid any 

unnecessary use of police power and prosecutorial function. Excessive criminalization of 

social problems, and the abusive use of prisons and criminal punishments may be harmful in 

achieving criminal justice. The excessive criminalization inevitably results in the infringement 

of fundamental freedom, and it may lead to the unnecessary restriction of essential individual 

freedom by the state.

I am concerned that detention and imprisonments are commonly used in current Korean 

criminal justice process, which may undermine the protection of human dignity and values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nd the need to guarantee of human rights. Have you ever 

experienced the sensation of being put into a jail cell? The fence of the prison is more than 

4.5m high, which completely blocks the outside world from you. No human beings are seen in 

your sight. When you are pushed into a small cell, behind your back, the metal door bangs, 

and two padlocks will be locked up one by one on the door. The same goes with the padlocks 

on the front gate of the building and locks on the passages.  Having experienced the death 

sentence request by a prosecutor, who demanded the court “to isolate this person [me] from 

society forever”, I would like to emphasize the dangers of proliferation of the use of the jails 

and the abuse of punishments. Please think also about what is going on in prison. Just as the 

death penalty is a device that basically denies humanism under the name of the protection of a 

society, abusive use of imprisonments may ruin the rule of law, morality, and human dignity. 

The wrongful use of depravation of freedom person’s liberty may easily lead to undermining 

of human dignity. Of course, we may not refuse to charge, issue arrest warrants, and apply 

punishment when it is absolutely necessary. However, a healthy society may rely on a 

mechanism of returning a prisoner to society as early as possible. 

In Korea, the prosecution has the power to oversee both criminal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Its power is tremendous because it engages in activities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the Local Police Agency, and even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The 

prosecution offices have been criticized for its failure in maintaining independence and 

fairness. The movements to establish an investigative body to look into corruption cases 

involving senior government officials the rearrangement of the investigative powers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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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secution and the police seems to be inevitable and should not be postponed. We cannot 

rely on the sectarian occupational interests in the process. It should be a process of creating a 

new legal order that guarantees the freedom and rights of the people and human dignity in a 

balanced manner.

Conclusion

In fact, Korea now boasts a stronger and more matured constitutionalism, the rule of law, 

human rights, and criminal justice system compared to many other countries in the world. It is 

true that the fact that Korea discusses judicial reform and the reform of prosecutorial system 

indicates its strength rather than weakness against the backdrop of the desperate struggle in 

many countries. However, we know that the dignity and values of human beings and the 

demands of the broader and deeper democracy of the people expressed in the Constitution 

will not obtained without constant efforts to go beyond the selfishness of preexisting power 

sectors. We should not tolerate any attempts to prolong injustice rejecting changes.

In conclusion, my position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We shout aim at 

human-centered criminal justice, realizing the criminal justice that protects people and society 

from crime and improves the proper procedure, while guaranteeing the minimum necessary 

punitive regulation and maximum freedom. We must do our best to serve the peace and 

reunification and realize the criminal justice that contributes to the peace and justic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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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사법을 가르치고 있다. 형법의 근간이 되는 

원칙들과 개별 구성요건의 해석에 관심이 많으며, 학제적 연구에도 흥미를 갖고 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로봇의 사고에 대한 형사책임>, <자유의지와 형벌의 정당성>, 

<사회계약론과 근대형법>, <인간의 존엄과 책임원칙> 등의 주제로 관심영역을 넓

혀가고 있다. 저서로는 <현대 형법학 제1권> (2011)과 <현대 형법학 제2권> (2015) 

등이 있으며, 공저로는 <법과 진화론> (2016)과 <법학에서 위험한 생각들> (2018) 

및 <형법입문> (2018) 등이 있다. 형사법학회 편집위원과, 형사소송법학회 및 법철

학회의 연구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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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존엄과 책임원칙

- 자유의지와 관련해 과학기술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가? -

안 성 조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Ⅰ. 도덕과 과학의 무게: 형법의 중립성? 

근대이후 (형)법은 도덕으로부터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이 확립되었다. 홉스와 로크, 

루소와 칸트, 그리고 롤즈에 이르기까지 근현대 사회계약 사상과 정의론의 역사는 그러한 중

립성의 미덕을 강조한다. 그런데 여기서 지칭하는 도덕은 특정 종교나 도덕의 이상을 권장하

는 ‘특수한 도덕’을 뜻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카스트 계급을 유지하거나 동성애를 

처벌하거나 진화론 교육을 금지하도록 국가가 공형벌로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인 것이다. 하

지만 형법이 ‘보편적 도덕’에 기초해 있음은 또한 명백하다. 부도덕한 형법은 정의롭지 못한 

법이라 말할 수 있고, 따라서 보편도덕은 분명 형법의 단단한 토대를 이루며, 이는 궁극적으

로는 인간존엄의 기초가 된다.1) 

그러면 과학은 어떠한가? 우리는 흔히 과학지식은 보편적인 것으로 여긴다. 그렇다면 과학

도 형법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까? 일견 경험적 학문이 과학이 규범학인 형법학에 영향을 주

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제한적으로나마 과학지식은 형법에 영향을 끼쳐왔다. 구파(고전학파)와 

신파(실증주의 학파)의 학설대립으로 점철돼 온 형법학의 역사는 이를 단적으로 잘 보여준다. 

특히 행위자의 주관적 측면을 다루는 책임(능력)과 관련해서는 과학적 지식이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기여를 해오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다면 도덕과 마찬가

지로 “비과학적 형법은 정의롭지 못한 법”이라 말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해 국내에서도 ‘정의(justice)’ 열풍을 일으킨 바 있는 정치철학자 마이클 샌델은 

그의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임마누엘 칸트를 원용하며 매우 주목할 만한 견해를 피력

한 바 있다. “과학은 자연을 연구하고 경험세계를 탐구할 수 있지만, 도덕질문에 답을 하거나 

자유의지의 존재를 증명할 수는 없다. 도덕과 자유는 경험적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썼다. 덧붙여 그는 “과학으로 도덕과 자유의 존재를 증명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전제하지 않

1) “인권의 침해는 가치관의 침해가 아니다(Menschenrechtsverletzung ist nicht Wertverletzung)”란 명제가 이를 잘
드러내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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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우리의 도덕적 삶을 이해할 수는 없다.”고도 말한다.

과연 그의 견해가 칸트의 입장과 얼마나 일치하는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여기서는 이를 

칸트-샌델 명제라고 칭하기로 하자. 아마도 상당수 법률전문가와 윤리학자, 철학자들은 이 명

제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호의와 공감을 표할 것이다.2) 저명한 법철학자

인 로널드 드워킨은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책임에 대해 다양한 방법과 형태로 언급했지만 책임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철학자들 사이에 인기있는 견해는 백안시했다. 이 논쟁은 아마도 교과서 밖으로 나가 

대중의 독서와 상상에 진입한 주제 중 가장 인기가 높을 것이다. 규정론과 부수현상주의는 모두 

사실일 수 있다. 내게는 이 이론들을 과학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없다. 규정론이 이치에 맞고 참

임을 우리가 발견했다고 하자. 즉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모두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선행사건, 

힘 또는 상황에 의해 필연적으로 되어버렸다. 이 발견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을 바꾸지는 못할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첫 충격 이후에도 우리는 이전에 살던 식으로 살게 될 것이다. 내 

생각으로 능력의 원리가 우리의 다른 윤리적 철학적 견해에 더 잘 부합한다. 인과적 원리가 왜 

윤리의 일부부분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선 어떤 이유도 찾거나 만들어 낼 수 없다.”3)

사실 위 명제는 명백히 옳은 측면이 있다. 예컨대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인 ‘인간의 

존엄성’이나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자유롭다”는 도덕적 명제는 결코 과학이 증명해 주는 것

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보편적 인권에 기초해 우리의 삶에 전제되는 도덕적 사실(moral 

fact)이지 결코 경험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야 할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만일 

“인간은 자유롭기 때문에, 즉 타행위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행동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는 논리에 기초해 법이 우리에게 자유에 따른 책임과 형벌을 요구한다면 이것도 역시 위와 

같은 도덕적 사실로 간주할 수 있을까? 칸트-샌델 명제는 바로 그렇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도덕원리상 당위는 가능을 함축하므로4) 책임형벌은 타행위가능성을 요구한다고 여겨진다. 하

지만 이것은 어디까지 도덕체계 내재적으로 논리적 일관성과 정합성을 위해 요구되는 필요조

건에 불과하므로, 도덕체계의 외적 관점에서는 이에 대해서는 누구나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수 있다.5) 왜냐하면 만일 인간에게 실제로 자유의지가 없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묻는 것은 부

2) 한 선행연구의 분류에 의하면 과학과 법의 영역이 과학영역으로 통합될 것이라고 보는 견해는 소수에 불과하지만,
두 영역은 별개의 영역으로 병존할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다수라고 한다. 朴注勇･高旼照, “자유의지에 대한 Libet의
연구와 후속연구들–신경과학적 발견이 형법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법학 제52권 제3호, 2010,
502-503면. 본고는 도덕적 관점에서 과학과 법의 조화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3) 로널드 드워킨/박경신 역, 정의론(민음사, 2015), 354-368면 참조.
4) 이 점에 대해서는 제프리 토마스/강준호 역, 윤리학 입문(철학과 현실사, 2005), 64면 이하 참조.
5) 드워킨은 이러한 관점을 “우리의 일상에 후퇴하여 상황을 전지적 관점에서 [보는 것]”으로 이해하는 듯하다. 그는 “이
관점에서 우리의 정신생활은 자연세계의 맥락 안에 있다”고 말한다. 로널드 드워킨/박경신 역, 앞의 책, 367-3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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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인간은 자유롭다”는 명제는 “인간은 자유롭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명제와 구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인간이 자유롭다”는 정치철학적 명제는 도덕

적으로 정당하지만, 이로부터 책임형벌의 근거로서의 자유의지가 논리필연적으로 도출되지는 

않는다. 그것은 별도의 증명을 요구한다.6) 생각해 보라. 누구나 평등하게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말은 누구나 단순히 말하면 국가나 타인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할 수 있다”는 뜻이지만, “자신이 원하는 바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곧 “인간에게 자유

로운 선택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논리필연적으로 함축하지 않는다. 자연계의 동물도 자신이 

원하는 바를 찾아다니지만, 우리는 그들을 자유롭다고 여기지 않는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실로 인간에게 자연의 경향성이나 감각적 충동, 그리고 환경으로부터 독립적인 순수한 이성

적 활동을 통해 자유로운 실천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자유의지’란 능력이 있는지 여부인 것

이다. 즉, 단지 결정한 것을 간섭받지 않고 수행할 수 있는지 보다는 진정 스스로 가치있는 것

을 결정할 능력이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다.7) 만일 그렇지 않다면, 비록 이념적으로는 자유

가 보장되어 있고, 인간을 이성적이며 자율적인 존재로 간주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삶의 형

식은 동물과 다르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행동의 결과에 대한 법적, 도덕적 책임을 묻기도 어

렵게 될 것이다. 그런데 칸트-샌델 명제는 이러한 점을 간과한 채 자유의지의 증명, 혹은 과학

적 기반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유발 하라리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자유주의자들이 개인의 자유에 높은 가치를 두는 것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졌다고 믿기 때문

이다.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은 윤리적 판단이 아니다. 그것은 세계에 대한 사실적 기

술이다. 자유의지와 현대과학 사이의 모순은, 많은 사람들이 현미경과 기능자기공명 영상을 볼 

때 못 본 척하고 싶어하는 ‘불편한 진실(elephant in the room)’이다.”8)

보편도덕은 과학에 기초하지 않고도 인간의 존엄 및 인간의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념으로

부터 다양한 권리를 만들어낼 수 있었지만, 책임의 문제에 봉착해서는 결국 과학적 해명을 필

요로 하게 된다. 물론 인류의 오랜 경험과 믿음에 비추어 일상적 삶에 전제되는 자유와 책임

의 실천적 관행은 칸트도 논급한 바 있듯이 ‘도덕적 사실(moral fact)’로 볼 수도 있겠으나, 바

야흐로 인류는 과학적 문제제기에 직면해 해답을 제시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고 말할 수 있다.

6) 칸트도 그러한 증명을 시도한 바 있다.
7) 자율과 자유의 개념을 구별하여 스스로 가치있는 것을 결정할 능력을 ‘자율(autonomy)’로, 결정된 것을 실제로 수행하
는 것을 ‘자유(liberty)’로 규정하는 견해로 James Griffin, On Human Rights (Oxford Univ. Press, 2008), at 150-152.

8) 유발 하라리/김명주 역, 호모 데우스(김영사, 2017), 386-387면. ‘실험실의 코끼리(elephant in the room)’로 번역된
부분을 원문을 참조해 ‘불편한 진실’로 의역했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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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샌델은 공리주의와 자유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두 사상이 

놓치고 있는 도덕적 관점을 인상적이고 훌륭하게 논증해 보여주고 있으나, 자유(의지)의 문제

에 있어서는 중요한 진실을 간과하고 있거나 애써 무시하고 있는 듯 보인다. 과학에 기초하

고, 그에 일치하는 도덕판단과, 과학과 무관하거나 그에 배치되는 도덕판단이 있다면 어느 것

이 더 가치있는 것일까? 샌델이 그의 저서에서 보여준 일관된 입장에 의하면 분명 전자라고 

대답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자유와 책임을 단지 도덕적 사실이라고 단정짓는 논리가 인

간의 존엄성이라는 도덕적 열망을 고양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칸트

도 염원했듯이 가능하다면 실천이성의 판단과 이론이성의 판단이 화해하고 일치할 수 있는,9) 

그러한 도덕과 법을 구상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이 더욱 빛을 발하도록 해주는 보다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자유주의의 미덕은 특정한 삶의 방식이나 사고방식을 강요하지 않는다

는 점에 있다.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자라 할 수 있는 마이클 샌델도 이 점을 중요하게 여긴

다. 그런데 만일 누군가 책임원칙과 자유의지의 문제에 대해 칸트-샌델 명제의 타당성을 우리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주장하려고 시도한다면 여기에서 분명 어떤 도덕적 불편함이 존재함을 

느낄 수 있다. 어떤 면에서 이는 과학적 세계관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반영하고, 과학적 사

고방식을 중시하는 진영의 권리주장을 배척하는 것이며 따라서 자유주의의 중요한 가치인 다

원성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자유의지나 책임원칙이 과학적 결과를 기반으

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충분한 근거와 가치가 있는 주장으로서 많은 과학자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상당수 지지하는 입장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즉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

리가 자유의지의 도덕적 무게를 고려해야만 한다면, 그러한 도덕적 열망이 과학적으로 단단

한 기반을 갖고 있는가를 필히 물어야 하며, 이는 우리의 삶이 터잡고 있는 도덕체계의 진실

성을 묻는 것이고,10) 결국 이 물음은 하나의 도덕적 의무가 되고, 이를 회피하는 것은 부도덕

하다. 결국 “비과학적인 형법은 부도덕하며, 부정의한 법이다.” 자유주의에 기반한 민주적 공

동체의 구성원이라면 이와 같은 사고방식을 우리가 공정하게 포용하기 위해서는 과연 그들의 

주장의 요체가 무엇이고, 현재 어떤 정도로까지 관련 논의가 진척되어 왔는지 살펴보는 것은 

책임원칙의 기초를 다지고, 나아가 인간의 존엄에 대한 논의의 토대를 더욱 굳건히 다듬기 위

해서 필요한 작업이라고 믿는다.

9) 칸트에 의하면 우리는 실천이성의 관심과 사변이성의 관심을 상호 모순되지 않게 연결해보려고 해야만 하고 이는
곧 ‘실천적 의도에서 이론이성 사용을 확장하는 것’이 된다. 실천이성비판 V 120 참조.

10) 역설적이지만, 설령 과학적 세계관에 입각해 자유의지와 도덕이 그저 환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려는 자들도 그러한
관점을 설파하려는 이유가 진리의 가치에 대한 숭고한 도덕적 의무감에 기초해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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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자유의지에 대한 과학적 회의론과 인간강화 기술의 도전

1. 리벳의 실험: 신경과학적 결정론

오늘날 법학자와 윤리학자들에게 자유의지의 존재에 대해 의심을 품게 만든 가장 널리 인

용되는 연구로는 1983년에 실시된 벤저민 리벳의 실험이 있다. 세간에 잘 알려진 이 실험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뇌전도(EEG) 장치와 연결된 실험 참가자들에게 어떤 광점이 시계처럼 

움직이는 화면을 보여주면서 자기가 하고 싶을 때 손가락을 움직이고, 동시에 그러한 결정을 

내린 시점의 광점의 위치를 보고하도록 요청하였는데, 실험 결과 참가자들이 손가락을 움직

이기 약 1초 전에 그에 선행하는 뇌의 활동인 준비전위(편의상 RP1)가 감지되었고, 그 결정을 

내리게 된 시점을 보고한 시점은 실제 손가락 반응보다 200밀리초가 앞섰으며, 그 보고하는 

반응보다 350밀리초가 앞서 또 다른 준비전위(RP2)가 감지됐던 바, 결국 자신의 결정을 의식

하는 시점에 앞서 뇌의 준비전위가 먼저 나타난다는 결과가 제시되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상

당수 연구자들은 “우리가 언제 손가락을 움직일 것인가 하는 단순한 결정조차 자신이 통제불

가능한 무의식적 뇌의 활동이 우리를 대신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함으로써 자유의지를 부정

하는 주요한 실험으로 학계와 일반대중에게 깊이 인식되어 오고 있다.

2. 라플라스의 악마: 물리적 결정론

사실 리벳실험의 신빙성과 그 결과가 자유의지의 존재에 주는 함의에 대해서는 후술하겠

지만 이미 매우 포괄적인 비판과 반론이 잘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보다 더 자유

의지를 더욱 곤혹스럽게 만드는 물리적 결정론을 논급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형태의 결정론은 흥미롭게도 진화생물학자인 리처드 도킨스의 매우 짧지만 인상적

인 글에 잘 요약되어 있다. 그는 말한다. 

“도덕원칙으로서 응보(retribution)는 인간 행동에 관한 과학적 관점과 양립불가능하다. 과학자로

서, 우리는 인간의 뇌가 인간이 만든 컴퓨터만큼 동일한 방식으로는 아니겠지만, 확실히 물리법

칙의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을 믿는다. 우리는 컴퓨터가 오작동할 때 컴퓨터를 처벌하지는 않는

다.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우리는 문제점을 찾아내 손상된 부품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수리

한다. 우리는 왜 살인범이나 강간범과 같은 ‘결함 있는 사람(defective man)’에게는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는 왜 베이즐 폴티를 비웃듯이 범죄자를 처벌하는 법관

을 진정 비웃지 못하는 것일까? 살인자나 강간범은 결함 있는 부품이 있는 기계가 아닐까?”11) 

11) 그의 글은 엣지(Edge Foundation) 홈페이지의 2006년도 연례 질문(Annual Question)에 게재되어 있고, 여기에 실



Presentation 01 Session Ⅰ

인간 존엄과 가치의 형사사법적 실현  121

상기 도킨스의 주장은 오늘날 널리 공유되고 있는 과학적 회의론의 한 형태를 잘 보여준

다. 즉 우리의 의식적 결정과 행동은 뇌, 즉 신경프로세스의 산물에 해당하고,12) 모든 신경세

포의 발화의 원인은 궁극적으로는 물리적 원인으로 환원될 수 있는바, 모든 물리적 사건은 물

리적 원인에서 비롯되므로 인간은 결국 물리법칙의 지배를 받는 결정론적 존재라는 것이다. 

영국의 철학자 줄리언 바지니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신경세포 발화의 유일한 

원인은 물리적 원인이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사람들은 자유의지에 대해 걱정하게 된다. 우

리가 걱정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원인이 욕망, 믿음, 생각이 아니라 원자

의 충돌이라는 사소한 물리적 과정이라는 점이다.”13) 요컨대, 자유의지에 대한 과학적 회의주

의의 뿌리는 인간의 의식과 행동이 궁극적으로는 물리적으로 결정되어 있다는 물리적 결정론

에 있다는 것이다.

3.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 인간강화(human enhancement) 기술의 딜레마

오늘날 자유의지의 존부문제 외에 ‘과학과 윤리의 대립’이라는 논쟁의 구도가 두드러지는 

또 하나의 대표적 영역은 바로 생명공학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실제 적용여부를 둘러싼 첨예

한 논쟁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소위 자유주의적 우생학에 대한 대표적 비판

론자인 위르겐 하버마스는 다음과 같이 포문을 연다.

“우리는 인간의 게놈까지 조작할 수 있는 범주적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규범적으로 규제가 필요

한 자유의 증가로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어떤 자기제한도 필요없는 취향에 따르는 변화를 

위한 인간적 힘의 강화로서 받아들일 것인가? 우리는 이제 두 개의 서로 다른 염기서열의 예측

불가능한 결합으로 귀결되었던 우연적 생식과정의 조작불가능성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된 것

이다. 그러나 이 불투명한 우연성은, 그것이 지배되는 순간, 우리의 ‘자신으로 있을 수 있음’을 

위한 필연적 전제이자 우리의 상호인격적 관계를 위한 근본적으로 평등한 [자연적] 본성으로 나

타나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자식의 바람직한 유전적 소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생산물로 여기고 그 생산물을 위해 자신의 선호에 따라 적절한 디자인을 기획하게 되

는 순간, 그는 자신에 의해 유전적으로 조작된 결과물에 대해 일종의 지배를 행사하게 되기 때

린 110여명 저자들의 글을 편집, 번역해 국내에 단행본으로 출간된 책 ‘존 브록만 편집/이영기 역, 위험한 생각들
(갤리온, 2007)’에도 수록돼 있다. 도킨스의 이 글에 대한 비판으로는, 안성조, “도킨스의 틀린 생각: 도덕원칙으로서
응보는 인간행동에 관한 과학적 관점과 양립불가능하지 않다”, 법학에서 위험한 생각들 (법문사, 2018), 163-189면
참조.

12) 이를 ‘마음-뇌 동일론(identity theory)’이라고 한다. 과학철학 및 인지과학 전문가인 폴 새가드 교수에 의하면 마
음-뇌 동일론은 “물은 H₂O로, 열은 분자의 운동으로, 번개는 전기방전으로”로 동일시한 수많은 동일성 증명이론
처럼 과학의 진보에 자취를 남긴 이론이 될 것이라고 한다. 폴 새가드/김미선 역, 뇌와 삶의 의미(필로소픽, 2011),
82면 이하 참조.

13) Julian Baggini, Freedom Regained (Granta, 2016), at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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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그 지배는 다른 인격체의 자발적 자기이해와 윤리적 자유의 신체적 토대에 간섭하는, 

지금까지는 단지 사물에 대해서만 행사되어도 좋고 그러나 결코 사람에 대해서는 행사되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간주되었던 그런 지배다. 그렇게 되면 자식은 자신의 게놈의 생산자를 고려하면

서 살아야 할 것이고 자신의 삶의 역사의 유기적 출발상황이 빚어낼, 자신으로서는 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식의 새로운 책임묻기의 구조

는 인격과 사물의 경계를 허문 결과로 생긴 것이다. 그런 구조는 우리에게 이미 알려져 있다. 

한 인격체가 다른 인격체의 ‘자연적 소질’에 대해 내리는 돌이킬 수 없는 결정과 더불어 지금까

지는 알려지지 않았던 상호인격적 관계가 성립한다. 이 새로운 유형의 관계는 우리의 도덕적 감

수성을 훼손한다. 왜냐하면 이 관계는 현대사회의 법적으로 제도화된 인정관계에서 하나의 이

물질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타인에 대해서 그의 유기적 소질에까지 깊이 영향을 미치

는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 내려진다면, 그것은 자유롭고 평등한 인격체들 사이에 성립하는 원칙

으로서 대칭적인 책임묻기의 관계가 제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우리가 배아의 사물화라

는 시나리오를 이제 성인이 자신의 게놈에 대해 변화를 꾀하면서 자기사물화를 행하는 데까지 

확대시킨다면, 상황은 많이 변할 것인가? 이 경우에서나 저 경우에서나 결과는 동일한데, 그것

은 생명공학적 간섭의 영향은 단순히 지금처럼 심각한 도덕적 문제들만을 제기할 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문제들도 제기할 정도로 크다는 것이다.”14)

상기 하버마스의 주장을 간단히 말하자면, 우리가 타인과의 상호이해를 통해 도덕적 판단

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각 개인이 도구화되지 않은 목적으로서, 존엄한 인격체

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각 개인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영위하면서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자신의 삶의 ‘진정한 저자’가 될 수 있어

야 하는바, 생명공학기술로 태어난 사람은 유전적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삶의 역사 안에 타

인의 의도가 간섭해 들어오고 있으므로 그러한 자율적 인격체로서의 조건이 결여될 수 있다

는 것이다. 요컨대 “과거보다 앞서 있는 자연적 운명의 조작불가능성은 자유의 의식을 위해 

본질적인 것”15)이므로, 결국 유전자 조작으로 태어난 자는 이러한 전제조건을 벗어나 있으므

로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성이 약화될 것이고,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인격체는 그렇지 않은 

타인과의 자유롭고 평등한 균형적인 관계형성도 어렵게 될 것이라는 게 하버마스의 입장이다. 

우생학적 기술이 어떤 의미에서는 자유의 확대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자율성을 약화

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14) 위르겐 하버마스/장은주 역, 인간이라는 자연의 미래(나남출판, 2002), 43-45면.
15) 위르겐 하버마스/장은주 역, 앞의 책, 83-84면과 10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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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마스와 마찬가지로 마이클 샌델 역시 생명공학과 유전적 강화의 야심을 ‘프로메테우

스적 충동’이라고 명명하며 자유주의적 우생학16)에 비판적인 주장을 펼친다. 다만, 그는 하버

마스와 달리 이러한 프로젝트가 오히려 책임성을 지나치게 강화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진짜 문제는 책임성의 약화가 아니라 책임성의 증폭이다. 겸손이 와해되면서 책임성이 엄청난 

수준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우리는 점점 더 운보다는 선택에 더 많은 무게를 두게 된다. 아이를 

위한 적절한 유전적 특성을 선택한 것이나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이 부모에게 지워지게 

된다. 또 팀의 승리에 도움이 되는 재능을 획득한 것이나 획득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이 운동

선수 자신에게 지워지게 된다. 우리 잔신을 자연, 신, 또는 운이 만든 존재로 여기면 자신의 모

습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자기 자신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유전적으로 지닌 재능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주인이 될수록 자신의 재능이나 성

과에 대해 더 많은 짐과 부담을 지게 된다. 지금은 농구선수가 리바운드를 놓치면 코치가 그 선

수에게 정해진 위치를 벗어난 탓에 그런 실수가 나왔다고 혼낼 수 있다. 그러나 미래에는 선수

의 키가 너무 작기 때문이라고 나무랄지도 모른다. 과거에는 선발투수가 속한 팀의 득점이 부진

하면 나쁜 운을 탓하면서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하지만 요즘은 암페타민이나 여타 자극제를 사

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늘어나서, 그런 약제를 복용하지 않고 경기에 나오는 선수들은 ‘발가벗고 

출전했다(playing naked)’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 과거에 다운증후군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그저 

우연의 문제였다. 반면 요즘은 다운증후군이나 다른 유전저거 장애를 가진 아이의 부모는 주변

에서 자신을 비난하는 시선을 느끼게 된다.”17) 

하버마스와 샌델의 입장은 생명공학기술이나 유전적 강화 등에 대한 포괄적 비판에 초점

이 맞추어져 있지만,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자유의지의 문제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한 시

사점과 더불어 해법의 단초를 제공해 준다. 이와 관련해 유발 하라리는, 다소 미심쩍어 보이

기는 하지만 자유의지도 과학기술에 의해 조작될 수 있으며 시장에서 상품화될 수 있다는 점

을 지적한다. 

“과학자들은 쥐의 뇌에서 감각영역과 보상영역을 찾아 그곳에 전극을 이식했다. 그렇게 하면 리

모컨으로 쥐를 조종할 수 있다. 로봇 쥐는 다른 누군가가 자신을 통제하고 있다고 느끼지도 않

고, 자기 의지에 반하는 일을 강압적으로 하고 있다고 느끼지도 않는다. 인간을 대상으로 한 실

험들은 인간 역시 쥐처럼 조종할 수 있다는 사실, 뇌의 적소를 자극해 사랑, 분노, 두려움, 우울 

16) 자유주의적 우생학이란 과거의 권위주의적 우생학과 달리 국가의 개입이 없이, 부모가 아이의 인생계획을 특정한
방향으로 치우치게 하지 않으면서 아이의 능력을 개선할 수 있는 유전적 특성들만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한 마
디로 ‘국가중립적이고, 아이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비강제적인 유전적 강화’를 의미한다.

17) 마이클 샌델/이수경 역, 완벽에 대한 반론 (와이즈베리, 2016), 113-11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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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복잡한 감정들을 일으키거나 없앨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최근 미국 육군은 사람들의 

뇌에 컴퓨터칩을 이식하는 실험을 시작했는데, 이 방법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겪는 병

사들을 치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두개 직류 자극기’로 불리는 이 헬멧에는 두피 외부에 

부착하는 전극들이 달려있고, 그 전극들을 통해 약한 전자기파를 특정한 뇌 영역으로 보내면 그 

영역의 활성이 높아지거나 억제된다. 미국 육군은 훈련과 실전에서 병사들의 집중력과 전투능

력을 향상시킬 수 있기를 희망하며 이 헬멧을 실험하는 중이다. 이 기술이 성숙한다면, 또는 뇌

의 전기패턴을 조작하는 다른 방법이 발견된다면, 인간사회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사람들은 단지 테러범들을 능숙하게 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유주의 세계의 일상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들의 뇌 회로를 조작할 것이다. 즉 그런 조작을 통해 공부와 일을 더 효율적

으로 한다든지, 게임과 취미에 더 몰입한다든지, 수학이나 축구 등 특정한 순간의 관심사에 집

중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조작이 일상화되면 고객의 자유의지라는 것도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제품이 될 것이다.”18)

하라리의 전망처럼 만일 자유의지가 조작가능한 기술이 성숙된다면, 나아가 하버마스와 

샌델의 우려처럼 유전적 강화기술로 그러한 인지능력의 향상이나 집중이 가능해 진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만일 특정한 약물의 복용과 신경회로의 (유전적) 조작이 범죄충동을 억

제하게 만들어 평생 준법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은 과연 진정

한 자유의지의 결과로, 즉 도덕적인 행위로 간주할 수 있을까? 다소 공상적인 문제제기로 보

일지 모르지만 결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이미 뇌 기능의 약리학적 조절과 경두개 직류 자극

술을 통해서 충동조절 및 집중력 향상, 주의력 감소, 기억력 향상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는 보고는 많다.19) 나아가 신경과학기술 등에 의한 ‘도덕적 능력향상(moral enhancement)’이 

가능한 것을 전제로 그 찬반여부에 대한 논쟁이 이미 한창 진행 중이다.20) 그렇다면 만일 그

와 같은 기술적, 의료적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한 것일까? 이와 관련해 필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제기

를 한 바 있다.

“만일 뇌과학 기술이 허용된다면 칸트적 의미의 자유의지는 얼마나 가치를 잃게 될까? 도덕법

칙에 대한 존경심과 의무감에서 비롯된 행위가 아니라 단지 뇌 조작기술에 의해 인도되어 결과

적으로 도덕법칙에 부합되는 행위를 하게 된다면 이것은 칸트의 입장에서는 명백히 도덕적인 

18) 유발 하라리/김명주 역, 호모 데우스 (김영사, 2015), 393-398면 참조.
19) 이에 대한 소개로는 좌정원, “보다 나은 인간을 위한 열망 -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뇌 과학기술의 사용을 허용해
야 하는가? -”, 법학에서 위험한 생각들 (법문사, 2018), 556-557면.

20) Brian D. Earp, Thomas Douglas, and Julian Savulescu, “Moral Neuroenhancement”, in: The Routledge
Handbook of Neuroethics (Routledge, 2018), at 166-179. 도덕적 능력향상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의 대표자
로는 옥스퍼드 대학의 Julian Savulescu 교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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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가 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만일 이 기술이 행위자의 도덕적 인지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자유의지의 발현을 돕는다면, 또 만일 그러한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행위자를 정상인의 수준으

로 끌어올림으로써 정언명령에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면 그들의 행위는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옳을까? 또 그들의 의지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의지라고 볼 수 있을까? 아울러 

어떤 사람은 유년기부터 이러한 기술의 혜택을 받아 평생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좋은 덕성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 반면, 부의 불균형으로 인해 어떤 계층의 사람들은 범죄와 악덕의 유혹에 

쉽게 빠져든다면 그 불공정함은 책임과 형벌을 논정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고려해야 할까?”21) 

Ⅲ. 현대과학에 의한 자유의지의 재발견

1. 리벳실험 이후

(1) 리벳실험에 대한 의문과 반론

지난 수십 년 간, 그리고 현재까지도 리벳실험이 법학자들에게 미친 영향은 상당하다. 국

내의 상당수 형법학자들도 리벳실험이 형법이 전제하는 자유의지를 심각하게 위협하거나, 그 

존재여부에 의문을 품게 만든다고 여긴다. 하지만 최근 리벳실험이 결정론을 옹호하는 것이

라는 해석들에 대한 회의론적 견해가 오히려 과학자들을 중심으로 실험에 입각해 진지하고 

설득력 있게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22)

관련된 포괄적인 선행연구 중 대표적인 것으로 2010년 발표된 서울대 심리학과의 박주용 

교수의 논문에 의하면, 리벳실험과 동 실험에 대한 다양한 해석론은 다음과 같은 결함을 안고 

있다고 한다.

첫째, 수행한 실험방식과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도출된 결과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예컨대, 

실험에 사용된 시계를 바꾸거나, 어떤 반응을 하겠다고 의식적으로 결정한 시점을 다른 방식

으로 검증한 결과 리벳이 측정한 시간과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둘째,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리벳실험은 준비전위를 어떤 자발적 행동과 관련이 있는 

21) 안성조, “자유의지와 형벌의 정당성”, 법철학연구 제21권 제2호, 2018, 113면.
22) 관련해 참고할 만한 외국문헌으로는 Desmurget, Michel, Reilly, Karen T., Richard, Nathalie, Szathmari,

Alexandru, Mottolese, Carmine, Sirigu, Angela, “Movement Intention After Parietal Cortex Stimulation
in Humans”, Science v.324 no.5928 (2009), at 811-813; Patrick Haggard, “The Sources of Human
Volition”, Science v.324, no.5928 (2009), at 731-733; Paul G. Nestor, “In defense of free will:
Neuroscience and criminal responsibility”,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and Psychiatry (2018); Andrea
Lavazza, “Free Will and Neuroscience: From Explaining Freedom Away to New Ways of
Operationalizing and Measuring It”, 10 Frontiers in Human Neuroscience (20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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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활동으로 간주하였지만, 실제로 다른 연구에 의하면 준비전위는 자발적 행동의 필요조건도 

충분조건도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

셋째, 신경과학에서는 의도를 ‘의지에 의한 의도(willed intention)’와 ‘감각 운동 의도

(sensory motor intention)’으로 구분하는데, 전자는 예컨대 친구를 만나겠다는 일반적인 의미의 

계획들을 뜻하는 반면, 후자는 그 친구를 만나기 위해 핸드폰 전화를 거는 즉각적이고 구체적

인 운동이다. 이 두 의도는 상호 복잡하게 협력하지만, 전자는 과거의 기억과 특정한 동기, 자

아감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어떤 선택을 하거나 미래를 결정하는 행위로서 상호작용에서 

더 근원적인 역할을 하며, 후자는 그에 사전 계획이 없는 단순한 반응으로 전자에 의해 촉발

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설령 리벳실험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그 실험에서 다룬 

자유의지는 바로 ‘감각 운동 의도’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인간의 자유의지 일반을 부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결론적으로 리벳실험으로부터 자유의지와 책임형벌이라는 기존의 형법체계에 유의미한 결

론을 도출해 낼 수 없다.23)

이밖에 자유의지에 대한 학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미국의 철학자 대니얼 데닛에 의하

면 리벳실험은 매우 중요한 잘못된 가정으로 인해 자유의지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순간에 측정될 수 있다는 가정이라고 한다. 즉 자

유의지가 리벳이 정밀하게 측정한 시간지연 전체에 걸쳐서 발현되는 것이라면, 준비전위로부

터 특정한 자발적 행위에 이른 과정에 나타난 시간차이는 결코 자유의지를 부정하지 않게 된

다는 것이다.24) 같은 맥락에서 리벳과 유사한 실험을 통해 비슷한 결론에 도달한 신경과학자 

존 딜런 헤인즈는 “의식적 의지는 무의식적 의지와 일치한다. 이것은 동일한 과정[일 수 있

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25)

(2) 자유의지의 신경기반 

오늘날 신경과학자들은 리벳실험을 반박하는 것을 넘어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자유의지의 

신경기반(neural basis of free will)을 입론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미국 

다트머스 대학의 인지신경과학자인 체(Tse)이다.26)

23) 이상의 논거는朴注勇･高旼照, 앞의 논문, 480-504면 참조.
24) 대니얼 데닛/이한음 역, 자유는 진화한다(동녘사이언스, 2010), 338면 참조.
25) Ewen Callaway, “Brain scanner predicts your future moves”, 13 New Scientist (2008).
26) 미국 브라운 대학의 생물학 교수인 케네스 밀러는 체가 자유의지의 진정한 메커니즘을 신경계에서 찾으려는 연구
에 있어서 가장 앞선 학자이며, 그의 이론은 자유의지에 대한 과학적 입장은 결정론으로 종결되었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재고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고 평가한다. Kenneth R. Miller, The Human Instinct (Simon & Schuster,
2018), at 19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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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주장의 요체는 다음과 같다. 그는 우선 자유의지(free will)가 결정론을 부정하기는 하

지만, 그렇다고 무작위(random)나 임의로 아무 것이나 결정할 수 있는 변덕을 뜻하는 것도 아

님을 지적한다. 이것은 매우 적절한 지적으로서 법적, 도덕적 논의에서 요구되는 자유의지 개

념의 한 요건이다. “자유로운 선택이란 항상 어떤 근거들에 의해 ‘결정되는’ 선택이지 아무 근

거 없는 변덕스러운 선택이 아니다. 이러한 맥락에는 자유의지는 일정부분 ‘결정성’을 함축한

다. 다음으로 무엇이든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의 자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것은 오히려 ‘무관계성’, ‘길을 잃음’, ‘탈세계성’을 의미한다.”27)는 아르투어 카우프만의 지적

은 참고할 만하다. 따라서 자유의지라고 규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일정한 근거나 기준에 의해 

결정되는 선택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예를 들어 내가 오늘 디너파티 준비를 한

다고 해보자. 손님들에게 스테이크를 대접할 수도 있지만, 기억을 되살려 보니 참석자 중 한

명이 채식주의자이다. 그래서 ‘고기가 아닌 맛있는 음식(delicious;not meat)’이란 기준을 설정

했고, 그에 따라 가장 먼저 떠오른 음식은 시금지 라자냐였고 이를 사서 대접하기로 결정한

다. 이러한 선택과정은 자유의지란 개념을 충족시킨다. 떠올릴 수 있는 여러 음식 중에서 하

나를 임의로 선택했고, 그 선택한 결과는 일정한 기준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체에 의하면 

일상적인 이러한 자유선택 과정은 신경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한다. 어째서 그런가? 상

기 결정은 오로지 의식적 사고과정을 통해 이루어 졌다는 점에서, 신경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그러한 의식을 발생시킨(give rise to) 신경활동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상기 결정과정은 다음

과 같이 재기술될 수 있다. “나의 뇌는 사전에 어떤 기준을 설정하고, 그로부터 무언가를 발생

시킴으로써 자유롭게 시금치 라자냐라는 결과를 의욕한 것이다.”라고.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뇌의 신경프로세스가 과연 스스로 어떤 기준을 설정하고, 그로부터 무언가 선택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지가 과학적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체는 스파이크(spike)라 불리는 뉴런

의 발화(neural firing)는 단지 다른 뉴런의 발화를 촉발시키는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즉각적

으로 다음 번 발화를 결정할 시냅스의 감도를 변화시킨다는 연구결과를 원용하며, 시냅스에

서 일어나게 되는 이러한 급속한 가중치변화(reweighting)는, 흡사 간단한 스위치 조작으로 기

차를 다른 선로로 갈아타게 만들어 목적지를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신경경로를 결정적으로 바

꾸어 놓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신경계는 단지 암호화된 메시지를 한 신경세포에서 다른 

신경세포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들의 경로를 능동적으로 바

꾸어놓기 때문에, 발화할 때마다 매순간 자신의 반응특징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이처럼 신경세

포는 자신의 미래의 발화를 일으킬 신경네트워크의 특징을 바꾸어 놓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뇌

27) 아르투어 카우프만/김영환 역, “형법상 책임원칙에 관한 시대불변의 성찰들”, 책임형법론(홍문사, 1995), 508-509면.
자유의지를 이렇게 이해하는 관점은 자유의지의 문제를 다루는 여러 권위자들의 입장에서도 간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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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스스로 신경세포의 활동이 있을 때마다 미래의 활동에 대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고 한

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의식적 활동은 신경세포의 활동에서 비롯된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우리의 뇌는) 미래의 활동(다음 번 신경발화)의 기준을 자발적으로 설정해(뇌가 스스

로 신경네트워크의 특징을 바꾸어) 그에 따른 선택활동(재설정된 신경 네트워크 기준에 따른 

신경발화)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28) 

 

2. 양자물리학과 자유의지

2019년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영화역사상 여러 신기록을 세우고 있는 화제작인 ‘어벤

저스: 엔드게임’은 전형적인 블록버스터 영화이지만, 학문적으로도 여러 흥미로운 생각을 담

고 있다. 공리주의적 관점에 의해 전세계 인구의 절반을 희생시키려는 적에 대항해 싸우는 영

웅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적 가치를 극적으로 웅변해 주고 있다는 점

에서도 그렇지만, 결국 인류를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은 어느 한두 영웅의 초인적 힘과 활약 때

문이 아니라 양자역학적 지식 덕분이라는 설정이 인상적이다. 오늘날 대중들이 과학, 그 중에

서도 특히 양자역학이라는 미지의 세계에 거는 기대감을 영화화 해 성공한 작품인 것이다. 그

렇다면 과연 양자역학이 자유의지도 구원해낼 수 있을까? 관련해 우리가 ‘자유의지’의 존재에 

대해 거는 기대감도, 역설적이지만 과학자, 특히 이론물리학자가 선두에 나서서 이를 지지해 

주는 논거를 입론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옥스퍼드의 이론물리학자인 로저 펜로즈는 그동안의 연구를 집대성한 책인 ‘마음의 그림

자(shadow of mind)’라는 저서에서 양자역학을 통해 자유의지가 물리적으로 가능할 수 있음을 

매우 엄밀한 방식으로 논증한 바 있다. 펜로즈의 논증은 길고, 정치하고, 복잡하지만 간단히 

그 핵심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기술하자면 다음과 같다.

펜로즈에 의하면 인간의 마음과 의식은 컴퓨팅적29) 과정을 넘어선 것이다. 즉 인간의 이해

와 통찰은 컴퓨팅적, 고전물리학적 과정을 넘어선 그 어떤 것으로 이 점은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30)를 통해 입증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만일 의식을 물리적으로 기술하기 위해서는 

28) 이에 대해서는 P.U.Tse, “Free Will unleashed”, New Scientist 218 (2013) P.U.Tse, The Neural Basis of Free
Will: Criterial Causation (The MIT Press, 2013) 참조.

29) 펜로즈의 용법에 의하면 컴퓨팅이라 튜링기계(Turing machine)의 활동을 가리키며, 이는 알고리듬(algorithm)과
동일한 의미로 여겨진다. 튜링기계는 한 마디로 수학적 관점에서 이상적인 컴퓨터로 현대식 범용 컴퓨터의 전신
을 가리킨다.

30) 수학자 괴델이 증명한 불완전성 정리(Incompleteness Theorem)이란 매우 단순한 형식체계, 예를 들어 산술체계
내에서조차 ‘직관적으로 참이지만’ 그 체계 내의 공리적 방법으로는 참값을 유도해 낼 수 없는 산술적 명제가 반드
시 존재하는 정리를 말한다.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를 원용해 법이 본래적으로 불확정적(inherently indeterminate)
임을 입론하고 있는 논문으로는 안성조, “괴델정리의 법이론적 함의”, 서울대학교 법학 제49권 제4호, 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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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뇌의 신경프로세스가 ‘컴퓨팅적 과정을 넘어선’ 어떤 ‘물리적 과정’을 포함하고 있어야만 

한다. 펜로즈는 바로 그 ‘비컴퓨팅적 성격의 물리적 과정’을 ‘양자효과’에서 찾는다. 여기서 

말하는 양자효과는 전자 등 미시세계의 양자입자가 입자로서의 성질과 파동으로서의 성질을 

모두 지님으로써 발생하는 양자중첩현상을 가리킨다. 즉 우리가 전자의 위치를 알고 싶은 경

우에 특정한 측정장비를 통해 전자의 위치를 관측할 수 있는데, 양자 중첩현상이 놀라운 점

은, 전자는 실제로 측정되기 전에는 파동의 형태로 그 위치에 대한 확률이 공간상에 퍼져 있

다가(즉 공간상에 중첩적으로 동시에 존재하다가), 측정하는 순간에 어느 한 곳의 확률이 1이 

되고, 나머지 다른 곳의 확률은 0이 되어 한 점에 집중되는 특이한 현상을 나타낸다(이를 파

동함수의 붕괴라고 함).31) 따라서 아직 측정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단지 그 전자의 위치에 대

한 확률만을 알 수 있는데, 그 확률의 파동이 변화하는 양상은 슈뢰딩거 방정식을 통해 파악

할 수 있고, 따라서 파동함수의 변화 양상은 본질적으로는 컴퓨팅적 과정이다32). 반면 측정하

는 순간 갑자기 파동이 변화하는 양상은 슈뢰딩거 방정식으로도 나타낼 수 없으며, 본질적으

로 비컴퓨팅적 과정이다. 즉 전자와 같은 특정 양자입자가 공간상에 파동 형태로 중첩적으로 

퍼져 있다가, 측정에 의해 파동함수의 붕괴가 일어나 어느 한 점에서 관측되는 현상은 현재로

서는 그 어떤 수학적, 과학적 방법으로도 예측이 불가능한 현상으로서 펜로즈는 바로 이러한 

양자효과가 신경계의 어느 지점에서 나타나야만 의식이라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개별 뉴런과 각 뉴런들의 시냅스 연결에 의한 신호의 전달과정은 철저

하게 고전물리학 법칙에 따라서 컴퓨팅적이고 결정론적인 과정을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 분명

하기 때문에 이러한 신경프로세스만으로는 의식, 더 나아가 자유의지를 해명해 내지 못한다

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과 전제 하에 펜로즈는 우리의 두뇌에서 양자효과가 발생하는 장소를 구체적

으로 지목한다. 그곳은 바로 세포골격 내의 미세소관이라는 작은 부위인데, 미세소관은 인간

의 의식을 발생시키는 데 매우 결정적 기능을 한다. 이 미세소관 내에서는 양자중첩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고전물리학적 법칙이 작동하지 않아서 양자컴퓨팅이라는 새로

운 연산이 가능해 지기는 하지만 양자컴퓨팅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슈뢰딩거방정식에 의

해 그 확률의 변화양상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펜로즈는 양자컴퓨팅도 결정론적 과정의 하

나에 불과하다고 본다. 따라서 의식의 출현에 필요한 것은 단지 양자컴퓨팅이라는, 튜링머신

보다 좀 더 복잡한 컴퓨팅 과정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비컴퓨팅적인’ 과정이어야 하므로 이러

31) 양자중첩현상에 대한 인상적인 설명으로는 브루스 로젠블･룸프레드 커트너/전대호 역, 양자불가사의(지양사, 2012),
116-158면 참조.

32) 펜로즈는 이를 유니터리 진행(unitary evolution)이라고 하며 U로 표시하는데, U는 슈뢰딩거방정식에 의해 기술되
므로 수학적으로 정확하고 완벽하게 ‘결정론적인’ 방식에 따라 작동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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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형태의 진정한 의미의 양자 비결정성은 양자 수준에서 고전물리학 수준으로 확대되는 과

정에서, 다시 말해 미세소관내의 양자사건이 주변환경과 상호작용함으로써 파동함수가 붕괴

되는 비결정론적 과정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를 위해 두뇌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러한 신경프로세스가 가능한지가 해명되어야 하는바, 펜로즈에 의하면 우리의 두뇌에서 세

포골격은 시냅스 연결을 제어하는 기능을 하는데, 바로 이 과정이 바로 양자효과가 환경과 상

호작용해 파동함수가 붕괴하는 과정이라고 한다. 양자 중첩현상과 같은 양자효과는, 물리학계

의 통설적 견해인 코펜하겐 해석33)에 의하면 미시세계의 입자가 주변환경과 상호작용을 함으

로써 사라지고, 파동함수의 붕괴를 가져온다. 이처럼 양자입자가 주변의 환경과 상호작용해 

‘얽힌’ 상태가 되는 것을 ‘결어긋남(decoherence)’이라고 하는데, 앞에서 관측장비에 의해 전자

를 측정하는 것도 바로 결어긋남을 일으키는 상호작용에 해당한다. 이러한 양자역학적 지식

과 생물학적 지식의 융합에 의해 신경계 안에서 어떤 뉴런이 발화한 동시에 발화하지 않은 

중첩상태에 놓일 수 있는지 펜로즈는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뉴런보다 더 

근원적인 수준인 세포골격에서는 양자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세포골격이 시냅스 연결

을 제어하는 과정에서 파동함수의 붕괴가 일어나고, 이러한 과정은 본질적으로 비컴퓨팅적으

로 진행되므로 여기서 바로 의식 내지 자유의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뉴런과 시냅스 활동은 고전물리학의 지배를 받지만, 세포골격과 미세소관의 

작용방식은 양자물리학의 법칙이 적용되는데, 의식이나 자유의지는바로 이 두 영역의 상호작

용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의식의 출현에 양자수준과 고전적 수준의 

교차가 필수적인데, ‘세포골격이 제어하는 시냅스 연결’에서 그러한 교차가 발생한다고 한다. 

만일 시냅스 연결이 고정되어 있다면 결정론적 컴퓨팅 과정만 있으므로 의식은 출현할 수 없

지만, 상기 상호작용으로 인해 시냅스 연결에 변화가 가능해 의식의 출현이 가능해진다는 것

이다. 다만 어떤 특정한 개별 세포골격이나 미세소관도 ‘이해’라는 전체적인 성질을 산출하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이해는 훨씬 더 전체적인 규모에서 작동하는 것이므로 의식은 개별 세포

골격이나 개별 미세소관의 작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신 더 큰 규모에서 집합적으로 

작동하는 현상인바, 상기 메커니즘은 개별 미세소관이 아니라 양자효과가 여러 미세소관으로 

확장되어 상이한 미세소관들 사이에 대규모 양자결맞음(quantum coherence)가 유지되는 상태

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요컨대, 개별 세포골격이나 미세소관이 집합적으로 

비컴퓨팅적 입력을 제공하여 시냅스 연결의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33) 코펜하겐 해석에 대해서는 김유신, 양자역학의 역사와 철학(이학사, 2013), 211면; 브루스 로젠블･룸프레드 커트너/
전대호 역, 앞의 책, 329-33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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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로즈는 자신의 논증을 마무리 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현재 인기를 끌고 있는, 두뇌와 

마음의 작동방식을 알려주는 뉴런 수준의 설명은 세포골격 활동의 더 깊은 수준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마음의 물리적 바탕을 찾아야 할 곳은 당연히 바로 이 깊은 수준이

다!”라고.34) 간단히 말해 오늘날 인기를 끌고 있는 뇌-마음 동일론은 뉴런수준의 설명에 기대

고 있지만 이것은 진정한 마음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

에서 혈거인들이 실재 사물의 그림자를 보며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양 착각하듯이 그러한 설

명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자신의 책 제목이 왜 ‘마음의 그림자’인지 해명해 주고 있다.35) 

3. 자유의지 논의의 새로운 지평

(1) 강화된 자유의지?: 인간강화 기술의 윤리적 문제점

인간강화 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윤리적, 법적 쟁점은 다양하지만, 본고에서는 형법적 맥

락에서 중요한 충동의 조절이나 인지능력 향상 등을 통한 자유의지의 강화라는 측면에만 초

점을 맞추어 그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점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 이 기술

이 도덕적 인지능력을 강화시켜 자유의지의 발현을 도울 수 있다면 어떤 윤리적 문제에 직면

하게 되는지 검토해 보기로 한다.

우선, 이를 긍정하는 입장은 크게 두 가지 낙관적 전망을 제시한다.

첫째, 뇌 조절기술은 보다 나은 영양의 섭취나 교육, 신체적 훈련을 통한 뇌의 능력향상 기

술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며, 적절한 규제만 병행된다면, 사람들은 새로운 기술로 탄생한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 즉, 예방접종을 통해 각종 질병을 예방할 수 있듯이, 우리는 과학기

술의 혜택에 힘입어 인지능력과 충동을 조절해 범법행위자로 낙인찍힐 위험을 축소시킬 수 

있고, 그러한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뇌 조절기술은 그것이 예방접종처럼 대중적으로 상용화되기 전까지는 극소수의 부

유한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 고가의 상품이 될 것이므로 형평의 측면에서 볼 때 문제가 있

고, 노력의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이 있으나, 이는 사회의 제반영역에서 형

평성 제고의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문제이지 특별히 뇌 조절기술만 불공정을 야기한다고 

평가할 수 없고, 아울러 노력의 가치를 훼손시킨다기보다는 동일한 노력으로 보다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36)

34) 이상의 펜로즈의 논증에 대해서는 로저 펜로즈/노태복 역, 마음의 그림자(승산, 2014), 529-597면 참조.
35) 참고로 체는 자신의 이론이 펜로즈의 가설과는 독립적으로 자유의지를 해명해 줄 수 있다고 본다. 이 점에 대해
서는 P.U.Tse, The Neural Basis of Free Will: Criterial Causation (The MIT Press, 2013), at 244-245. 간단히
말해 자유의지의 신경기반을 해명하는 데 양자효과는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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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긍정논거는 나름의 호소력이 있지만, 이러한 입장은 오히려 소수인 듯 보인다. 인간

강화 기술에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다음과 같은 우려와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우선 하버마스의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유전자 조작으로 태어난 행위자는 인간의 ‘도덕적 

경험’에 필수적인 타인에 대한 동등한 배려와 존중이 약화될 수 있고, 진정한 자유의 토대로

서의 조작되지 않은, 자연적인 출생이 침해되며 이로 인해 삶이 특정한 방향으로 미리 정해져

서 자율성과 책임성도 훼손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하버마스는 이와 같은 방식

의 인간강화 기술의 실용화와 연구는 원칙적으로 규제되어야 하며, 다만 ‘치료목적’이라는 규

제이념에 의해 인도될 때에만 허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치료목적은 당사자의 

사후동의를 얻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버마스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결론을 마

무리한다.

“의무와 죄, 비난과 용서의 도덕적 감정들이 우리들을 움직여오지 않았더라면, 도덕적 존중을 확

대해 오지 않았더라면, 연대적 협동이라는 행운을 우리가 누리지 못했더라면, 도덕적 죄악이 우

리들에게 아무런 부정적 감정도 불러일으키지 못했더라면, 갈등과 모순을 문명화된 방식으로 다

루는 ‘친절’이 없었더라면, 아마도 이 인간이 살고 있는 우주는 견디기 힘든 곳이 되었을지도 모

른다는 데 대해서 오늘날 우리는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도덕적 진공상태에서의 삶, 도대체 도

덕적 냉소주의가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그런 삶의 형식 안에서의 삶은 살 만한 가치가 없을 것이

다. 이런 판단은 인간의 존엄성이 고려되는 그런 방식의 실존이 도덕적인 고려사항들로부터 벗어

나 있는 삶의 형식의 냉정함보다 더 낫다는 데 대한 ‘충동’ 이상의 것을 표현하고 있지 않다. 아

마도 오늘날 우리의 유적 정체성을 변화시키려는 우려스러운 시도에 대해 우리들이 정서적으로 

저항하는 것도 비슷한 동기를 통해 설명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37)

마이클 샌델은 하버마스의 입장을 존중하면서도 불충분하다고 비판한 뒤 좀 더 정치한 반

대논거를 제시한다.

우선 그는, 하버마스식의 자율성 논변은 일면 타당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짐을 지적한다. 무

엇보다 이 논변은 부모가 아이의 유전적 특성을 미리 선택하지 않으면 아이가 자신의 신체적 

특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그릇된 가정을 함축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강화된 지적 

능력이 ‘다목적’ 수단이라면 미래에 아이가 특정한 직업을 선택하거나 계획을 수립하도록 만

들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유전적 강화는 아이의 자율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고 

한다. 다음으로 자율성 논변은 자기 스스로 유전적 강화를 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도덕적 불편

함을 설명해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운동선수가 유전학 기술로 근육을 강화했다고 해

36) 이상의 논거에 대해서는 좌정원, 앞의 글, 558-561면 참조.
37) 위르겐 하버마스/장은주 역, 앞의 책, 126-1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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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 특성이 자식에게 유전되지는 않지만, 그 선수에 대한 모종의 불편한 도덕감정을 느끼게 

되는 이유를 설명되어야 한다고 샌델은 주장한다. 아울러 하버마스는 유전적 강화가 세대 간

의 평등성과 상호성을 훼손할 수 있음을 지적하는데, 이러한 우려는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이

는 반드시 유전적 조작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데, 예컨대 자녀가 세 살 때부터 끊임없이 피

아노 연습을 강요하거나 발레 연습을 시킨 부모 역시 아이와 상호적 관계에 놓일 수 없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하버마스의 자율성 논변과 평등성 논변은 유전적 강화를 반대하는 적실

한 논거가 되기 어렵다고 샌델은 주장한다.

다음으로 인간강화 기술을 통한 근육강화나 기억력강화 및 신장강화는 단지 부의 불평등

으로 인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집단이 발생함으로써 공정성의 문제를 초래할 수는 있으나, 

이는 개인들 사이에 본래적인 자연적 차이가 존재해 왔던 점이나 기술의 수혜를 입은 자들로

부터 세금을 거두어 공적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다지 본질적

인 반대논거가 되지 못한다고 한다. 그보다는 우리가 과연 그러한 기술을 열망해야 하는 것인

지, 그것이 인간성을 어떻게 손상시킬 수 있는지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한다.38) 

그렇다면 샌델은 어떠한 논거로 인간강화라는 프로메테우스적 열망과 도전에 반대하는 것

일까?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연성을 제거하고 출생의 신비를 정복하려는 욕구는 아이를 설계하는 부모의 가치를 떨어뜨

릴 뿐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규범이 지배하는 사회적 관행인 양육의 의미를 오염시킨

다. 설령 아이에게 해를 미치거나 아이의 자율성을 손상시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생학적 양육

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양육방식은 세계에 대한 특정한 태도, 즉 정복하고 통제하려는 태도를 

표현하고 확고히 하기 때문이다. 그런 태도로 인간의 능력과 성취가 선물로 주어진 삶의 일부임

을 인정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가진 자유의 일부분이 자연적으로 주어진 능력과 끊임없이 교섭

하는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39)

요컨대, 우생학적 열망은 자연에 대한 정복과 통제의 태도를 반영하며, 이는 자신의 재능

과 성취가 ‘주어진 선물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선물로 

받음’이라는 윤리적 관점이 반대논거의 입론에 있어서 중요한가? 그 이유는 바로 이로부터 

‘겸손과 책임과 연대’의 의식이 생겨나기 때문이라고 한다. 샌델은 ‘선물로 받음(giftedness)’의 

윤리는 ‘선택하지 않은 것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며 다음

과 같이 말한다. 

38) 이상의 논거에 대해서는 마이클 샌델, 앞의 책, 25-39면과 102-105면 참조.
39) 마이클 샌델, 앞의 책, 106-1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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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녀를 고를 수는 없다는 사실은 예상치 못한 것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

여야 한다는 점을 부모에게 가르쳐 준다. 이러한 열린 태도는 단지 가족 내에서뿐만 아니라 더 

넓은 사회에서도 지지하고 긍정할 만한 가치다. 그런 태도는 예상치 못한 것을 감내하고, 불협화

음을 수용하고 통제하려는 충동을 자제하게 만든다. 사람들이 유전학적 자기강화에 익숙해지면 

겸손을 위한 사회적 토대도 서서히 약화된다. 재능과 능력이 전적으로 자신의 행동과 결과가 아

니라는 점을 인식하면 오만으로 치닫는 위험을 억제할 수 있다. 만일 생명공학기술로 인해 ‘스스

로 자기 자신을 만드는 인간’이라는 신화가 현실이 된다면, 재능을 선물로 부여받은 것에 감사하

기보다는 자신만의 힘으로 이뤄낸 결과물로 여기는 관점이 팽배해질 것이다. 우리 자신을 자연, 

신, 또는 운이 만든 존재로 여기면, 자신의 모습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자기 자신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유전적으로 지닌 재능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주인이 될수록 자신의 재능이나 성과에 대해 더 많은 짐과 부담을 지게 된다. 과거에는 

운명이 좌우하던 영역이 이제는 선택이 지배하는 영역이 되었다. 어떤 유전적 조건이 임신 중절

을 정당화하는가에 대해 각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 유전자 검사기술의 출현으로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결정에 수반되는 부담이 생겨난 것은 분명하다. 프로메테우스적 충동에는 전염

성이 있다. 스포츠에서와 마찬가지로 양육에서도 그 충동은 선물로 주어진 인간의 능력이라는 영

역을 흔들고 잠식한다. 운동능력 강화 약물의 사용이 일상화되면 강화제를 복용하지 않은 선수들

은 ‘발가벗고 경기한다’는 기분을 느끼게 된다. 예비 부모가 자녀의 유전자를 선별하는 것이 일

상적인 일이 되며 그것을 피하는 부모들은 ‘계기판만 보고 하는 맹목비행’처럼 여겨지고, 그 부

모에게는 아이가 갖고 태어난 유전적 결함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40)

한 마디로 “예상치 못한 것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어야 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열린 

태도를 요구하며, 겸손을 깨닫게 만든다는 것이다. 반면에 사람들이 ‘강화’에 익숙해지면 재

능과 능력을 선물로 부여받은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자신만의 힘으로 이뤄낸 결과물이라는 

관점이 팽배해져 자신의 성과에 대해 더 많은 책임과 부담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그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역설적으로, 자기 자신과 자녀의 운명에 대한 책임성이 증폭되면 자신보다 불운한 사람들과의 

연대감이 줄어들 수 있다. 자신의 운명에 본질적으로 우연성이 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

할수록 자신의 운명을 타인들과 공유할 이유는 많아진다. 그렇다면 건강과 행복을 누리는 사회

구성원들이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한 구성원들에게 갚아야 할 빚이라도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한 

답은 ‘삶이 주어진 선물이라는 관점’에 크게 기대고 있다. 건강과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연적인 재능은 전적으로 그들 자신의 행동의 결과라기보다는 좋은 운 때문이다. 다시 말

해 유전적 제비뽑기의 결과이다. 우리가 가진 유전적 재능이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성

취물이 아니라 주어진 선물이라면, 그 재능으로 시장경제에서 거둬들인 수확물을 전부 소유할 

40) 마이클 샌델, 앞의 책, 112-1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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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가 우리에게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착각이요, 자만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자신의 잘

못이 아님에도 상대적으로 주어진 재능을 덜 갖고 태어난 사람들과 그 수확물을 공유할 의무가 

있다. 이 지점에서 선물로 주어진 삶과 연대성 사이의 연결고리가 생긴다. 선물로 주어진 재능

의 우연성을 명확히 인식하면, 즉 성공이 전적으로 자신의 행동의 결과만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

하면 능력주의 사회가 거만한 가정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성공은 능력과 미덕을 가진 자

만이 쓸 수 있는 왕관이며, 부자들이 부자인 것은 가난한 이들보다 그런 부를 누릴 자격이 더 

있기 때문이라는 가정 말이다. 만일 우리가 유전공학으로 인해 유전적 제비뽑기의 결과를 무시

하고 운 대신 선택에만 중점을 두게 되면 인간의 능력이 주어진 선물이라는 개념은 점차 설 자

리를 잃을 것이다. 또한 우리 자신을 공동의 운명을 공유하는 존재로 여기는 관점도 사라질 것

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순전히 스스로 능력을 성취했고 따라서 성공의 원인이 자신에게만 있

다고 생각하는 태도가 더욱 강해질 것이다. 사회 밑바닥의 사람들은 불리한 조건을 갖고 있으므

로 보상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 대신에 단순히 부적격한 존재로 여겨지고, 따라서 우생

학적 교정이 필요한 존재로 인식될 것이다. 타고난 재능의 우연성을 인정하지 않는 능력주의가 

더욱 심해져 관대함도 줄어들 것이다.”41)

샌델에 의하면 건강과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연적인 재능은 전적으로 그들 

자신의 행동의 결과라기보다는 좋은 운 때문이다. 만일유전공학으로 인해 유전적 제비뽑기의 

결과를 무시하고 운 대신 선택에만 중점을 두게 되면 인간의 능력이 주어진 선물이라는 개념

은 점차 설 자리를 잃을 것이고, 공동의 운명을 공유하는 존재로서 자신보다 불운한 사람들과

의 연대감이 줄어들 수 있다고 그는 우려한다. “성공은 능력과 미덕을 가진 자만이 쓸 수 있

는 왕관이며, 부자들이 부자인 것은 가난한 이들보다 그런 부를 누릴 자격이 더 있기 때문”이

라는 잘못된 믿음은 그렇지 못한 자들을 부적격한 존재로 여기게 만들고, 심지어 우생학적 교

정이 필요한 존재로 인식하게 만들 것이라며 강력히 경계한다. 덧붙여 세상에 맞추어 우리 자

신의 능력을 강화하려는 것은 세상에 대한 비판적 숙고와, 정치적･사회적 개선을 향한 충동도 

무디게 만든다고 그는 아래와 같이 지적한다. 요컨대, 우리가 지향할 바는 인간존재의 한계를 

관대하게 수용하는 정치･사회제도를 만들어 가능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라고 역설한다. 인간

강화 기술에 반대하는 논거로는 다소 우회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인간강화 기술에 맞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긍정하고 인권과 기본권을 더욱 중시해야 한

다는 취지에서 고려해 볼 만한 논거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본성에 맞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신 세상에 맞추기 위해 우리의 본성을 바꾸는 것이야

말로 사실 우리의 힘과 자율권을 잃어버리는 행동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 대해 비판적

41) 마이클 샌델, 앞의 책, 116-1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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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숙고하기 힘들어지며, 정치적･사회적 개선을 향한 충동도 무뎌진다. 우리는 새로운 유전학

적 힘을 이용해 ‘인간성이라는 뒤틀린 목재’를 똑바로 펴려고 하기보다는, 불완전한 인간존재가 

지닌 재능과 한계를 관대하게 받아들이는 사회적･정치적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42)

(2) 자유의지의 재발견: ‘주어진 선물’로서의 자유의지 

자, 그렇다면 인간강화 기술로 도덕적 인지능력을 향상시켜 자유의지의 발현을 도울 수 있

다고 가정한다면 형사책임과 관련해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해 필자는 

사이코패스 범죄자는 정상적인 도덕적 판단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신경적 기반이 유전적, 생

물학적으로 부족한 행위자이기 때문에 형법의 공정한 적용을 위해서는 이 점을 책임능력판단

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43) 즉, 우리가 행위자를 비난하는 것은 적법행위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를 결의했다는 점 때문인데, 사이코패스 범죄자는 다른 심신장

애자와 마찬가지로 법규범 준수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온전히 구비되어 있

지 않아 자유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 신경적 기반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인만큼 자유로

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공정하게 주어져 있다고 평가할 수 없고, 따라서 공정한 형법이

라면 그러한 심신장애자들에게 책임비난으로서의 형벌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찰해 보면, 만일 과학기술로 인해 자유의지가 강화될 수 있다면, 즉 ‘도덕

적 능력향상(moral enhancement)’44)이 기술적으로 가능해지면 이는 곧 도덕적 판단능력에 영

향을 주게 될 것이고, 결국 그러한 기술혜택을 받지 못한 자는 상대적으로 범법자가 될 위험

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결국 형법의 적용에 또 다른 ‘공정성’의 

문제를 가져온다. 기술적으로 능력이 강화된 행위자에 비해 그렇지 못한 행위자는 법규 준수

여부를 ‘공정한 여건 하에서’ 자유롭게 선택했다고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

러한 기술적 혜택이 실현되기 이전에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져 있는 자유의지에 의한 

‘공정한’ 선택상황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이, 그 이후에는 ‘불공정한’ 상황으로 변모한다는 것이

다. 결국 하버마스가 주장한 것처럼 유전자 조작으로 태어난 행위자는 타인과의 자유롭고 평

등한 균형적인 관계형성도 어렵게 될 것이라는 문제가 자유의지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범법자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는 강화인간들에 비해 환경적으로 불운해서 

기술적인 혜택을 받지 못했고, 따라서 나의 범행은 그들과 비교해 볼 때 불공정한 선택상황 

42) 마이클 샌델, 앞의 책, 124면.
43) 안성조, 현대 형법학 제1권(경인문화사, 2011), 555-621면 참조.
44) 도덕적 능력향상이란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Moral neuroenhancement: Any change in a moral agent, A, 

effected or facilitated in some significant way by the application of a neurotechnology, that results, or is 
reasonably expected to result, in A’s being a morally better agent.” 이에 대해서는 Brian D. Earp, Thomas
Douglas, and Julian Savulescu, Ibid., at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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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감면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정성’ 논변은 상기 논급한 샌델의 지적이 옳다면 그다지 본질적인 문제

가 되지는 못한다. 불평등한 부의 분배로 인한 공정성의 문제는 이를 시정하기 위해 공적인 

보조금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

는 인간강화 기술로 인한 윤리적 문제점으로부터 어떤 함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일까? 필

자가 보기에 마이클 샌델의 논변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고 생각한다. 유

전적 강화가 자유로운 선택능력과 관련해 불공정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은 우리가 

범법자가 되지 않고 법질서의 테두리 내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도 전적으로 자신만의 

노력과 힘으로 이뤄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45) 굳이 형법적 관점에서 판단하지 

않더라도 일반인은 범법자에 비해 성공한 삶을 누리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성공이 오로지 자신의 노력과 의지의 결과라고 보는 관점은 틀렸다는 점을 상기 논급한 윤리

적 쟁점으로부터 도출해 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우리가 온전히 자유의지를 행사하고 도덕적 

품성을 잘 유지하며 모범적인 수범자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점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그러한 능력과 성취는 ‘좋은 운’의 영향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라고 하여 범법자에 비해 더 나은 사회･경제적 지위나 이익의 기회를 향유할 도덕적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모두가 이처럼 선택하지 않은 것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의 운명을 타인과 공유할 이유를 갖게 된다고 샌델은 말한다. 즉, 일반

인은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상대적으로 자유의지의 발현능력이 적게 태어나 범법자가 된 

사람들과 자신의 성공의 수확물을 공유할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의무를 

롤즈가 말한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이념으로부터 나오는 귀결로 해석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범법자들과 성공의 수확물을 공유할 수 있을까? 여러 다양한 방법

이 강구될 수 있겠지만,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세

금으로 교정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수형자 처우를 인도적 관점에서 향상시키는 방법일 

것이다. 이것은 바로 인간의 존엄성을 행형이론과 실무적으로 실현하는 중요한 방안이 된다. 

45) 이러한 관점은, 잘 알려져 있듯이 원래 롤즈로부터 유래한 것이다. 롤즈에 의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적 능력과
재능은 물론 심지어 노력하려는 의지(willingness to make an effort)조차도 행복한 가정이나 사회적 환경과 같은
우연적 요소의 영향을 받는다. “The extent to which natural capacities develop and reach fruition is affected by
all kinds of social conditions and class attitudes. Even the willingness to make a effort, to try, and so to be
deserving in the ordinary sense is itself dependent upon happy family and social circumstances.”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Within the limits allowed by the background arrangement, distributive shares are decided by the
outcome of the natural lottery; and this outcome is arbitrary from a moral perspective.” 즉 그러한 재능과 노력
의 결과 역시 도덕적 관점에서는 임의적이라는 것이다. John Rawls, Theory of Justice (Harvard Univ. Press,
2001), at 64. 롤즈의 이러한 생각을 ‘평등지향적 자유주의 정의론’으로 규정하며 지지하는 견해로는 김도균, “한국
법질서와 정의론: 공정과 공평, 그리고 운의 평등”, 서울대학교 법학 제53권 제1호, 2012, 385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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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맥락에서 한인섭 교수의 다음과 같은 지적은 새롭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헌법상의 근본가치로 선언할 때, 그 존엄과 가치에 합당한 대우

란 무엇인가에 대한 사회전체의 합의의 수준만큼 교정의 수준도 결정될 것이다. 때문에 교정분

야에서 계몽의 노력은 궁극적으로는 사회전체의 계몽의 문제로 직결된다.”46) 

Ⅳ. 인간의 존엄과 책임원칙

1. 인간 존엄성의 도덕적 토대와 실천적 의미

인간은 존엄하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모든 인간은 동등하게 존엄하다. 이 명제는 실천이

성의 관점에서 사실 지극히 자명한 사실이어서 별도의 근거지음이 불필요하지만,47) 굳이 근

거를 제시해 본다면 무엇보다도 인간은 실천이성에 의해 자율적인 가치판단을 내릴 수 있는 

존재라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우선 인간은 모든 가치를 규정하는 보편적 도덕

법칙을 수립해 자신에게 부과할 수 있는 존재라는 점에서 다른 자연적 존재들보다 존엄한 지

위를 갖는다. 다음으로 한 인간이 내린 도덕적 판단을 가치있다고 여기는 것은 그 판단의 주

체인 인간의 합리적 능력에 대한 존중이 없으면 존립할 수 없기 때문에48) 모든 도덕적 인격

체는 존엄성을 지니며, 이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존중을 요청하는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만일 그러한 실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부

족한 인간은 덜 존엄한 인간인가? 이에 대해 롤즈의 계약론적 정의론이 답변을 마련해 줄 수 

있다. 그의 원초적 입장(original position)49)을 따라서 해석해 보자면, 무지의 베일 하에서 계약

당사자들은 자신이 그러한 불리한 사정에 처해 있는 자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모든 인

간은 동등하게 존엄하다는 정의원칙에 합의할 수밖에 없다. 근거지음의 방식만 상이할 뿐 상

기 제시된 논거들은 상호 결합하여 모든 인간은 동등하게 존엄하다는 명제의 의미를 여러 관

점에서 잘 해명해 준다.

46) 한인섭, “한국 교정의 딜레마와 당면과제”, 서울대학교 법학 제40권 제1호, 1990, 330면. 교도소는 흔히 인권의 사
각지대로 불린다. 동 문헌은 다양한 차원에서 교정현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47) 이러한 맥락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일종의 ‘중첩적 합의(overlapping consensus)’를 획득하고 있다고 보기도
한다. 이러한 입장으로는 이준일, 인권법 (홍문사, 2017), 2면. 중첩접 합의에 대해서는 John Rawls, Ibid., at 340;
정태욱, 자유주의 법철학 (한울아카데미, 2007), 54면 참조.

48) 이러한 논변으로는 Oliver Sensen, Kant on Human Dignity (Walter de Gruyter, 2011), at 75-76.
49) 원초적 입장에 대해서는 John Rawls, Ibid., at 15-19; Will Kymricka/박정순 역, “사회계약론의 전통”, 사회계약론
연구(철학과 현실사, 1993), 22면 이하. 마이클 샌델은 사회계약의 가상적 합의가 어떻게 실천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롤즈의 원초적 입장이 분명한 해답을 내놓고 있다고 본다.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와이즈베리,
2009), 213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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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인간이 존엄하다는 것은 실천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인간

의 존엄은 다음과 같은 실천적 의미를 갖는다고 여겨진다. 첫째, 인권 등 권리를 산출하는 기

초가 되고, 둘째, 결코 박탈될 수 없는 인간고유의 속성이며, 셋째, 타인에 대한 존중의 기초

가 되며, 넷째, 다른 가치나 권리와의 비교나 형량이 불가능한 우월적 성격을 지니며, 다섯째, 

모든 인간에게 동등하게 인정되고, 여섯째, 범문화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 개념이다.50)

특히 법적인 맥락에서 인간의 존엄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간략하게 일별해 보자

면, 우선 상당수 국제인권문서에 비추어 보면 오늘날 인권담론에서 인간의 존엄은 인권의 토

대가 되며, 인권51)을 정초하는 역할을 한다. 헌법적 맥락에서는 인간의 존엄이 크게 ‘헌법적 

가치’와 ‘주관적 권리’라는 두 측면에서 이해된다. 전자는 권리의 내용과 범위를 정하고 권리

제한의 기준을 결정하고 해석하는 근거가 되고, 후자는 다양한 의미를 지니는데, 우선 ‘타인

을 존중할 것을 명령하는 권리’라는 극히 형식적인,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은 권리로 보기도 

하고, 고문금지 등 인간성 그 자체에 대한 경멸의 형태의 권리침해를 비난하고 금지하는 권리

로 보기도 하며, 모든 세분화된 기본권을 아우르는 ‘포괄적 권리’로서 인권시스템의 불완전성

을 보충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이해되기도 한다.52) 

2. 형법과 인간의 존엄: 형법해석의 지도원리로서의 인간존엄

그렇다면 형법적 맥락에서는 인간의 존엄이 어떠한 의미를 지닐 수 있을까? 우선 대부분

의 개인적 법익에 대한 범죄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침해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을 구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법익과 국가적 법익에 대한 침해를 

금지하는 대부분의 형벌법규들도 공동체적 가치를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각 개인의 자

유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간접적으로 인간의 존엄을 구현한다. 요컨대 형

벌법규는대부분 기본적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구현하는 역할을 한다.

죄형법정주의 그 자체도 인간의 존엄성을 형법에서 구현해 내기 위한 제도적 장치임은 명

백하다. 하지만 형법적 맥락에서 인간의 존엄을 구현하는 보다 적극성을 요구하는 방식은 죄

형법정주의가 ‘형법해석의 지도원리’로서 해석자에 의해 적용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주

지하다시피 죄형법정주의의 제원칙은 인권을 보장하고 자의적 형벌권 행사를 억지하는 기능

을 한다. 그러므로 유추금지나 소급효금지와 같은 세부원칙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인

50) 손제연, 법적 개념으로서의 인간존엄,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논문, 2018, 5면 이하 참조.
51) 인권에 대해서는 한인섭, 100년의 헌법(푸른역사, 2019), 215면 이하; 박찬운, 자유란 무엇인가 (지혜와 지식, 2017),
6면 이하 참조.

52) 법적 맥락의 인간존엄의 의미에 대한 분석으로는 손제연, 앞의 논문, 47-8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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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존엄을 구현하는 행위가 된다. 

이외에도 동등한 인간의 존엄성이란 이념에 비추어서 해석할 때 실질적인 결과의 차이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체포･감금죄의 객체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최광의의 해석은 

명정자, 수변자, 정신병자는 물론 유아도 본죄의 객체가 된다고 하나, 최협의의 해석은 현실적

으로 행동의 의사가 없는 대상은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없으므로, 상기 대상은 모두 본죄의 객

체가 되지 못한다고 해석한다. 이에 대해 통설은 자연적, 잠재적 의미에서 행동의 의사를 가

질 수 있는 정신병자, 명정자, 수면자는 본죄의 객체가 되나, 이전의 자유를 갖지 못하는 유아

는 객체에서 제외된다고 본다. 통설의 태도는 일응 타당해 보이나 우리가 동등한 인간의 존엄

성이란 이념에 비추어 볼 때, 사형수이건, 정신병자이건, 유아이건 동등하게 존엄한 인간으로 

대우받아야 함은 자명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들에 대한 권리침해는 형법으로 금지되어

야 하며, 이런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유아라 하더라도 본죄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고 해석할 이

유는 없다고 본다. 이 점은 명예훼손죄의 해석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유아도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과 비교해 보더라도 쉽게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이란 이념

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더해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포괄적인 해석원리’로 이해할 수 

있다면, 개별 구성요건의 해석에 있어서 동 원리가 존중되도록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

의 존엄성이 기본권을 아우르는 ‘포괄적 권리’로서 인권시스템의 불완전성을 보충하는 최후

의 수단으로 이해될 수 있다면, ‘포괄적 해석원리’로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관련 사례를 하나 더 논급해 보자면, 최근 대법원이 성범죄나 성희롱과 관련하여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할 것을 요구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는바, 이는 곧 동등한 인간의 존엄을 하나의 

해석원리로 채택하고자 하는 시도로 보여진다. 대법원은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

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

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

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는 판단 하에 “강간죄가 성립

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

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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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

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53) 마찬가지로 대법원

은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 하에54) 

“원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해자가 교수이고 피해자가 학생이라는 점, 성

희롱 행위가 학교 수업이 이루어지는 실습실이나 교수의 연구실 등에서 발생하였고, 학생들의 

취업 등에 중요한 교수의 추천서 작성 등을 빌미로 성적 언동이 이루어지기도 한 점, 이러한 

행위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온 정황이 있는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우리 사회 전체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심리･판단

하였어야 옳았다.”고 설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일관된 입장에 비추어 보면, 법원이 성범죄나 

성희롱 사건을 심리할 경우 성인지 감수성을 활용해야 하며,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

니라 피해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

로 보인다. 이에 대해 혹자는 ‘평균적인 일반인’이라는 기준이 더 공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

만 대법원은 이에 대해 원심이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

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부분은 수긍할 수 없는데, 

“이는 자칫 법원이 성희롱 피해자들이 처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은연중에 가해

자 중심적인 사고와 인식을 토대로 평가를 내렸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적절하지 않

다.”고 한다. 다시 말해 성인지 감수성이 없는 판결은 ‘가해자 중심적인 사고’로서 비춰져 불

공정하다는 평가를 받을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55)

요컨대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성희롱･성범죄 “피해자가 처해있는 특

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고, 이로부터 ‘피해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

적인 사람의 입장’이라는 기준도 도출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여러 반론도 제기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다시 롤즈가 말했던 ‘원초적 입장’으

로 돌아가 보자. 롤즈에 의하면 바로 이 입장으로부터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차등원칙이 나온

53)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54)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55) 성인지 감수성과 약간 다른 측면이지만, 남녀 간의 각기 다른 성심리(different sexual psychology)를 고려할 때,

‘합리적 인간’ 기준보다는 ‘합리적 여성’ 기준이 성희롱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더 합당하다고 논증하고 있
는 글로는, 안성조, 대학 내 교수 성희롱의 법제도적 방지책 수립을 위한 시론, 한양대학교 법학논총 제33집 제2
호, 2016, 120-12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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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울러 이를 인권담론에 적용해 본다면 앞서 논급한 바와 같이 ‘동등한 인간의 존엄’이란 

원칙도 도출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원초적 입장은 ‘포괄적 해석원리’로서의 인

간의 존엄이라는 관점에서 무엇을 말해주는가? 우리가 성별, 계층, 인종, 국적, 종교, 가치관 

등 모든 우연적이고 임의적인 요소를 제거한 ‘무지의 장막’ 하에서, 말 그대로 ‘원초적으로 평

등한 위치’에서 집단생활을 지배할 원칙을 정하기 위해 모인다면 대법원에서 다투어진 쟁점

들과 관련해 어떠한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인지 추측해 볼 수 있다. 물론 롤즈의 정의론은 사

회의 기본구조에 관한 것으로서, 주로 권리와 의무, 소득과 부, 권력과 기회의 배분방식에 관

한 것이지만 형벌권의 행사 역시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한 축이라 할 것이므로 여기에도 그

의 ‘원초적 입장’을 적용해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근대형법의 구상에 따

르면 형벌은 타인의 법익, 즉 권리와 자유를 침해할 경우에만 투입되어야 한다.56) 그렇다면 

우리가 공정한 형벌권 행사를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 그러한 법익침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

는지 보편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하는바, 바로 이 지점에서 ‘원초적 입장’이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과연 언제 법익침해가 발생했는지, 실은 어떤 경우에는 견해가 불일치할 수 있

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상호 ‘관점의 교환’ 즉 가설적으로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봄으로써 타

인의 권리와 자유가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겠지만, 당사자의 관점의 차이가 쉽

게 줄어들지 않는 경우, 대표적으로 성희롱 사례의 경우에는 보다 공정한 위치에서 법익침해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바로 원초적 입장이 우리를 그러한 위치에 설 수 있게 해

준다. 이 입장에서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베일에 가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

리는 성별을 막론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활용해 피해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고, 그러한 가설적 추론을 통해 ‘평균적 피해자 여성’의 입장이 되어볼 수 있으며, 성

적 자기결정권이 얼마나, 어떻게 침해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사고과정을 

통해 우리는 가해자를 비난할 수 있고,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질 수 있게 된다. 이 

일련의 과정은 ‘포괄적 해석원리’로서의 인간의 존엄이 적용되는 한 방식일 것이다. 

포괄적 해석원리로서 인간의 존엄을 고려한다면, 이는 책임원칙과는 어떠한 관련을 맺을 

수 있을까? 상기 대법원 판례의 경우 ‘평균적 일반인’ 기준에서 사안을 바라보면, 법원 스스로

도 ‘가해자 중심적 사고’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계하고 있다. 이는 곧 가해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게 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성인지 감수성’을 활용해 사안을 판단하는 태도는 원초적으로 

평등한 입장에서 동등한 인간의 존엄을 고려한다는 의미가 되고, 결과적으로 길을 잃고 있는 

행위자의 책임을 목적지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인간의 존

엄’을 해석원리로 고려하는 것은 곧 ‘책임원칙’을 ‘공정하게’ 적용하는 형법해석 방법론이 된

56) 이 점에 대해서는 이상돈, 형법의 근대성과 대화이론 (홍문사, 199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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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빌 게이츠나 마이클 조던처럼 사회･경제적인 지위와 타고난 재능을 많이 가진 사

람일 수도 있고, 종업원을 고용하는 입장이나 학생을 가르치는 입장에 놓일 수도 있다. 하지

만 그와 정 반대의 처지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사회를 지도하는 ‘정

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편적 합의를 원한다면 원초적으로 평등한 입장에서 형벌권 행사

의 기준점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 이는 ‘정의로운 형법과 형사실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늠하는 과정에서 유의미한 작업이 될 것이다. 

3. 인간존엄성의 구현원리로서의 책임원칙

우리는 앞서 자유의지의 존재가 비단 도덕적 맥락에서 요청될 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지지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자유의지의 존재는 형벌과 책

임비난의 전제조건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즉 적법하게 행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

고 불법을 결의한 데 대한 도덕적 비난이 가능하려면 행위자에게 자유의지가 온전히 구비되

어 있을 것이 요청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정당한 처벌과 도덕적 비난은 도덕적 죄책(guilt)을 

함축하고, 죄책은 도덕적 책임(responsibility)을 함축하며, 도덕적 책임은 자유를 함축한[다]”는 

규범적 판단57)이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적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형벌이 단지 결과책임

주의에 머물지 않고 “책임 없이는 형벌 없다”는 책임원칙에 부합되는 정당한 형벌이 된다고 

여겨진다. 이는 오늘날 별다른 큰 이견 없이 거의 확고하게 정립되어 이론적, 실무적으로 명

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수용되고, 통용되고 있는 생각과 신념으로 형법(학)은 물론 법학일

반의 존립기반이자, 대원칙이며, ‘정의로운 형법’을 위한 토대가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책임원칙은 형법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을 가장 직접적으로 구현하는 

원칙이라 말할 수 있다. 형법학자이자 법철학자인 아르투어 카우프만은 “책임원칙은 인간의 

자유와 유책성을, 그러므로 인간의 존엄성을 진지하게 생각한다. 바로 이런 근거에서 책임형법

보다 더 인간적이고 자유주의적인 형법은 존재하지 않는다.”58)고 말한다. 전술한 바처럼 책임

원칙은 자율적 인간을 전제한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책임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 내재하는 

원리인 동시에, 국민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스스로의 책임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것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0조의 취지로부터 도출되는 원리이다.”59)라고 판

57) 이 점에 대해서는 P.F. Strawson, “Freedom and Resentment”, in: Free Will (Hackett Publishing Company,
2009), at 149.

58) 아르투어 카우프만/김영환 역, 앞의 글, 4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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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바 있다. 이 판례는 앞서 수차례 논급한 바와 유사한 방식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성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천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행위자는 합리적 이성에 의해 행위의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 있고,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엄한 존재이

기 때문에, 형벌은 그 책임이 인정될 때에만, 혹은 그에 비례해서만 부과되어야 한다는 것이 

형법상 책임원칙의 요체이다. 이처럼 책임원칙은 인간의 존엄을 구현하는 대원칙이라 할 수 있

으며 그렇기 때문에 범법자라 하더라도 그 비난의 정도에 비례하여 책임을 묻고, 동일한 수준

의 자율성을 갖춘 행위자라 하더라도 부수사정의 정상성 등 비난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책임판

단을 달리 하며, 책임능력이 결여된 자의 책임은 면제해 주고, 사형수나 흉악범이라 하더라도 

동등한 배려와 존중을 받는 인간으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요청이 나온다.

요컨대, 우리가 자유의지를 긍정할 수 있고, 이로부터 인간의 자율성을 신뢰할 수 있는 이

상 인간의 존엄성이란 이념과 가치는 시대불변의 가치로 남을 것이며, 책임원칙은 이를 구현

하는 형법상의 대원칙으로 자리매김되어 왔듯이,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Ⅴ. 맺음말

필자는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칸트-센델 명제의 한계를 지적했고 자유의지의 존부에 대한 

과학적 문제제기에 대해 적절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음을 보였다. 형법이 보편도덕에 기초해

야 한다면, 과학적으로도 이해될 수 있는 규범이어야 함을 입론해 보고자 하였다. 고대는 물

론 중세에도60) 인간에게 과연 의지의 자유가 있는지 여부를 놓고 수많은 논쟁이 벌어져 왔고, 

근대 이후 과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라플라스61)처럼 과학적 관점에서의 결정론을 제시하는 

견해가 자유의지 담론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과학

자들의 ‘양심’은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이번에는 ‘도덕체계의 진실성’을 과학적으로 해명하기 

위한 시도를 하기 시작했다. 필자는 그러한 선행연구 중에서 대표적인 신경과학적, 이론물리

학적 연구를 제시해 봄으로써, 현대 과학의 입장이 결코 결정론적인 방향으로만 편향되어 있

지는 않으며, 의지의 자유를 과학적으로 뒷받침하는 견해도 상당한 수준의 논거와 설득력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어느 쪽이 옳은지, 아직 완전히 판가름할 수 있는 단계는 

59) 헌법재판소 2007.11.29. 2005헌가10.
60) 중세의 자유의지 논쟁에 대해서는 홍기원, 법에 있어서 자유의지와 책임 (터닝포인트, 2018), 11면 이하 참조.
61) 18세기에 활동했던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천문학자로 그는 우리의 지성이 우주만물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전지하다면 천체의 움직임은 물론 작은 원자의 움직임까지도 하나의 공식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 가설에 의하면 자유의지는 설 자리를 잃는다. 그가 말한 전지전능한 지성을 라플라스의 악마(Laplace’s Demon)
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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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겠지만, 우리가 과학자들의 그러한 도덕적 열망에 깊은 연대감과 찬사를 보낸다면, 앞으

로 더욱 정치한 연구성과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하고 희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하버마스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우리의 삶이 살만한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도덕이 

작동하는 삶의 형식 속에 놓여있기 때문일 것이다. 자유가 존재하고 보호받는 그러한 도덕체

계 내에서만 인간의 존엄성은 빛을 발한다. 우리가 진정 존엄한 인간으로서 삶을 영위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지닌 형법의 모습도 도덕적이어야 하며, 이는 곧 책임원칙의 철저한 관철을 

통해 인간의 존엄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형법이 개선되어야 함을 뜻한다 할 것이다. 인간의 존

엄에 기초한 이러한 프로젝트는 사실 오늘날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자유주의 이념에 의해 지

도되고 있기도 하다.62) 이러한 맥락에서 아르투어 카우프만이 남긴 말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나는 실질적인 책임형법의 이념을 포기하지 말 것을 단호하게 경고하는 바이다. 왜냐하면 책임

사상과 함께 희생되는 것은 다름 아닌 형법의 자유주의 이념이기 때문이다.”63)

 

62) 물론 공동체주의적 형법관을 지녔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의미는 전혀 퇴색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서 류전철, 공동체주의 관점에서 형법이론의 새로운 구성을 위한 시도, 형사정책 제26권 제2호, 2014; 김정연,
공동체적 가치와 형사책임에 관한 논의–공동체주의적 책임에 대한 예비적 고찰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22권 4호, 2018 참조.

63) 아르투어 카우프만/김영환 역, 앞의 글, 28-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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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종 구

조선대학교 교수

Profile

김종구는 연세대 법대와 대학원에서 수학하였으며, “간접정범의 성립범위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박사학위 취득 시까지는 주로 독일형법이론에 관

심을 두고 연구하였으나, 미국 텍사스대(U of Texas-Austin) 로스쿨에서 미국법을 공

부하고 법학석사학위(LL.M.)를 취득한 후 미국 형사법 연구에 관심을 두고 있다. 미

국 버클리대(UC Berkeley) 로스쿨에서 방문학자로 미국 형사소송법과 증거법을 연

구한 바 있으며, 영미법계와 대륙법계를 융합한 한국 형사법 고유의 이론체계를 연

구의 화두로 삼고 있다. 저서로는 “한국 형사법의 역사 속 영미법”(세종도서)이 있

으며, 미국의 형법, 형사소송법, 증거법, 형사정책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현재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학장으로 재직 중이며, 미국 뉴욕주 변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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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안전이라는 공탁물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형벌은 그 자체가 부정의한 

것이다. 주권자가 신민을 위해서 확보한 안전이 신성하고 불가침할수록, 그리고 주권자가 신민

에게 남겨놓은 자유가 크면 클수록 형벌은 더욱 정당한 것이 된다.”1)

Ⅰ. 머리말

종래 형사제재수단은 자유형과 벌금형을 큰 축으로 하였다. 범죄의 종류나 범죄자의 특성

과 관련 없이 획일적으로 자유형과 벌금형이 기본이 되었다. 특히, 구금형은 거의 모든 범죄

에 대한 기본적인 제재수단이었다. 그러나,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구금형

을 제재수단으로 하는 것은 기이해 보이기까지 한다.2) 범죄의 종류와 범죄자의 특성은 실로 

다양하며, 단순한 자유형과 벌금형의 두 가지 제재수단으로 이에 대처할 수는 없다.

근래, 새로운 형태의 형사제재수단들이 입법되었다. 범죄자 신상 등록 및 공개제도(sex 

offender registration and notification), 전자감시제도(electric monitoring), 화학적 거세제도(chemical 

castration), 성범죄자 취업 제한(employment restrictions)과 주거 제한(residence restrictions) 등이 

그것이다. 모두 미국에서 유래한 억제(deterrence)와 무해화(incapacitation)에 기초한 중벌주의

((punitivism) 형사정책에 기초한 것들이다.3) 이들 제도들이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 

1) 체자레 벡카리아/이수성･한인섭(역), 범죄와 형벌, 지산, 2002, 37면.
2) 범죄의 성질과 처벌의 성질 사이에는 대응관계가 필요하고, 개개 형벌은 각 범죄의 개별적인 성질로부터 안출되어
야 할 것인데, 18세기 이후 감금이 처벌의 본질적이고 획일적인 형태가 되었다는 논의에 대해서는 미셸 푸코/오생
근(역), 감시와 처벌 - 감옥의 역사, 나남출판, 1996, 162-168면 참조.

3) 최근 국내의 입법 경향은 미국의 법제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이다. 미국에서는 197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점증
하는 범죄율로 치료(treatment)와 교정 및 재사회화(rehabilitation)를 기조로 하는 형사사법정책에 의문이 제기되면
서, 1980년 대 이후 억지(deterrence)와 무해화(incapacitation)를 기조로 하는 엄벌주의(punitivism) 형벌정책이 등장
하게 되었다(David Shichor, “Three Strikes as a Public Policy: The Convergence of the New Penology and the
McDonaldization of Punishment”, Crime & Delinquency Vol. 43 (1997), 471면). 최근 중벌주의 입법 경향에 대한
비판적 관점으로는 김태명, “최근 우리나라의 중벌주의 입법경향에 대한 비판”, 형사법연구 제24권 제3호, 2012, 121
면 이하; 이재석, “형법의 중벌화(重罰化) 입법경향에 관한 비판적 고찰”, 법학연구(한국법학회) 제44권, 2011, 199면
이하. 독일에서 야콥스(Jakobs)에 의해 주장된 적대형법(Feindstrafrecht)도 엄벌주의 경향을 반영한 것이다. 적대형
법이론에 대해서는 최성진, “현대사회에 있어서 형법의 이원화 경향 : Jakobs의 적대형법 구상을 예로 하여”,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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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 가쁘게 미국으로부터 우리법제에 쏟아져 들어왔다. 이들 제도는 모두 형집행 이후 추가적

으로 시행되는 제재수단(post-incarceration sanctions)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4) 미국의 제

도 중 삼진아웃법(three strikes and you are out law) 정도만 아직 도입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제도는 국내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인간의 존엄(human dignity) 및 기본권

(fundamental rights)의 침해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다. 현행 헌법은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여기의 인간

에는 당연히 범죄자도 포함된다. 헌법상 프라이버시권, 신체의 자유, 직업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이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다. 범죄자에게 이들 기본권의 향유는 일정 부분 제한될 수

밖에 없지만, 이들 기본권의 제한이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며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막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5)

자유형과 벌금형이라는 획일적인 형사제재수단으로 다양한 범죄현상에 대처하기는 어렵

다. 개별 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제재수단의 다변화도 필요하다. 제재의 적용 대상이 일반인이 

되는 경우뿐 아니라, 개별 직업군과 직종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형태로 제재의 다양화

도 필요하다. 하지만, 형벌의 목적은 무엇인지, 교육과 재사회라는 형벌정책의 기본이념은 폐

기해야 하는지, 통제와 무해화가 우리의 형벌정책의 방향이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이다. 형집행 종료 후에 부과되는 제재수단이 또 다른 형사처벌은 아닌지도 신중히 살펴보아

야 한다. 또한 외국의 법제를 도입할 때는 입법의 배경을 검토하여 과연 타당한 법제인가를 

면밀히 검토한 후 도입해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 형벌정책과 인간의 존엄의 문제를 검토하고, 개별적으로 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전자감시제도, 화학적 거세제도, 직업제한,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을 인간의 존엄과 재사회화

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정책연구 제21권 제3호, 2010, 282면 이하 참조.
4) Richard G. Wright, “Sex Offender Post-Incarceration Sanctions: Are There Any Limits?”, Wright Macro 1
3/5/2008, 17면 이하; James J. Prescott, “Portmanteau Ascendant: Post-Release Regulations and Sex Offender
Recidivism.” Conn. L. Rev. 48, no. 4 (2016), 1035면 이하.

5) Chiraag Bains, “Next-Generation Sex Offender Statutes: Constitutional Challenges to Residency, Work, and
Loitering Restrictions”, 42 Harv. C.R.-C.L. L. Rev. 483 (2007), 485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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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인간의 존엄과 형벌정책

1. 인간의 존엄과 형법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간 존엄’(human dignity)이라는 개념6)은 철학적 사유의 개념을 넘

어서 현실의 법 영역으로 편입되었다. ‘인간 존엄’의 존중은 처음에 국제인권법의 규범으로 

들왔으나, 이제 많은 나라에서 헌법 등 국내법의 규범을 구성하고 있다. 이제 ‘인간 존엄’은 

국제법 및 국내법의 법규범이 되어 있는 것이다.7) 

현행 헌법은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여기의 인간에는 당연히 범죄자도 포함된다. 헌법상 프라이버시

권, 인격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직업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이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

다. 범죄자에게 이들 기본권의 향유는 일정 부분 제한될 수밖에 없지만, 이들 기본권의 제한

이 이중처벌금지원칙이나, 평등권, 인격권,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막고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human dignity)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검

토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8)에 따르면, 인간의 존엄은 “모든 기본권의 종국적 목적이자 기본이념”이다. 

즉, 인간의 존엄이 기본권의 이념적 기초이며 기본권 운영의 지도원리가 된다는 것이다. 또한 

존엄은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까지도 보장하도록 요구하는 하는 근거가 된다. 

존엄은 헌법에 열거된 기본권과 아직 기술되지 않은 기본권의 근거가 되는 것이며, 기본권의 

최종 이념적 목표지점이다.9)

따라서 형법상 구성요건의 설정과 처벌의 범위를 정하는데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그 한계 설정의 기준이 될 것이다. 형사사법 개혁(criminal justice reform)의 논의에서도 인간의 

존엄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며, 근래 도입된 다양한 형태의 형사제재수단도 개인

의 존엄과 가치 및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다. 인간의 

존엄은 형사제재수단의 위헌성 및 합헌성 두 측면에서 모두 원용될 수 있다. 사형이나 다양한 

형사제재수단이 범죄자의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일 수 있으나, 한편으로 침해된 

피해자의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일 수 있다. 분명, 범죄자는 피해자의 인

6) 인간 존엄(Human Dignity)의 개념에 대해서는 Tatjana Hörnle/Mordechai Kremnitzer, “Human Dignity As A
Protected Interest in Criminal Law”, 44 Israel Law Review 143 (2011), 145면 이하 참조.

7) 이상수,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통해서 본 인간존엄의 의미 - 존엄개념의 과용과 남용”, 서강법률논총 제8권 제1호,
2019, 113면; 손제연, 법적 개념으로서의 인간존엄, 서울대 대학원 법학박사 학위논문, 2018 참조.

8) 헌재 2010. 2. 25. 2008헌가23.
9) 이상수, 앞의 논문, 1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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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한 것이지만, 형벌을 응보로만 이해하지 않는다면 형사제재에서 범죄

자의 인간 존엄과 가치는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는 없을 것이다. 

2. 형벌의 위헌성 판단기준과 인간의 존엄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범죄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인정되어

야 한다. 형벌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항상 고려되어야 한다.10) 헌법재판

소는 헌법 제10조에 따라 형벌의 위협으로부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런 

관점에서 과도한 형벌이나 다른 형벌과 비교하여 균형이 맞지 않는 경우 헌법 제10조 위반으

로서 위헌이 된다고 판단한다. 헌재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 기본원리의 위

배 여부를 형벌 등 형사제재수단의 합헌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11)

미국 수정헌법 제8조가 비정상적이고 잔인한 형벌(unusual and cruel punishment)을 금지하

는 것도 인간의 존엄(human dignity)과 가치에 반하기 때문이다.12) 형벌이 본래 잔인한 것인가

(inherently cruel) 여부의 판단기준으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인간의 존엄성(dignity of man)을 침

해했는지 여부이고, 이것이 수정헌법 제8조의 기저에 있는 기본 개념이다. 미연방대법원은 처

벌이 본래 잔인한 것인가를 판단하는데, 먼저 인간의 존엄을 침해했는가를 살핀다. 다음으로

는 변화하는 공서양속기준(evolving standards of decency)13), 불필요하고 자의적인 형벌 부과인

지(unnecessary and wanton infliction of pain)14) 그리고 사형, 사지절단형 또는 화학적 거세처

럼 야만적인 형벌수단을 사용하는지가 판단기준이 된다.15) 또한 형벌이 비례의 원칙

(proportionality principle)에서 크게 벗어난 경우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이 될 수 있다.16) 

우리 헌법재판소와 미국 연방대법원 모두 형벌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할 때 인간의 존엄성 

침해 여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우리가 형사사법개혁의 과정에서 새로운 형벌수단 또는 형

10) Stephen J. Wermiel, “Law and Human Dignity: The Judicial Soul of Justice Brennan”, 7 Wm. & Mary Bill
Rts. J. 223 (1998); 이부하, “인간의 존엄 개념에 관한 헌법이론적 고찰 - 독일 헌법학이론을 분석하며 -”, 성균관
법학 제26권 제2호, 2014, 1면 이하; 심재우, “인간의 존엄과 법질서 - 특히 칸트의 질서사상을 중심으로 -”,법학
행정논집(고려대 법학연구원), 제12권, 1974, 103면 이하.

11) 헌재 2014. 11. 27., 2014헌바224 등 참조.
12) Kevin M. Barry, “The Death Penalty & the Dignity Clauses”, 102 Iowa L. Rev. 383 (2017), 392면 이하 참조.
13) 미국 수정헌법 8조의 해석과 변화하는 공서양속 기준(Evolving Standards of Decency)에 대해서는 류성진, “미성
년 범죄자와 미국 수정헌법 8조 해석의 확장 -미국 연방대법원의 Graham v. Florida 사건이 가지는 의미-”, 외법
논집 제37권 제1호, 2013, 58면 이하.

14) 억제(deterrent), 무해화(incapacitative) 또는 재사회화(rehabilitative)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들이다.
15)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John F. Stinneford, “Incapacitation through Maiming: Chemical Castration, the Eighth

Amendment, and the Denial of Human Dignity”, 3 U. St. Thomas L.J. 559 (2006), 563면 이하 참조.
16) Coker v. Ga., 433 U.S. 584, 592 (1977). 강간죄에 대하여 사형을 부과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서 현저히 벗어난
과도한 처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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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재수단의 도입을 논할 때도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항상 논의의 출발점이자 궁극

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3. 인간 존엄과 형사사법개혁

형사사법개혁(criminal justice reform) 논의에서 형벌정책(penal policy)의 방향을 어떻게 설

정할 것인가는 항상 중요한 문제이다. 근래 엄벌주의의 경향(punitive turn)17)은 형기 만료 후 

출소하는 범인에게도 다양한 형태의 제재(post-incarceration sanctions)를 낳고 있다.18) 이들 제

재수단이 형벌인가 보안처분인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닌가, 헌법상 기본권

의 침해는 없는지 문제되고 있다. 

기존의 엄벌주의 형사정책의 방향과 달리 근래 미국에서는 인간의 존엄에 기초한 형사사

법개혁의 움직임도 보인다. 2017년 미국 켄터키주는 재소자들이 출소 후 취업을 더 쉽게 하도

록 하고, 수감 중에 일반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하였다.19) 이 법은 전과로 인

한 전문자격증 취득 제한을 없앴다. 또한 사기업체가 재소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형사

사법 개혁의 방향은 무해화와 격리를 통한 엄벌주의가 아니라 재소자의 교육과 재사회

(rehabilitation)20)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인간의 존엄은 형벌정책의 기본 이념이 되어야 한다. 형사제재는 인간을 존중하고 사회복

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형사제재가 범죄자의 반항심이나 절망감만을 불어 일으

킨다면 오히려 재범을 촉진할 수도 있다. 형기 만료 후 부과되는 다양한 형태의 제재가 오히

려 범죄 예방의 효과를 저해할 수도 있다. 법과 국가제도는 결국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실현

을 위해 있는 것이며, 법치국가의 최고의 법가치는 ‘인간의 존엄성’이어야 한다.21) 여기에서 

인간 존엄성은 피해자와 일반 국민뿐 아니라 범죄자의 그것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다.

인간의 존엄을 구현하는 형사사법개혁과 형벌정책(penal policy)은 범죄예방의 효과적인 정

책적 수단이 될 수 있다. 엄벌주의의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처벌 위주의 

형사정책이 문제 해결의 방안이 될 수는 없다.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형벌

정책이 범죄자의 원만한 재사회화를 통해 재범율을 낮출 수 있다. 범죄자 신상공개, 전자발찌

부착명령, 화학적 거세, 직업 및 거주의 자유 제한이 오히려 범죄자의 재사회화의 의욕을 꺾

17) 엄벌주의에 대해서는 추지현, “엄벌주의 보편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연구의 동향과 쟁점”, 형사정책연구 제28권
제2호, 2017, 156면 이하 참조.

18) Richard G. Wright, “Sex Offender Post-Incarceration Sanctions: Are There Any Limits”, 34 New Eng. J. on
Crim. & Civ. Confinement 17 (2008) 참조.

19) https://erlc.com/resource-library/articles/what-human-dignity-has-to-do-with-criminal- justice-reform 2019. 5. 1. 검색.
20) 재사회와의 이념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최준, “형벌의 목적과 재사회화 이념”, 교정복지연구 제25호, 2012, 83면 이하;
21) 김일수, 현대 형사정책에서 엄벌주의(Punitivism)의 등장 - 그 배경, 원인과 대책 -, 대검찰청,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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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결국 또 다른 범죄로 내몰 수도 있다. 오히려 인간의 존엄을 구현하는 형벌정책이 효과적

인 범죄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Ⅲ. 대중영합주의 형벌정책

국내에서 새로운 형사제재수단으로 최근 입법된 제도들은 모두 미국에서 유래한 것이며, 

입법과정에서 대중영합주의적 형벌정책(penal populism)22)의 산물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대중

영합주의적 형벌정책(populist penal policy)은 포퓰리즘에 기반한 형벌정책이다. 포퓰리즘은 대

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이며, 엘리트주의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문제는 포퓰리즘이 유권자

들의 표를 의식한 결과 비합리적인 정책결정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성범

죄자 신상공개제도, 전자발찌부착명령제도, 화학적 거세제도 등도 대중영합주의적 형벌정책

의 결과물로 볼 수 있다. 

미국에서도 신상공개, 전자감시, 삼진아웃법 등 관련 법제들이 대중영합주의적 결과물이라는 

비판이 있다.23) 이들 제도의 입법과정을 보면 대개 대중의 큰 관심을 끈 사건이 계기가 되어, 

정치가들이 대중의 분노를 선거에 이용하는 형태가 많다.24) 제도의 정책적 효과 및 법리적 문

제점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부족한 채 일반 대중의 여론에 즉시 반응하는 조급한 입법이 이

루어진다. 근래 미국과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많은 나라에서 대중의 여론에 따른 형벌정책이 

결정되면서 엄벌주의의 경향은 더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입법을 주도하는 대부분의 정치가

들은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 주된 관심사이며, 제도의 정책적 효과와 문제점에는 크게 주의

를 기울이지 않는다. 입법을 주도하는 정치가들은 그들이 어린이와 시민을 범죄로부터 지키

는데 관심이 크다는 것을 엄벌주의 형벌정책으로 보여줌으로써 선거 때 표를 얻는 것이 주된 

관심사이다.25) 이에 따라 정치가들은 유권자들을 의식하여 더욱 강력한 형벌정책을 지지하면

서 결과적으로 불합리한 법제도를 입안하게 된다. 대중영합주의적 형사사법정책은 올바르지 

못한 즉흥적 판단으로 형성된 대중의 여론을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해 이용하는 과정에서 나

22) John Pratt, Penal Populism (edition 1), Routledge, 2007, 8면 이하; Julian V. Roberts/Loretta J. Stalans/David
Indermaur/Mike Hough, Penal Populism and Public Opinion: Lessons from Five Countries (edition 1),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3면 이하.

23) Franklin E. Zimring, “Populism, Democratic Government, and the Decline of Expert Authority: Some
Reflections on Three Strikes in California”, 28 Pac. L.J. 243 (1996), 243면 이하. 기타 국가의 대중영합주의적
형사사법정책에 대해서는 Julian V. Roberts/Loretta J. Stalans/David Indermaur/Mike Hough, 앞의 책, 3면 이
하; David G. Green, When Children Kill Children,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29면 이하.

24)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특히 아동 상대 성범죄가 대중의 공분을 일으키고 정치가들
이 이에 가세하여 엄벌주의의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벌주의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김성규, “형사입법정책의
중벌주의적 관점에 대한 비판적 이해”, 입법과 정책 제3권 제1호, 2011, 1∼24면 참조.

25) Michael Tonry, “Mandatory Penalties”, 16 Crime & Just. 243 (1992), 2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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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난다.26) 즉, 대중영합주의적 형벌정책의 대부분은 범죄와 범죄의 대책에 관한 잘못된 여론

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여론을 의도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국내의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전자발찌부착명령제도, 화학적 거세제도와 성범죄자의 직

업 제한과 거주지 제한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이라는 합리적인 이유와 

별개로, 특정한 사건을 계기로 대중영합주의적 정책판단으로 과도한 입법이 되었다는 문제점

이 있다.

Ⅳ. 개별 형사제재수단의 검토

1.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1) 미국의 논의 

미국의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법은 미국 뉴저지주에 살던 메건(Megan Kanka)이라는 7살 

난 소녀가 이웃에 사는 성범죄 전과자에 의해 성폭행 당하고 살해되었던 사건에서 촉발되었

다. 이웃에 성범죄 전과자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메건이 이웃집에 놀러가지도 않았

을 것이고 범죄 피해자가 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메건의 부모는 입법을 호소했다. 이

러한 호소는 커다란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다수의 정치가들이 이에 호응하면서 입법이 이루

어졌다. 신상공개제도의 취지는 성범죄자의 정보를 일반인들에게 제공하여 특히 미성년 어린

이의 안전을 보호자하는 데 있었다. 우리나라의 성범죄자 신상공개법도 메건법의 영향을 받

은 것이다.

그 뒤 신상공개법의 위헌성에 관한 논란이 있었고 미국 연방대법원은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가 합헌이라 판결했다.27) 미연방대법원은 성범죄자 등록제도(sex offender registration)는 

공공안전의 보호를 위해 합리적으로 고안된 민사적 수단(civil measure)이며 형벌(punishment)

이 아니라고 하여 합헌성을 인정했으며, 소급적용(ex post facto)이 가능하다고 하였다.28) 그러

나, 이 법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비판이 있다.29) 논란이 되는 것은 신상공개가 또 다른 형

26) Julian V. Roberts/Loretta J. Stalans/David Indermaur/Mike Hough, 앞의 책, 7면 참조.
27) Smith v. Doe, 538 U.S. 84 (2003).
28) 국내에서는 신상공개 등이 비형벌적 보안처분으로서 소급효금지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원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고 하나, 미국에서는 이들 제재수단이 민사적이며(civil) 형벌적인(punitive)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가능
하다고 설명한다.

29) Alexander D. Brooks, “Megan's Law: Constitutionality and policy”, 15 Criminal Justice Ethics 56 (1996); Susan
Oakes, “Megan's Law: Analysis on Whether It Is Constitutional To Notify The Public Of Sex Offenders Via
The Internet”, 17 J. Marshall J. Computer & Info. L. 1133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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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이며 결국 이중처벌이 아닌가 하는 점과, 현재의 위험성이 아닌 과거의 범죄사실 그 자체만

으로 신상공개가 결정된다는 점이다.30) 신상공개는 또 다른 형사처벌(punishment)이며, 범인의 

재사회화와 교육적 측면은 무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종래 신상공개제도는 민사적 규제(civil 

regulations)이며 형사처벌이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는 수치형(public shame and humiliation)과 

유사하며 형벌 못지않은 침해적 효과가 있다.31)

신상공개제도는 미국에서 특정 시기에 사회의 주목을 끌면서 대중의 공분을 야기한 한 사

건을 계기로 여론에 떠밀려 입법된 측면이 있다.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등 형법의 일반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전체 형사제재 체계 속에서 갖는 신상공개제도의 성격 및 형벌의 이념에 

비추어 본 신상공개제도의 의미에 대한 충분한 전문가적 분석이 있은 후 입법된 것으로 보기

는 어렵다.

(2) 국내의 경우

우리나라의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1990년대 이후 청소년의 성을 사는 사례와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가 빈발하여 사회문제가 되자, 미국의 메건법을 참조하여 입법한 것이다. 국

내에서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2000년 7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었다. 

성범죄자의 신상공개가 사후입법금지의 원칙과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및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며, 성범죄자의 기본권에 대한 과잉침해이거나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의 부과로서 위

헌적인 제도가 아닌가 하는 논란이 있었다.32) 과거 헌법재판소는 2003년 6월 성범죄자 신상

공개제도가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한 바 있었다.33) 헌재는 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한 신상공개

를 규정한 과거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해당 조항이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과잉금

지의 원칙, 평등원칙과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하지만, 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주홍글씨에 비견할 정도로 수치형(public humiliation)과 매

우 흡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신상공개가 또 다른 형벌로서 수치형이나 명예

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나34), 신상공개의 효과는 형벌보다 더 가혹할 수 있으며 

인간존엄의 기초인 개인의 프라이버시권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침해이며, 국가공권력의 

지나친 남용일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 당시 청소년 상대 성범죄가 사회적 

30) 청소년보호위원회 선도보호과,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관한 연구, 2001, 31-34면.
31) Catherine L. Carpenter/Amy E. Beverlin, “The Evolution of Unconstitutionality in Sex Offender Registration

Laws”, 63 Hastings L.J. 1071 (2012).
32) 신상공개 및 고지제도의 소급적용의 문제에 대해서는 송영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제도의 소급효”, 형사정책
연구 제22권 제4호, 2011, 220면 이하 참조.

33) 헌법재판소 2003년 6월 26일 선고, 2002헌가14.
34) 헌법재판소 2003년 6월 26일 선고, 2002헌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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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가 되었고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는 대중의 여론과 미국의 메건법의 영향을 받

아 급히 입법이 이루어졌다. 신상공개의 법적 성격과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들의 충분한 논의

와 다양한 의견 수렴이 부족하였다. 

그 후로도 신상등록 및 공개제도의 위헌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와 고지제도가 합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35)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고 판결하였다. 헌재는 공개 대상이나 기간이 제한적이고, 법관이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공개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공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도 마련돼 있

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헌재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

상정보를 지역 주민에게 고지하도록 한 법조항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헌

재는 “성범죄자들이 사회에 복귀함을 그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 안전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경고해 성범죄자 거주지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보호 하는데 입법 목적이 있으므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제도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

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

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36) 

기본적으로 우리 대법원은 신상공개제도는 합헌이라고 하나, 수단의 적합성에 대한 의문

이 있고, 수치형과 유사하며, 공개 대상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원천봉쇄할 위험성이 크고,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인격권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

한 것으로서 위헌이라는 주장도 유력하다.37) 또한 신상정보고지제도도 성범죄자와 같은 지역

에 거주하는 일정 범위의 주민들에게 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세주소를 포함한 신상정보를 

일률적으로 고지하도록 하여 성범죄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의 기본권까지 심각하게 제한하므

로, 신상정보 고지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되며, 법익균형성도 갖추지 못했으며, 인격권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이라는 견해도 유력하다.38) 

무엇보다도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제도는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어렵게 한다. 지역주민에 

대한 신상정보 고지는 범죄자가 지역사회에 일원으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하며, 거주 이전의 자유도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 인격권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현저히 침

35) 헌재 전원재판부 2016. 5. 26., 2014헌바68,
36) 헌재 2016. 10. 27. 2014헌마709.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
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37) 헌재 전원재판부 2016. 5. 26., 2014헌바68 위헌의견.
38) 헌재 전원재판부 2016. 5. 26., 2014헌바68 위헌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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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되는 상황에서 범죄자의 재활의지는 꺾일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재범의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 제도의 재검토와 신중한 운용이 필요한 이유이다. 

2. 전자감시

(1) 미국의 경우

가. 입법 과정

미국의 전자감시제도(electronic monitoring)의 입법 역시 한 비극적인 성범죄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제시카 런스포드(Jessica Lunsford)라는 9살 난 소녀가 성

범죄 전과자에 의해 유괴 후 살해된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피해자인 소녀가 다니던 학교에

서 벽돌공으로 일하던 자였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사회로 복귀해 있는 성범죄 전과자의 위험

성에 대한 문제점을 널리 알렸으며, 이는 곧 전국적인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 이를 계기로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법이 2005년 플로리다에서 입법되었고 미국 각주에서 유사한 내용

의 입법이 이루어졌다. 이들 법은 제시카 런스포드법이라 불리고 있다. 이 법은 성범죄자의 

등록 및 GPS를 이용한 감시(GPS monitoring)를 주된 내용으로 하며, 초등학교 등 시설에 성범

죄자의 접근을 제한한다.39) 

미국의 전자감시제도 또한 그 입법과정에서 사회적 이슈가 된 하나의 사건이 매개가 되어 

정치가들의 관심을 끌면서 입법이 되었다. 전자감시로 인한 비용의 문제, 감시 대상자 및 그 

가족에 대한 프라이버시의 침해 문제와 범죄 억지효과 등에 대한 형사사법정책 전문가 및 관

련 학자들의 연구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전자감시가 전국적인 이슈

가 되면서, 그 필요성과 시급성만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입법이 이루어진 문제점이 있었다.

나. 위헌 논의

미국에서는 전자발찌(GPS monitoring bracelet)의 위헌 여부가 Grady v. North Carolina 사

건40)에서 다루어졌다. 이 판결에서 미연방대법원은 성범죄자에 대한 종신 GPS 이용 전자감시

는 수정헌법 제4조의 수색(search)에 해당하며, 만약 불합리한 수색이라면 수정헌법 제4조가 

보장하는 불합리한 수색과 압수(unreasonable searches and seizures)로부터의 자유권을 침해한 

39) 미국의 전자감시제도에 대해서는 Ben A. McJunkin/Prescott, J.J., “Fourth Amendment Constraints on the
Technological Monitoring of Convicted Sex Offenders”, 21 New Crim. L. Rev. 379 (2018), 383면 이하 참조.

40) Grady v. North Carolina, 575 U.S. ___ (2015). Grady 판결에 대한 자세한 것은 Ben A. McJunkin/Prescott, J.J.,
앞의 논문, 381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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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 했다. 한편, 노쓰캐롤라이나주 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은 GPS 이용 전자감시가 수정

헌법 제4조가 말하는 수색에 해당하지 않으며, 민사적인 성격(civil)을 갖는 것이라고 판단했었

다. 그러나 미연방대법원은 GPS를 이용한 차량위치추적이 수색에 해당한다는 United States v. 

Jones 사건 판결41)과, 용의자의 집 현관에서 마약탐지견으로 하여금 냄새를 맡게(drug-sniffing) 

한 것이 수색에 해당한다는 Florida v. Jardines 판결42)을 예로 들면서, GPS를 이용한 전자감시

가 수색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미연방대법원은 개인의 움직임을 추적하기 위해서 그 개인

의 동의 없이 그의 신체에 추적장치를 부착하는 것은 수색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미연방대법

원은 그 수색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사건을 노쓰캐롤라이나주 법원으로 환송했다. 

미연방대법원은 Grady 사건에서 성범죄자에게 GPS 추적장치를 부착하는 것이 수정헌법 제4

조의 수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수색의 합리성 여부의 판단기준과 GPS 추적장치 부착이 

소급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였다. 

반면, 미연방 제7항소법원(The US Court of Appeals for the Seventh Circuit)은 2016년 판결

에서43) 치료감호 후 석방조건으로 성범죄자에게 GPS 추적장치를 부착하도록 한 것이 수정

헌법 제4조의 위반이 아니며, 전자감시법의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고 했다.44) 이 사건의 청구

인 Belleau는 1988년과 1989년에 저지른 두 건의 어린이 상대 성범죄로 15년을 복역하고 

2004년에 지료감호소에 수감되었다가 2010년에 석방되었다. 2006년에 입법된 위스컨신

(Wisconsin)주법에 따르면 성범죄로 치료감호를 받고 풀려난 범죄인은 평생 GPS 전자감시를 

받아야 했다. 위스컨신주 연방지방법원45)은 전자감시가 형벌로서 효과(punitive)가 있고 소급 

적용되었기 때문에 소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전자감시는 수정헌법 제4조

의 합리적인 수색(reasonable search)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미연방 제7항소법원

은 전자감시가 범죄예방(prevention)을 위한 것이고 형벌(punishment)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위스컨신주 지방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그 규정은 헌법상 소급금지조항(ex post facto clause)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전자감시제도는 이러한 경우 합리적이기 때문에 불합리

한 수색(unreasonable search)만을 금지하는 수정헌법 제4조 위반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 경우 

청구인의 재범의 위험성 때문에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46) 

그러나 뉴저지주, 사우쓰캐롤라이나주, 메사추세츠주도 전자감시법의 소급 적용을 인정하

41) United States v. Jones, 565 U.S. 400 (2012).
42) Florida v. Jardines, 569 U.S. 1 (2013).
43) Belleau v. Wall, 811 F.3d 929 (7th Cir 2016).
44) Andrea R. Torres, “The Seventh Circuit Justifies Lifetime GPS Monitoring by Calling It Prevention”, 12

Seventh Circuit Rev. 135 (2016).
45) The US District Court Eastern District of Wisconsin.
46)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Andrea R. Torres, 앞의 논문, 137-1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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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 이들 주는 전자감시법의 역효과가 너무 형벌처럼 가혹해서(punitive) 입법자의 민사

적인(civil) 의도는 몰각되어버린다고 하였다.47) 결국, 전자감시는 형벌(punishment)로서의 성격

을 갖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메사추세츠주 대법원(Massachusetts Supreme Judicial Court)은 

2019년 판결에서 전자발찌 부착이 범죄인의 프라이버시권(right to privacy)을 침해하는 것이라

고 판단했다.48) 메사추세츠주 대법원은 유죄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도 프라이버시권이 있으며, 

모든 성범죄자에게 형벌선고시 전자발찌 부착을 강제하는 법률은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시민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자감시가 필요한 것인지 여부는 개별

적으로(individually) 판단해야 하며, 또한 전자감시(GPS Monitoring)가 피고인의 재사회화에 도

움이 되는 것인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하였다. 즉, 보호관찰의 조건으로 전자감시처분(GPS 

monitoring)을 부과할 때는 합리성에 대한 개별적인 판단(individualized determination of 

reasonableness)이 필요하다는 것이다.49)

(2) 국내의 경우

가. 입법 과정

국내의 과거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에 관한 법률’(현재는 ‘특

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도 미국의 제시카법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전자감시제도는 보호관찰 등과 같은 사회 내 처우에 있어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

면서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로서 의미를 갖는다. 범죄가 증가하면서 교도

소 재소자 수가 늘어나고 교정비용이 늘어났고, 기존의 형사제재 수단이 효과적인 범죄 대책

이 되지 못했다는 점도 전자감시와 같은 새로운 제재수단의 등장 배경이 되었다.50) 전자감시

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행형비용을 절감하고 범죄자의 빠른 사회화를 도울 수 있으

며, 성범죄 전과자로부터 잠재적인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전

자감시제도의 등장은 전체 형사제재 체계가 새롭게 구축되면서 행형비용절감과 범죄예방이라

는 효과도 갖지만, 사회 통제시스템의 확장을 야기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전자감시제도는 범죄

자 개인과 그 가족의 프라이버시권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51)

47) 반면, 위스컨신주 대법원은 2018년 판결에서 전자감시가 형벌(punishment)이 아니며,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것
이 아니라고 하였다. Chicago Tribune 2018년 5월 18일자 참조.

48) Commonwealth v. Feliz, Supreme Judicial Court, March 26, 2019.
49) https://law.justia.com/cases/massachusetts/supreme-court/2019/sjc-12545.html. 2019. 5. 1. 검색.
50) 윤영철, “우리나라의 전자감시제도에 관한 비판적 소고-‘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
한 법률’을 중심으로 -”, 형사정책연구 제19권 제3호, 2008, 202면 이하; 정현미, “성폭력범죄대책과 전자감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의 검토를 중심으로”, 형사정책, 제21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학
회, 2009, 324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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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와 같이 우리의 전자감시제도 또한 그 입법과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과정에서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그 대책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매개가 되

었으며, 전자감시로 인한 비용의 문제, 감시 대상자 및 그 가족에 대한 프라이버시의 침해 문

제와 효과 등에 대한 형사사법정책 전문가와 관련 학자들의 연구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것

으로 보기는 어렵다.52)

나. 위헌 논의

종래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형벌인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이나 소급효금지원칙의 적용대

상은 아닌지 논란이 되어 왔다. 헌법재판소53)는 2015년 판결에서,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전통

적 의미의 형벌이 아니고 재범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처분이기 때문에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54) 또한, 전자발찌제도 시행 이전에 형이 확정된 사람 등에 

대해서도 재범 우려가 있는 경우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한 ‘전자발찌 부착대상 소급적

용’ 규정도 합헌이라고 한다. 해당 법조항에 따르면 전자발찌 제도 시행 시점인 2008년 9월 1

일 이전에 1심 판결을 받아 복역 중이거나 형이 종료된 사람이라도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

를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검사가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자발찌 부착은 형벌적 성격이 강하므로 법 시행 이전에 범죄를 저지

른 자에 대해 소급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반대의견도 유력하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판결55)에서도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전통적 의미의 형벌이 아닐 뿐 아

니라, 성폭력범죄자의 성행교정과 재범방지를 도모하고 국민을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한다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며, 의무적 노동의 부과나 여가시간의 박탈을 내용으로 하지 않고 전자장치

의 부착을 통해서 피부착자의 행동 자체를 통제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처벌적인 효과를 나

타낸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또한 “부착명령에 따른 피부착자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

기 위하여 피부착자에 관한 수신자료의 이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가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은 형벌

과 구별되는 비형벌적 보안처분으로서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 

51) 윤지영.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에 관한 비판적 고찰 - 미국 캘리포니아 주와의 비교 검토를 중심으로-”, 피해자
학연구 제18권 제2호. 2010, 375면 이하 참조.

52) 전자감시제도의 운영성과 분석에 과한 것은 연성진/안진, 전자감독제도 운영성과 분석 및 효과적인 개선방안에 관
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참조.

53) 헌재 2015. 9. 24., 2015헌바35.
54) 대법원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보안처분으로 본다(대법원 2009.5.14. 선고 2009도1947, 2009도5 판결).
55) 헌재 2012. 12. 27. 2010헌가82. 이 판결에 대해서는 김혜정,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소급효금지
원칙과의 관계”, 인권과 정의 435호, 2013, 74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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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반대의견은 “전자장치 부착의 제재를 부과하는 목적과 의도, 전자장치 부착으로 인

하여 그 대상자에게 미치는 실제적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전자장치 부착은 형벌에 못지않

은, 강한 ‘형벌적 성격’을 가진 형사상 제재이므로, 전자장치 부착이 형벌적 성격을 갖는 이상, 

일정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기 위해서는 그 범행 당시에 이미 

전자장치 부착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제정, 시행되고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

칙조항은 전자장치부착법이 제정, 시행되기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도 소급

하여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이 금지하고 있는 소

급처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56)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모두 논란의 중점은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형벌적(punitive) 성격을 갖

는지 여부이다.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보안처분 또는 민사적 수단(civil measure)이라고 하여 이

중처벌금지원칙이나 소급효금지원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하나, 범죄자의 인격권, 신체의 

자유권, 프라이버시권에 침해적 효과가 발생하고, 재사회화에 장애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

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57)

3. 화학적 거세

(1)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는 1996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성범죄자에 대하여 화학적 또는 물리적 거세를 

인정한 주이다. 그 뒤 다수의 주가 관련 입법을 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주마다 차이가 있

다. 예를 들어, 오레곤주, 위시컨신주, 조지아주, 몬태나주는 화학적 거세만 인정하고 있고, 캘

리포니아주, 플로리다주, 아이오와주 그리고 루이지애나주는 화학적 거세(chemical castration) 

또는 자발적 물리적 거세(voluntary surgical castration)를 인정하며, 텍사스주는 자발적인 물리

적 거세만을 인정한다.58) 화학적 거세제도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수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

다. 캘리포니아에서 이 법이 처음 입법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화학적 거세가 비정상적이고 

잔인한 형벌(cruel and unusual punishment)59)에 해당하여 곧 폐지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56) 헌재 2012. 12. 27. 2010헌가82 반대의견 참조.
57) 전자감시의 재사회화 효과에 대해서는 Mike Nellis, “Surveillance, Rehabilitation, and Electronic Monitoring:

Getting the Issues Clear”, 5 Criminology & Pub. Pol'y 103 (2006), 103면 이하 참조.
58)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Charles L. Scott/Trent Holmberg, “Castration of Sex Offenders: Prisoners’ Rights

Versus Public Safety”, The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Psychiatry and the Law, Volume 31,
Number 4, 2003, 503면. 미국 각 주의 입법례에 대해서는 Matthew V. Daley, “A Flawed Solution To The Sex
Offender situation in The United States: The Legality of Chemical Castration for Sex Offenders”, Indiana
Health Law Review Vol 5 No 1 (2008), 106면 이하.

59) 형벌이 본래 잔인한 것인가(inherently cruel) 여부의 판단기준으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인간의 존엄성(dig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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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화학적 거세법을 입법한 주들이 늘어갔고, 성범죄자의 석방조건으로 화학적 거세 또

는 물리적 거세를 부과하는 입법이 하나의 추세가 되고 있다.60)

그러나 미국에서도 화학적 거세의 위헌성과 화학적 거세가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인가

에 대해서는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61) 화학적 거세가 적법절차 원칙, 평등 원칙 그리고 잔인

하고 비정상적인 형벌(cruel and unusual punishment)을 금지하는 수정헌법 제8조에 반하는지

가 문제되고 있는 것이다.62) 최근 몰도바(Moldova) 헌법재판소는 화학적 거세법을 위헌으로 

판결했다.63) 아동상대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받는 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가 기본권

(fundamental human rights)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2) 국내의 경우

가. 화학적 거세법의 입법과정

지난 2010년 ‘성폭력범죄자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입법되었다.64) 국내의 화학적 

거세법은 과거 도입 여부에 논란이 있었고 문제점이 많아 보류되었으나, 아동성폭행 사건으로 

성범죄 대책이 사회의 이슈가 되자 급속히 입법이 진행되었다. 화학적 거세법의 입법과정을 보

면 전자감시법 등 다른 성범죄 관련 법률의 입법과정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특정 성범죄 사

건으로 대중의 여론이 악화되고 정치권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급속히 입법이 추진된 것으로서 

대중영합주의적 입법 형태의 전형 중 하나이다. 더구나 동 법률의 내용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

는 성폭력 범죄의 범위를 ‘13살 미만’에서 ‘16살 미만’으로 확대하는 등 원안보다 강화되었고, 

of man)을 침해했는지 여부이고, 이것이 수정헌법 제8조의 기저에 있는 기본 개념이다(John F. Stinneford, 앞
의 논문, 563면).

60)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John F. Stinneford, 앞의 논문, 561-563면 참조.
61) John F. Stinneford, 앞의 논문, 586면 이하; L. Beckman, “Chemical Castration: Constitutional Issues of Due

Process, Equal Protection, and Cruel and Unusual Punishment”, 100 W. Va. L. Rev. 853 (1997-1998); Jason O.
Runckel, “Abuse It and Lose It: A Look at California’s Mandatory Chemical Castration Law”, Pacific Law
Journal Vol. 28 (1997), 547면 이하. 화학적 거세와 달리 물리적 거세의 위헌성은 대개 긍정한다. State v. Brown
사건에서 사우쓰캐롤라이나주 대법원은 물리적 거세(surgical castration)가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형벌로서 금지되
는 것이라 했다. 물론 텍사스주는 화학적 거세는 인정하지 않고 자발적인 물리적 거세(voluntary surgical
castration)만 인정하고 있는데, 자발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위헌이라 하지는 않는다.

62) 1984년 미시간주 항소법원은 보호관찰의 조건으로 화학적 거세를 강제하는 것은 사용되는 약물(medroxy-
progesterone acetate)이 안전하고 신뢰할 만하다는 승인을 받지 못했고, 이러한 상황에서 정보제공 하의 승낙
(informed consent)을 얻기가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People v. Gauntlett, 134 Mich.
App. 737 (Mich. Ct. App. 1984) 참조.

63) https://www.radionz.co.nz/news/world/213842/chemical-castration-of-rapists-ruled-as- violation-of-human-rights
2019. 5. 1. 검색.

64) 화학적 거세법의 외국 입법례와 위헌성 여부에 대해서는 강은영/황만성, “상습적 성폭력범죄자 거세법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0-26, 2010; 황일호,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의 시행과 문제점에 대한 연구”, 법학논
문집(중앙대) 제42집 제2호, 2018, 87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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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자도 대상자로 하고 있으며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케 하는 등 외국의 화학적 거세법

보다 오히려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65) 이는 당파마다 경쟁적으로 강화된 법안을 들고 나오

고 이것이 곧 입법에 반영되는 포플리즘적 입법과정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66)

화학적 거세법도 입법 과정에서 형사사법정책 전문가들과 학자들에 의한 법효과와 법리적

인 면에서 충분한 검토가 미흡했다는 점이 문제이다. 정치권의 주도로 법률이 입안되고 성범

죄자 처벌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법안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과 입법에 대한 적절한 

견제의 목소리가 묻히는 상태에서 입법에 이른 것이다. 화학적 거세법은 그 동안 치료대상자

의 인권 침해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고, 입법 또한 쉽지 않았다. 그 뒤 조두순사건, 김

길태사건, 김수철사건을 거치면서 제도에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다는 비판은 묻혀 버리고 반

대나 견제세력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입법이 이루어진 것이다.67)

그러나 우리가 인권 보호를 말할 때 그 인권은 범죄자의 인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

로 우리 자신의 인권을 말하는 것이다. 인권은 어느 한 영역에서 예외적인 침해가 허용되기 

시작하면, 침해의 범위가 비이성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 약물을 이용한 범죄자에 대한 통제는, 

정당하지 못한 영역에서까지 약물을 통한 사람에 대한 통제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화학적 거세법을 논할 때 과거 우생학(eugenics)을 이용하여 인간의 존엄을 말살했던 역사가 

떠오르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68) 법안에 대한 비판과 충분한 반대토론도 없는 상황에서 전격

적으로 이루어진 화학적 거세법의 입법 과정을 보면, 분노한 대중과 여기에 영합하는 정치가

들만 전면에 나서고 있다. 외국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는 정책 및 법적 분야의 전문가들

의 문제점과 효과에 관한 충분한 검토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형사사법정책 전문가와 학자

들은 뒷전에 밀린 채 이루어진 입법을 제대로 된 입법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나. 화학적 거세법 위헌 논의

헌법재판소69)는 2015년 화학적 거세를 규정한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70) 헌법재판소는 화학적 거세가 보안처

65) 정신교, “전자감시제도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 제12권 제2호, 2011, 219면 이하.
66) 미국에서도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이 경쟁적으로 강력한 입법을 발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Franklin E. Zimring,

앞의 논문, 247면 이하 참조).
67) 김태명, 앞의 논문, 6-7면 참조.
68) Andre’ N. Sofair/Lauris C. Kaldjian, “Eugenic Sterilization and a Qualified Nazi Analogy :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1930–1945”, 132 Annals of Internal Medicine 312 (2000); Matthew V. Daley, “A Flawed
Solution to the Sex Offender Situation in the United States: The Legality of Chemical Castration for Sex
Offenders”, 5 Indiana Health Law Review 87 (2008).

69) 헌재 2015. 12. 23., 2013헌가9.
70) 성중탁,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명령의 위헌성 고찰(考察) - 헌법재판소 2015. 12. 23.자2013헌가9 결정에 대



166  Criminal Justice for Human Dignity and Values

분으로서 성격을 가지며,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균형성의 요건도 갖춘 

것으로 판단하였다.71) 이에 반해, 소수의견은 해당 조항이 피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성적 자

기결정권 등 일련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 뒤 2017년 화학적 거세가 헌법이 보장한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자유와 인격권, 평등

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바 있었으나, 약물치료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

원 판결이 확정돼 각하됐다. 이 사건 청구인은 특수강간으로 징역 7년과 보호감호 7년을 선고

받고 복역을 마쳤지만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성범죄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며 3년간 성충동 

약물치료를 명령하자 이에 불복해 처분 취소 소송을 냈었다.72) 

화학적 거세가 형벌이 아니고 보안처분이라 하거나 치료하고 하면서 동의가 없는 경우에

도 시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고가 확장되면 우생학(eugenics)의 악용마저 수용하는 사회가 

될 수도 있다. 성범죄자는 분명 피해자의 인간의 존엄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자이나, 

응보가 제재의 목적이 아니라면, 화학적 거세를 형사제재수단으로 삼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4. 취업 제한

(1)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를 비롯하여 20여개의 주가 성범죄자의 주거제한 및 취업제한(employment 

restrictions)에 관한 입법을 하고 있다. 어떤 주들은 영구적으로 취업을 제한한다. 그런데, 취업

제한은 건전한 시민으로 사회에 복귀하려는 범죄자들에게는 커다란 장애물이 된다. 미국의 

다수의 주들이 성범죄자의 주거제한과 함께 취업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취업제한 규

정은 성범죄자들로 하여금 학교나, 어린이집, 놀이터, 공공수영장, 전자오락실, 레크리에이션

센터, 또는 공공운동경기장 같은 시설에 취업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범죄자 주

거제한과 유사하게, 이는 취업제한 구역제(employment zoning)라 할 수 있다. 성범죄자들은 이

들 시설에 취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들 시설 인근에도 취업할 수 없다. 그런데 이런 취업

한 평석을 겸하여”, 인권과 정의 통권 제459호, 2016, 74면 이하. 화학적 거세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정지훈, “성충동
약물치료법의 위헌성 : ‘동의’에 의한 약물치료는 합헌인가”, 형사정책연구 제27권 제1호(통권 제105호), 2016, 135면
이하 참조.

71) 다만, 장기형이 선고되는 경우 치료명령의 선고시점과 집행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극이 있어 집행시점
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치료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균형성을 인정하기 어려
우며, 이 사건 명령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치료명령 피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
고 하였다. 이에 따라 치료명령 집행시점에서 치료 필요성을 다시 판단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72) http://thel.mt.co.kr/newsView.html?no=2017042714098274378. 2019. 5. 1.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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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이 당사자에 미치는 영향은 심대하고, 범죄예방을 위해 필요한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배

관공이나, 전기배선공, 건설현장 노동자의 경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금지구역에서 작업을 

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성범죄자들은 이들 직업을 가질 수 없게 된다. 고층빌딩의 한 층에 어

린이집이 있다면, 전체 빌딩내의 사무실은 출입금지구역이 된다. 이러한 제한이 성범죄자들로 

하여금 실업자가 되게 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성범죄자들은 실업상태가 된다.73)

취업은 개인의 자존감(feeling of self-worth)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개인의 존엄을 침해하는 것이다. 어린이들 가까운 곳에서 일하는 것이 성범죄를 증가시

킨다는 증거도 없이 법원이 생계를 위한 기본적인 권리(essential right to earn a living)가 침해

되는 것을 막지 않는다는 것은 이상한 것이다. 가정이나 집도 없는 성범죄 전과자는 재범의 

위험성이 더 크다.74)

기존의 엄벌주의 형사정책의 방향과 달리 근래 미국에서는 인간의 존엄에 기초한 형사사

법개혁의 움직임도 보인다. 2017년 미국 켄터키주는 재소자들이 출소 후 취업을 더 쉽게 하도

록 하고, 수감 중에서 일반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하였다.75) 이 법은 전과로 

인한 전문자격증 취득 제한을 없앴다. 또한 사기업체가 재소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형

사사법 개혁의 방향은 무해화와 격리를 통한 엄벌주의가 아니라 재소자의 교육과 재사회

(rehabilitation)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2) 국내의 경우

과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56조에 따르면 성범죄로 형 또는 치

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형이나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유치원과 학교, 아동복지시설 등), 의료기관, 체육시설,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범죄의 경중과 관계없이 취업할 수 없었다. 헌법재판소는 범죄 경중

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다고 보았다. 범행 정도가 가볍거나 재범 가능성이 적은 범죄자에게도 10년간 취업을 제한하

는 것은 과하며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76) 

73) 이러한 미국에서 성범죄자의 주거제한과 취업제한에 대해서는 Joseph L. Lester, “Off to Elba - The Legitimacy
of Sex Offender Residence and Employment Restrictions”, 40 Akron L. Rev. 339 (2007), 354면 이하 참조.

74) Joseph L. Lester, 앞의 논문, 354-355면.
75) https://erlc.com/resource-library/articles/what-human-dignity-has-to-do-with-criminal-justice-reform. 2019. 5. 1. 검색.
76)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헌재 2016.3.31., 2013헌마585등). 양태건, “성
범죄자 취업제한 법제 정비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7, 30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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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헌재 결정 이후 취업제한 규정이 개정되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로 기소돼 벌

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자는 범죄 대상이나 적용 기관에 따른 구분 없이 재범의 우려

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출소 후 최대 10년간 아동과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지적했던 위헌요소를 없애기 위해 범죄의 경중과 

재범 위험성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을 차등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

정이 있는 경우 취업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이 신설되었다.77) 

성범죄자 취업제한은 관련 직종이 제한적이고 아동･청소년의 보호라는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지만, 성범죄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재사회화를 어렵게 할 수 있다. 

범죄자가 사회에 복귀하여 정상인으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경제적 

생활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나, 취업제한은 범죄자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하여 재범에 이

르게 위험성마저 있다. 직업은 생계의 수단이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 전

제이다. 취업제한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로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5. 주거 제한

(1) 미국의 경우

1995년 이래 미국에서는 20여개 이상의 주가 성범죄자의 주거 제한(residence restriction)에 

관한 입법을 하고 있다. 성범죄자로 하여금 학교나 어린이집(child care center) 또는 어린이들

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는 거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78) 이러한 법

률은 소급 적용되기도 한다.79) 다수의 주는 주거 제한이 합헌이라고 본다. 문제는 이러한 법

에 따르면, 결국 성범죄자는 살 곳을 찾기 어렵게 되며, 많은 주가 위헌으로 금지하고 있는 추

방형(banishment)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80) 예를 들어, 엄격한 주거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77) 아청법의 개청취지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죄
질, 형량 또는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
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 등을 금지하도록 한 조항에 대하여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위
헌으로 결정(헌재 2016.3.31., 2013헌마585등) 함에 따라,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
료감호를 선고하면서 이와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되 그 기간을 죄
의 경중 및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차등하도록 함.”

78) 박용철, “미국의 성범죄 법제의 최근 경향과 우리법제에 있어 적용 가능성”, 피해자학연구 제15권 제2호, 2007,
357면 이하; 윤가현, “성폭력범죄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으로부터의 교훈：미국의 거주지 제한정책을 중심으로”,
대한성학회지 제2권 제1호, 2015, 21면 이하.

79) Ryan Hawkins, “Human Zoning: The Constitutionality of Sex-Offender Residency Restrictions as Applied to
Post-Conviction Offenders”, 5 Pierce L. Rev. 331 (2007), 332-3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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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아이오와주법에 따르면, 학교나 어린이집으로부터 2,000피트 이내에는 살 수 없도록 하

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아이오와주의 작은 도시들에서는 성범죄자가 살 곳이 없게 된다.81) 

범죄자들은 오래된 마트 주차장의 차량 안이나, 강가의 트럭 또는 다리 아래에서 살기도 하

며, 유목민처럼 떠돌이가 된다.82)

성범죄자 주거제한에 대해서는 재범을 억제하는 효과가 확실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다.83) 오히려 주거제한의 비생산적이고 직관에 반하는 효과에 관한 연구결과가 많다. 그리고 

이는 성범죄 전과자의 재범의 가능성을 더 높이는 것이다.84)

2015년 캘리포니아주 대법원(California Supreme Court)은 가석방 상태의 등록된 모든 성

범죄자에 대하여 개별 범죄의 상황이나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전면적으로 주거를 제한하는 

샌디에고 카운티의 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85) 전면적인 주거제한은 당사자의 자유와 프

라이버시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주거제한은 불합리하고 자의적이며 억압적

인 공적 행위로부터 자유로울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basic constitutional right to be free of 

unreasonable, arbitrary and oppressive official action)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였다.86) 

(2) 국내의 경우

국내에서도 2019년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개

정되어, 전자발찌를 부착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자의 주거지역을 제한하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며, 보호관찰관이 일대일로 당해 성범죄자를 전담 관찰하게 되었다. 즉, 성범죄

자에 대한 일대일 보호관찰 및 주거지역 제한과 피해자 접근금지가 주요 내용이다. 개정 이유

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 등을 범한 자의 재범 및 보복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을 선고하는 경우 특정인에의 접근금지에 관

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그 사람 1명만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80) Kari White, “Where Will They Go - Sex Offender Residency Restrictions as Modern-Day Banishment”, 59
Case W. Res. L. Rev. 161 (2008), 161면.

81) Kari White, 앞의 논문, 163-164면.
82) Joseph L. Lester, 앞의 논문, 350-351면.
83) 주거제한의 효과에 대해서는 Matt R. Nobles/Jill S. Levenson/Tasha J. Youstin, “Effectiveness of Residence

Restrictions in Preventing Sex Offense Recidivism”, 58 Crime & Delinquency 491 (2012), pp. 491–513 참조.
84) Dwight H. Merriam, “Residency Restrictions for Sex Offenders: A Failure of Public Policy”, Planning &

Environmental Law Vol. 60, No. 10 (2008), 13면.
85) https://www.pe.com/2015/03/03/california-sex-offender-law-too-restrictive-court-rules/2019. 5.. 1. 검색.
86) 캘리포니아의 성범죄자 주거제한에 대해서는 Bruce Zucker, “Jessica’s Law Residency Restrictions in California:

The Current State of the Law”, 44 Golden Gate U. L. Rev. 101 (20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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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거주 이전의 자유는 기본권의 하나이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 전제이다. 안정적인 주거가 확보되지 못한 전과자는 재사회화에 어려움을 겪으며 재범

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므로 범죄자의 주거 제한에 관한 입법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6. 의무적 양형제 - 삼진아웃법

현재 미국 각주에 입법되어 있는 삼진아웃법(three strikes and your are out law)은 일반적으

로 중범죄를 반복하여 범한 자들에게 강제적으로 25년 형에서 종신형까지 부과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의무적 양형제(mandatory sentencing)의 전형이다. 이 중 가장 엄격한 형태

의 삼진아웃법이 캘리포니아의 삼진아웃법이다. 캘리포니아의 삼진아웃법에 따르면 이미 두 

번의 ‘중대한 중죄’(serious felony)87)를 저지른 자가 다른 ‘중죄’(felony)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

면 최소한 가석방 없는 25년 형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 결과 캘리포니아의 삼진아웃법에 

따르면, 단순한 피자나 비디오테이프 또는 골프클럽 절도범도 가석방 없는 25년 형에서 종신

형까지 선고받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삼진아웃법은 형벌비례의 원칙(principle of 

proportionality)에 반하며, 미국 수정헌법 제8조 금지하고 있는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형벌(cruel 

and unusual punishment)을 규정한 법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삼진아웃법의 입법은 1993년 10월 캘리포니아에서 폴리 클라스(Polly 

Klass)라는 여자아이가 가석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과자에 의해 유괴되어 강간당한 후 목

이 졸려 살해되었던 사건으로 촉발되었다.88) 이 사건은 미국에서 일반 시민들과 정치가들의 

커다란 관심을 끌게 되었으며, 폴리 클라스의 장례식에는 많은 정치가들이 참석하였다. 이 사

건과 당시 캘리포니아의 범죄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반영되어 1994년 삼진아웃법이 제정

되었다.

캘리포니아 삼진아웃법은 캘리포니아 교정공무원노조, 전국총기협회(NRA) 등 여러 이익단

체와 정치가들이 개입하여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인 토론과 검토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입법이 이루어졌다.89) 정책의 효과와 문제점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와 제대로 된 반

대토론도 없이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한 정치가들의 경쟁 속에서 과격한 내용의 입법이 되었

87) ‘중대한 중죄’(serious felony)에는 살인(murder), 강도(robbery), 강간(rape), 주거침입절도(burglary) 등이 포함되며,
‘일반 중죄’(felony)에는 단순절도(theft) 등이 포함된다.

88) Richard C. Paddock/Jennifer Warren, Suspect's Tip Leads to Body of Polly Klass, L.A. Times, 1993년 11월 5
일자, A1면.

89) Franklin E. Zimring, 앞의 논문, 2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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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그 결과 피자 한 조각을 훔친 절도범도 최소 25년 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기형적인 법

이 탄생한 것이다.90) 

삼진아웃법의 입법 과정상의 문제점은 곧 법의 내용 자체의 문제점으로 나타난다. 삼진아

웃법은 무엇보다 형벌의 크기는 불법의 크기에 비례해야 한다는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내용

을 담고 있으며, 어떠한 정당한 형법상의 원칙도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삼진아웃법이 

반영하고 있는 원칙이란 이미 두 번의 중대 범죄의 전과가 있는 자에게는 가중된 형을 부과

해야 한다는 것뿐이다. 삼진아웃법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입법과정에서 형사사법정책(criminal 

justice policy) 전문가나 전문학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어느 누구도 이러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려 하지 않았다. 어떠한 제대로 된 청문도 

없었으며, 삼진아웃법이 형사사법체계(criminal justice system)에 미칠 영향에 대한 아무런 연구

도 이루어지지 않았다.91) 사려 깊고 정상적인 형사입법절차와는 거리가 멀었으며, 성급함과 

졸속만이 있었다.92)

국내에는 삼진아웃법이 도입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법정형을 가중하여 법관의 형선고

에서 재량을 축소하려는 입법 경향은 나타나고 있다. 종래 우리나라의 형사특별법상 법정형

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은 이미 많이 지적된 문제이며, 이러한 경향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장기간의 구금을 통하여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무해화함으로써 범죄를 막겠다는 것

은 너무나 단순한 발상이다. 형벌은 교육형으로서 기능하여야 하며, 교정시설은 그 뜻대로 범

인의 교정･교화를 위한 시설이 되어야 한다.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은 범죄자에 대한 재

사회화 교육을 충실히 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늘려나가는 것이다. 법전상에 가중

된 법정형을 적어 놓는 것이 범죄예방의 효과적인 수단일 수는 없다. 법정형을 가중하고 법관

의 양형상의 재량권을 축소함으로써 범죄율을 낮추려는 입법모델의 도입은 지양해야 할 것으

로 생각된다.93)

90) 이러한 미국의 삼진아웃법에 대해서는 김종구, “미국의 삼진아웃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법학연구(한국법학회)
제30집, 2008, 327-346면 참조.

91) Franklin E. Zimring, 앞의 논문, 249면
92) 이러한 미국에서 근래의 형벌정책을 형사사법의 맥도날드화(McDonaldization of Criminal Justice)라고 부르기도
한다. 효율성, 예측가능성, 획일화, 비인간적인 통제 수단을 기초로 하는 패스트푸드 식당의 원리들이 미국 사회에
많은 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형사사법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삼진아웃법은 특정 범죄자들을 일률적으로 처
벌하는데 이는 패스트푸트 식당들이 제품을 획일화 하는 것과 유사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David Shichor, “Three
Strikes as a Public Policy: The Convergence of the New Penology and the McDonaldization of Punishment”,
43 Crime & Delinquency 470 (1997); Robert M. Bohm, “McJustice: On the McDonaldization of Criminal
Justice”, 23 Just. Q. 127 (2006) 참조.

93) 이러한 내용에 관한 자세한 것은 김종구, “의무적 양형제도에 관한 고찰”, 형사정책 제20권 제2호(2008), 123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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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197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점증하는 범죄율로 치료(treatment)와 교정 및 재사회화

(rehabilitation)를 기조로 하는 형사사법정책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1980년 대 이후 통제(control)

와 억제(deterrence)를 기조로 하는 엄벌주의 형벌정책이 등장하게 되었다. 범죄자를 위한 재사

회화 프로그램 대신 응보와 형벌을 강화하며 범죄와의 전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었

다. 이 시기에 범죄자 신상공개, 전자감시, 화학적 거세, 취업제한, 주거제한 등 형기 만료자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제재수단이 입법되었고, 실제는 형벌과 같은 효과를 갖는 것임에도 그 성

격을 형벌과 다른 것이라고 강변하면서 형벌에 버금가는 또 다른 제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

다. 이로 인해 형법의 지도원리가 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의 침해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형사사법정책(criminal justice policy)의 기본 이념이 되어야 한다. 형

사사법개혁(criminal justice reform)의 방향 설정에도 응보사상에서 벗어나, 특히 범인을 재사회

화 하여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시키는 데에 형벌의 의미와 목적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인간의 존엄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형사제재수단이 효과적인 범죄예방책이 될 수는 

없다. 형기를 마치고 사회로 돌아온 자를 다양한 추가 제재를 통하여 지속적인 잠재적 범죄자

로 취급하는 것보다, 재사회프로그램을 활성화 하여 재사회화와 정착을 도와 정상적인 사회

의 일원으로 복귀하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재범 억제 수단일 것이다. 형사제재수단에도 

인간 존중의 이념이 담겨야 하고, 범죄자의 재사회화가 그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형기만료 후 부과되는 다양한 근래의 새로운 형사제재수단도 재사회화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신상공개, 전자발찌부착명령, 취업 제한, 거주지 제한, 화학적 거세에 이르는 제재수단

이 때로는 범죄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에 손상을 주게 되며, 재사회화 의욕을 꺾이게 할 수밖

에 없다.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가 피해자의 인간 존엄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범죄자에 대한 

이러한 제재가 오히려 인간의 존엄을 구현하는 것으로서 정당화된다고 할 수는 없다. 사회로 

복귀시키면서 이러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형기를 연장한 것과 유사하다. 사회로 나왔으나, 여

전히 범죄자로 취급되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어렵게 하는 것이다. 형벌은 재사회화의 목적

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범죄자에게 낙인을 하여 계속적인 사회윤리적 비난을 가하고 차별하

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신상공개, 전자발찌 등은 모두 낙인효과가 있으며, 

법치국가의 정당한 형사제재수단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근래의 새로운 형사제재수단은 모두 미국의 법제에서 유래한 것이며, 그 입법과정을 보면 

우리나라나 미국 모두 사회적인 이슈가 된 성범죄사건을 계기로 대중의 여론에 정치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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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하여 급속히 입법이 진행되었다. 합리적인 정책적･법리적 문제점의 검토는 부족하였다. 

외국의 법제를 도입할 때는 입법연혁이나 과정에 관한 면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법리

적 문제점과 정책적 효과 면에서 문제점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신상공개, 전자발찌, 

화학적 거세 등 새로운 제재수단에 대한 입법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제도의 시행 성과와 효과

를 차분히 검토하고94), 법리적･정책적 측면의 문제점을 재검토하여 제도의 유지 여부와 운용

방안을 새로이 판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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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존엄, 생명권 그리고 연명의료

이 석 배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I. 들어가며

우리나라에서 특별한 논의가 없었던 ‘연명의료중단’이라는 주제는1) 1998년 보라매병원 사

건을 시작으로 세간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2) 보라매병원사건 1심 판결 이후 2001년 4월 19일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윤리지침을 제정하였고, 의사윤리지침의 ‘회복불능환자 진료중단’조항을 

구체화하는 의미로 2002년 5월 3일 제30차 종합학술대회에서 ‘임종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의료윤리지침’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여는 등 여러 방면으로 의사들의 입장을 관철하려

고 시도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대한의사협회의 시도는 여론에 부딪쳐 중단되었고, 의사윤리지

침도 2006년 4월 22일자로 전면 개정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법학･의학･철학･사회학 등의 

여러 분과에서 연명치료의 중단과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소극적 안락사･존엄

사･연명치료중단 등의 용어에 관한 논의에서부터 어떠한 요건 하에 이를 허용할 것인지, 사전

지시서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의 스펙트럼도 방대하다. 

하지만 정작 우리나라에 ‘연명의료중단’이라는 논의를 촉발시킨 보라매병원 사건은, 법원

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연명의료중단’이라는 범주에서 논의될 사건이 아니다. ‘연명의

료중단’ 논의의 핵심은 임종기에 이르지 않은 환자에 대해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의 

중단이 가능한 것인지와 임종기에 이른 환자의 경우에는 어떤 요건하에 연명의료 중단이 가

능한지의 문제이지만, 보라매병원사건의 경우 임종환자의 문제도 아니고, 본인의 의사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 후 2009년 연명의료중단과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인 세브란스병원사건에서 새롭게 논의가 

촉발되었다. 당시 기관지 내시경을 통해 폐종양 조직검사를 받던 환자가 과다출혈로 심정지가 

1) 보라매병원사건 이전의 안락사, 연명의료중단과 관련된 논쟁사에 대하여는 이석배, 생명의 종기에서 형법상 생명보호,
형사법연구 제19권제3호(하) (2007), 445쪽 이하 참고.

2)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1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8. 5. 15. 선고 98고합9 판결. 항소심 서울
고등법원 2002. 2. 7. 선고 98노13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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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항구적 식물인간상태로(persistent 

vegetative state) 인공호흡기와 인공영양공급을 통해 연명하고 있는 상태에 있던 ‘김할머니’가 

자식을 특별대리인으로 환자의 연명치료의 중단을 청구한 사건이다.3) 이 사건의 영향으로 국

회의원 김충환 등 40인은 4)국회의원 신상진 등 22인은 2009년 2월 5일 “존엄사법안”,5) 국회의

원 김세연 등 28인은 2009년 6월 22일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권리

에 관한 법률안”6)이라는 이름으로 이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고, 서울대학병원은 2009년 5

월 18일 “말기 암환자의 심폐소생술 및 연명치료 여부에 대한 사전의료지시서”를 공식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다.7) 세브란스병원도 판결이 나오기 직전에 환자의 상태를 3단계로 구별한 소

위 “존엄사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8) 이어서 세브란스병원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의료계의 

공통된 의견과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가 공동으로 

2009년 10월 1일 “연명치료중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였다.9) 이어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중

단의 법제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체를 2009년 12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운영하였다.10) 

제3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

회’를 2012년 12월 28일 구성하여 2013년 5월 27일까지 운영하였다.11) 이 특별위원회는 연명

의료결정에 관한 권고안을 심의하여 제출하였다. 특히 특별위원회는 특별법 제정을 권고하였

고, 당시 김성덕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한

다는 것이 기본원칙”이라고 밝혔다.12) 이에 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의 결과

로 “연명의료결정법(안)”이 제안되었으나,13) 이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국가생명윤

리정책연구원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자문단을 구성하여 2013년 12월부터 활동하고 “임종

과정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하였다. 이후 정책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

과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반영하는 작업을 거쳐 2014년 7월 2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보

고하였다.14) 

3)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판결.
4) 의안번호 1802935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안｣, 2008. 12. 9. 김충환의원 대표발의.
5) 의안번호 1803730 ｢존엄사법안｣, 2009. 2. 5. 신상진의원 대표발의. 이 법안률은 2015. 6. 9., 의안번호 1915510 ｢존엄
사법안｣ 신상진의원 등 12인 발의로 다시 제출되었다.

6) 의안번호 1805232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권리에 관한 법률안｣, 2009. 6. 22. 김세연의원
대표발의. 이 법률안은 2014. 3. 3. 의안번호 1909592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권리에 관
한 법안｣ 김세연의원 등 11인 발의로 다시 제출되었다.

7) 2009년 5월 18일 경향신문 등 각 일간지 참조.
8) 2009년 5월 21일 YTN 12시 정오뉴스 및 각종 일간지 참고.
9) 2009년 9월 16일 의협신문. 자세한 내용은 대한의사협회, 연명의료 중지에 관한 지침 안내, 2009. 11. 25. 참고.
10) 보건복지부, 연명치료중단 제도화 관련 사회적 합의체 논의결과 발표, 2010. 7. 14. 보도자료.
11) 제3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2013 연례보고서,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논의결과 보고” 참고.
12) 2013년 7월 31일 연합뉴스 “생명윤리위,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입법화 권고” 기사 중.
13) 보건복지부, 학술연구용역사업 결과보고서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의 합리적 제도화 방안 연구”, 2013. 8. 9.; 학술
연구용역사업 결과보고서 “연명의료 환자결정권 제도화 관련 인프라 국축 방안”, 201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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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와 관련하여 2014년 10월 30일 ‘국회퓨처라이프포럼 국회공청회’, 2015년 4월 13일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공청회’, 2015년 5월 22일 국회의원 김재원의원실 공청회, 

2015년 10월 20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 대토론회’등을 거쳤다. 19대 국회도 이와 

관련된 많은 법률안이 제출되었는데, 2015년 7월 7일 국회의원 김재원 등 10인이 제출한 “호

스피스･완화의료의 이용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15) 2015년 

6월 9일 국회의원 신상진 등 12인이 발의안 “존엄사법안”,16) 2014년 3월 3일 국회의원 김세연 

등 11인이 발의한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권리에 관한 법안”,17) 

2015년 4월 30일 국회의원 김세연 등 32인이 발의한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안”,18) 

2015년 4월 1일 국회의원 김춘진 등 10인이 발의한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19)을 비롯한 

2014. 12. 2. 국회의원 김제식 등 10인이 발의한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년 3월 17일 

국회의원 이명수 등 12인이 발의한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 등 암관리법 개정을 통해 

연명의료를 대체하는 완화의료를 위한 암관리법 개정안들과 법률안은 아니지만 2015년 4월 

30일 국회의원 원혜영 등 29인이 발의한 “웰다잉문화조성 및 호스피스 활성화를 위한 결의

안”21)에 이르기 까지 연명의료와 관련된 수많은 법률안이 제출되었다. 이 후 보건복지위원회

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면서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의 수정법률안이 2016년 1월 8일 본회의

에서 통과되어22)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다. 

위에서 연명의료중단 관련 판례, 사회적 합의체, 연명의료결정법의 제정과정 등을 검토한 

이유는 모든 논의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자기결정권, 국가의 생명보호의

무, 생명권 등에 관한 해석 때문이다. 물론 논의과정에서 허용범위가 더 축소되기는 하지만 

그 출발점은 세브란스병원사건의 판례에서 언급한 요건이었다. 즉 의식이 없는 환자에 대하

여 ① 치료가 계속되더라도 회복가능성이 없어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명백

한 경우 ② 환자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사전에 의료인에게 사전의료지시를 한 경우 또는 

14) 제3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2014 연례보고서.
15) 의안번호 1915988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용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 2015. 7.
7. 김재원의원 대표발의.

16) 의안번호 1915510 ｢존엄사법안｣ 2015. 6. 9. 신상진의원 대표발의.
17) 의안번호 1909592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권리에 관한 법안｣ 2014. 3. 3. 김세연의원 대

표발의.
18) 의안번호 1914991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안｣ 2015. 4. 30. 김세연의원 대표발의.
19) 의안번호 1914518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2015. 4. 1. 김춘진의원 대표발의.
20) 의안번호 1914351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 3. 17. 이명수의원 대표발의.
21) 의안번호 1914990 ｢웰다잉문화조성 및 호스피스 활성화를 위한 결의안｣ 원혜영의원 대표발의.
22) 의안번호 1918461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대안)｣ 2015. 12.
9.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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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의료지시가 없는 경우 환자의 평소 가치관이나 신념 등에 비추어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되어 환자가 의식이 있다면 연명치료

중단을 선택할 것이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만, ③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전문의사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등의 판단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물론 그 

밖에 의사에 의하여 시행될 것, 가족의 청구가 가능한지 등 수 많은 논점이 담겨있다.23)

이러한 요건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핵심논거는 “환자의 동의는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개

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환자가 

생명과 신체의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진료행위를 선택하게 

되므로, … … 환자가 그 진료행위의 중단을 요구할 경우에 원칙적으로 의료인은 이를 받아들

이고 다른 적절한 진료방법이 있는지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

고 생명권은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 할 것

이므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진료행위를 중단할 것인지 여부는 극히 제한적으로 신중하

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24) 

여기서 대법원이 보여주는 해석의 핵심은 인간의 생명은 모든 기본권 주체로서 존엄한 인

간의 지위를 유지시켜주는 생물학적 기초가 되기 때문에 비록 환자가 치료행위를 거부하더라

도 만약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환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치료를 중단해서

는 안된다는 입장에서 사안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것을 의료계에서는 환자가 거부하더라도 

강제치료를 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25) 이러한 입장은 후견적인 관점26)에서 시민

의 생명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헌법상 이러한 후견적 생명보

호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지 인간존엄, 자기결정권, 생명권 등의 개념을 통하여 검토해보기

로 한다. 

23)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판결. 이 판결의 문제점에 대하여 자세하게는 이석배, 연명치료중단의 기준
과 절차 -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판결이 가지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 형사법연구 제21권제2호
(2009), 147쪽 이하 참고.

24)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판결, 판결문 3-4쪽.
25) 대표적으로 송말순, 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윤리교육,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 2006년 가을학술대회 자료

집, 29, 30쪽은 “환자의 자기결정권보다 생명권을 우선시해야 하는 의료인으로서는 환자의 비합리적인 결정권을
무시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26) 이는 Paternalism, Paternalismus를 번역한 용어로 ‘온정적 간섭주의’로 번역하기도 한다.



184  Criminal Justice for Human Dignity and Values

Ⅱ. 법적 개념으로서 인간존엄

법학에서 인간존엄의 근거로 부분적으로는 인간의 존엄을 법질서가 자연법적으로 발견한 

것이고 따라서 체계내재적인 요구와는 관계없이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범위내에서 인간은 천부인권으로서 존엄권을 갖는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는 우리가 

인간의 존엄을 언제나 법적인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잊도록 만든다. 

1. 인간존엄의 사상적 기초

이천오백년간 철학자들에 의해 철저히 사용되어 온 인간의 존엄은 그 두 가지 뿌리를 가

지고 있는데, 하나는 인간이 가진 이성으로부터 나오는 자기결정능력이 있다는 점과 또 다른 

하나는 크리스트교의 “신-인간 동형설(die Gottebenbildlichkeit des Menschen: imago-dei)”이다.27) 

우리의 문화는 본래 크리스트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지만, 크리스트교에 기초한 서양의 근

대법사상이 우리법에 이식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크리스트교적 인간존엄사상을 살펴보는 

것은, 중립적이어야 하는 헌법에서 인간존엄의 해석에 대한 연결점을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

에 인간존엄의 법적 이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크리스트교에서 인간존엄사상의 뿌리는 신과 동일한 형상의 인간에게는 특별한 가치가 부

여되고, 결국 이러한 모사성은 인간에 대한 불가침성과 신성성(Heiligkeit)을 부여하는 것에 있

다.28) 물론 여기에 고대 키케로(Cicero), 세네카(Seneca)부터 스토아학파, 스콜라철학 그리고 계

몽사상의 자율적 인간상이 동시에 영향을 미쳤다.29) 그러나 인간의 존엄이 신의 부속물로서 

단순히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종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다원주의적 법치국가에서 종

교적인 근거이외에 다른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가 어렵고 실정법 질서와는 거리가 멀어진다.30) 

인간존엄의 새로운 구상의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인정되는 칸트에게서도 타인에 대한 존

중의무를 찾아볼 수 있다.31) 칸트는 인격을 인간의 절대적 가치로 보고 타인의 목적수행을 휘

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되는 인간을 목적 자체로 보고, 인간의 존엄은 구체적인 인간이 객체

로, 수단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으로 격하될 때 침해된다고 한다.32) 인간존엄을 도구화금지로 

27) Böckenförde, Menschenwürde und Lebensrecht am Anfang und Ende des Lebens, Stimmen der Zeit 4/2008,
245, 247; Mauz/Dürig-Herdegen GG Art. 1 Rn.28; Hufen, Die Menschenwürde, Art. 1 I GG, JuS 2010, 1;
Schreiber, Die Würde des Menschen, MedR 2003, 367, 368 등 참고. 더 자세하게는 Bayertz, Die Idee der
Menschenwürde, ARSP 81 (1995), 465.

28) 창세기 1, 26-28; 9, 6 참고.
29) Böckenförde, Menschenwürde und Lebensrecht am Anfang und Ende des Lebens, Stimmen der Zeit 4/2008,
245, 247. 더 자세하게는 Bayertz, Die Idee der Menschenwürde, ARSP 81 (1995), 465.

30) 쿠르트 젤만/윤재왕 역, 법철학 (2010), 290쪽.
31) 칸트 인간존엄 사상의 법적인 조명은 대표적으로 심재우, 칸트의 법철학, 법철학연구 제8권 (2005), 7쪽 이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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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는 것은 이로부터 출발한다. 이러한 해석은 지금까지도 인간존엄의 해석에서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33) 하지만 칸트는 인간에 대한 존중의 의무를 도덕적 의무

(Tugendpflicht)로 보았지 법적 의무로 본 것은 아니다.34) 이러한 도덕적인 개념을 법적으로 

원용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과 범위의 규정이 필요하다. 만약 고대와 중세 그리고 칸트의 인

간존엄 사상을 그 근거로 끌어온다면, 그것은 본성과 이성사이의 연결고리로서, 즉 주체와 

개인 사이에 대한 과거의 이해에서 인간존재의 사회적인 관점을 특징짓는 영역을 다르게 표

현하는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거기에서는 법의 영역에서 인간존엄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

다. 왜냐하면 과거의 전통에서 인간의 존엄은 법적 개념이 아니고 따라서 법학의 대상이 아

니었기 때문이다.35) 또한 칸트에게는 인간이 존엄을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향유하는 

자(vernünftige Natur)가 존엄을 향유하는 것이다.36)

헤겔은 칸트와는 달리 인간 존중의 의무를 물리력으로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의무로 이해

한다. 그에 의하면 타인을 존중하라는 법적 관계에서 구성적인 최소한이 중요하다. 즉 구성적

인 조건이라는 의미에서 법적 요구는 타인을 인격으로 존중하라는 것이다.37) 이러한 존중의 

요구는 자신의 영역을 스스로 지배하고 타인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는 요구가 되고 인간존

엄의 개념은 관계개념이 된다.38) 하지만 이러한 법적 관계는 적극적인 측면을 근거지울 뿐이

지 타인과의 관계를 넘어 전체에 대한 의무를 당연히 도출시키는 것은 아니다. 결국 헤겔에게

는 타인의 권리와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 의무이지, 자신의 영역에서는 타인에게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또한 인격과 자기결정권을 인간이 법적으로 존엄을 향유할 수 있는 

핵심적 표지라고 한다. 

2. 인간존엄의 세속화와 憲制化

철학과 윤리학에서 보편적 인권의 개념에 인간존엄을 포함하여 논의되었던 것과 달리 근

대 헌법에서 인간존엄규정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미국의 버지니아 권리장전에서 프랑스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헌법39)까지 보편적인 인권을 규정한 헌법에서

32) Kant,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S.429.
33) Hufen, Die Menschenwürde, Art. 1 I GG, JuS 2010, 1; 윤재왕, 자기결정권과 후견주의, 고려법학 제67호 (2012),
115, 122쪽.

34) Jakobs, Tötung auf Verlangen, Euthanasie und Strafrechtssystem (1998), S.9f.
35) Jakobs, Tötung auf Verlangen, Euthanasie und Strafrechtssystem (1998), S.9f.
36) Kant,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S.436, 440
37) Hegel, Grundlinien der Philosophie des Rechts, §36.
38) Hegel, Grundlinien der Philosophie des Rechts, §190A. 이것은 형법상 귀속론의 아주 일반적인 형태이다.
39) 프랑크푸르트헌법 (Frankfurter Reichsverfassung) 또는 파울교회헌법 (Paulskirchenverfassung)은 독일에서 근대

민주적인 헌법의 시초로서 그 통일운동은 실패하였으나 차후에 바이마르헌법에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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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인간존엄이 특별히 규정된 것을 찾을 수 없다. 1919년 바이마르헌법 제151조제1항제1문에 

인간존엄이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경제질서와 관련하여 사회국가원칙을 규정하는 수단으로 보

인다.40) 인간존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은 인간존엄을 부정한 것이 아니

라 자연법적 권리로서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었

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자연법적 권리는 20세기초 제1, 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많은 후유증을 남겼던 

국가주의(전체주의)에 의해서 더 이상 당연한 것으로만 인식될 수 없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이후 많은 국가에서 인간존엄에 대한 극심한 적대행위를 자행했던 것에 대한 반성으로 

인간존엄의 보호라는 중심사상을 헌법에 규정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독일의 경우 기본법 

제1조에 명시하였다.41)42) 이러한 인간존엄의 보호노력은 인권의 국제화 경향에 따라 1945년 

국제연합헌장, 1948년 세계인권선언, 1950년 유럽인권규약, 1966년 국제인권규약(A규약), 1997년 

인간게놈과 인권에 대한 국제선언 등에서도 인간존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는 헌법에 명문으로 인간존엄과 가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지

는 못하지만, 우리나라가 서명･가입한 국제선언이나 규약은 우리 헌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국

내법적 효력을 갖는다.

3. 인간존엄의 내용에 관한 논쟁

20세기 헌법상 인간존엄에 대한 존중의 요구는 칸트 헤겔의 이해에 따라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43) 인간존엄이 헌제화 이후에 “인간존엄”이라는 문언 자체가, 인간은 존엄성을 

가진 가치있는 존재이며, 존엄은 포기할 수 없는 인간의 본질적 요소라는 점에는 異論이 없

는 듯하다.44) 하지만 정작 “인간존엄” 그 차체의 내용에 관한 통일된 개념정의는 존재하지 

40) Die Verfassung des Deutschen Reiches(Weimarer Reichsverfassung): Artikel 151. Die Ordnung des
Wirtschaftslebens muß den Grundsätzen der Gerechtigkeit mit dem Ziele der Gewährleistung eines
menschenwürdigen Daseins für alle entsprechen. In diesen Grenzen ist die wirtschaftliche Freiheit des
einzelnen zu sichern.

41) 1949년 서독기본법 제1조; 1945년 스페인헌법 제1조, 제25조; 1948년 이탈리아헌법 제27조제2항, 제41조제2항; 1952
년 그리스헌법 제18조; 1961년 터키헌법 제14조제4항 등. 이에 대하여 자세한 것은 Häberle, Menschenwürde und
Verfassung am beispiel von Art.2 Abs.1 Verf. Griechenland 1975, in: ders., Rechtstheorie (1980), S.389, 392ff.

42) 일본의 경우도 헌법 제13조에 “모든 국민은 개인으로서 존중된다”라고 규정하고, 제24조제2항에 “법률은 배우자의
선택, 재산권, 상속, 주거의 선정, 이혼 및 혼인, 가족에 관한 그 밖의 사 항에 관하여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
적 평등에 입각하여 제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을 연결하여 인간존엄을 헌제화한 것으로 보는 견해(계희열, 헌
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고려대학교 법학논집 제37집 (1996), 301, 302쪽 참고)도 있으나, 혼인의 권리와 관련하
여 개인의 존엄을 언급한 것이 인간의 존엄을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43) 이는 대표적으로 독일기본법 제2조 제1항의 인격발현권의 제한요건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는 것에서 볼 수 있다.

44) 계희열,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고려대학교 법학논집 제37집 (1996), 301, 3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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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인간존엄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개념정의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지만 그 시도도 이제

까지 큰 소득은 없는 듯하다.45) 이러한 해석의 문제 때문에 인간존엄은 법적인 개념정의가 

필요없다고 주장되기도 하였다.46) 비록 해석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인간존엄 개념의 적극

적인 규명을 위한 시도는 가치이론(Werttheorie) 또는 지참이론(Mitgifttheorie)에서, 능력이론

(Leistungs-theorie)을 거쳐 승인이론(Anerkennungstheorie), 관계이론(Relationtheorie) 또는 의사

소통이론(Kommunikationstheorie)에 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들이 공통되고 일반적

으로 인정되는 인간존엄의 핵심내용을 제공하지는 못했다. 판례에서도 인간존엄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정의하지 않는다. 다만 뒤리히가 도입한 객체공식에 따라 소극적으로 판단한다. 

객체공식에 따르면 “구체적인 인간이 객체, 단순한 수단, 대체가능한 대상으로 전락하게 되

면 그의 인간으로서 존엄 자체가 침해된다”고 본다.47) 

1) 가치이론 또는 지참이론(Wert-oder Mitgifttheorie)

가치이론은 인간은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닌다고 보는 입장이다. 인간존엄에서 “항상 존재하

는 어떤 것으로서, 항상 先存하는 양도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것으로서 고유한 가치”48) 또

는 “인간의 고유가치와 인간의 자율성, 본질, 완전한 본성”49)이 중요하다. 모든 인간에게는 지

위와 능력과 관계없이 존엄이 부여된다. 이를 지참이론이라고도 하는데, 신이 인간을 창조할 

때 신의 선물로 동시에 주어진 존엄을 갖는다고 본다. 이 신성성에서 출발하는 존엄구상도 가

치이론으로 분류된다. 또한 칸트와 같이 타고난 인간의 이성에 기초한 존엄구상도 마찬가지로 

가치이론에 속한다. 가치이론은 신학, 자연법, 이성법에서 각인된 전통위에 서있는 이론이다. 

2) 능력이론(Leistungstheorie)

능력이론은 인간존엄을 능력으로 이해하는 이론이다. 능력으로서 존엄은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가치가 아니라, 자신에 의해서 성취되어야 하고 가지지 못할 수도 있는 것으로 이해된

45) Isensee, Menschenwürde: die säkulare Gesellschaft auf der Suche nach dem Absoluten, AöR 131 (2006), 173,
214. “Menschenwürde is ein offener Begriff ohne Randschärfe. Er läßt sich nicht definitorisch erfassen. Die
Definitionsversuche tendieren zu Tautologien.”

46) 대표적으로 Nipperdey, Die Würde des Menschen, in: Neumann/Nipperdey/Scheuner (Hrsg.), Die Grundrechte.
Handbuch der Teorie und Praxis der Grundrechte, Bd.2, 2.Aufl. (1968), S.1: “Begriff der Würde des Menschen
badarf keiner weiteren juristischen Definition.”

47) Dürig, Der Grundrechtssatz von der Menschenwürde, AöR 81 (1956), 117, 127; 계희열, 계희열,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고려대학교 법학논집 제37집 (1996), 301, 321쪽.

48) Dürig, Der Grundrechtssatz von der Menschenwürde, AöR 81 (1956), 117f.
49) Nipperdey, Die Würde des Menschen, in: Neumann/Nipperdey/Scheuner (Hrsg.), Die Grundrechte. Handbuch

der Teorie und Praxis der Grundrechte, Bd.2, 2.Aufl. (1968), 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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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0) 루만에 따르면 존엄은 먼저 본인의 묘사능력을 통해서 “구성되어야” 한다.51) 즉 개인은 

정체성과 인격은 따라서 루만은 “사회적 교류에서 독자적 인격체인 인간의 정체성형성과 성

공적인 자기묘사의 조건”을 존엄으로 본다.52) 이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는 우선 (납세자, 소비

자, 유권자 등) “역할(Rollen)”을 통해서 구조화된다. 그러나 개개인이 “정체성”과 “인격”을 

“사회적 역할의 총합”을 통해 획득하는 것은 아니며, 개별적인 역할의 추상화, 결합 또는 선

택이 필요하다.53) “인간은 모든 의사소통에 자신의 존엄을 건다.”54) 따라서 루만에게 인간의 

존엄은 신이나 자연이 인간에게 준 선물도 아니며, 인간 그 자체에게 부여된 가치도 아니며, 

반대로 성공적인 정체성형성의 결과이다. 존엄의 개념을 “역할”이나 “능력”과 접목한 것은 고

대 존엄 개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대 로마에서 “dignitas”는 정치사회적 개념으로 

인간의 사회적 지위를 의미하였고, 지위에 따라 더 높은 또는 더 낮은 인간의 존엄, 명예, 가

치의 형태가 존재하였다.55) 

포트레히는 이러한 루만의 사회학적 테제, 즉 기능적, 체계이론적 존엄개념을 헌법해석에 

접목하였다. 가치이론과 비교하여 능력이론의 장점은 법에서 인간존엄의 구체적인 실현문제

를 중심으로 본다는 점이다.56) 하지만 지배적인 견해는 헌법상 인간존엄의 보장의 해석과 관

련하여 능력이론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다. 성공적인 자기묘사 능력이 없는 그래서 더욱 더 보

호가 요구되는 인간에 대하여 존엄을 인정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57) 헌법이 규정하

는 인간은 특정한 행위능력과 무관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3) 승인이론, 의사소통이론(Anerkennungs-, Relation-oder Kommunikationstheorie)

승인이론은 인간존엄이 인간 그 자체로 주어진 가치도 아니고, 획득한 능력도 아니며 “사

회적 존중의 요구에 대한 적극적인 평가를 통한 사회적 승인에서 구성된 것”으로 이해한다. 

호프만에 따르면 가치이론은 물론 능력이론에서도 기초가 되는 “인간의 인격성원칙, 개인의 

50) Luhmann, Grundrechte als Institution, 5.Aufl. (2009), S.60ff.
51) Luhmann, Grundrechte als Institution, 5.Aufl. (2009), S.68ff.
52) Luhmann, Grundrechte als Institution, 5.Aufl. (2009), S.61f.
53) Luhmann, Grundrechte als Institution, 5.Aufl. (2009), S.65f.
54) Luhmann, Grundrechte als Institution, 5.Aufl. (2009), S.67.
55) Drexler, Dignitas, in: Kein (Hrsg.), Das Staatsdenken der Römer (1973), S.231ff. 243: dignitas ist “darauf

angewiesen, sich zu bewähren in Leistung.” 이에 대한 자세한 문헌은 손제연, 위상적 개념으로서의 인간존엄, 법
철학연구 제21권제1호 (2018), 295, 300 각주 14) 참고.

56) AK-Podlech, Art. 1 Abs. 1 GG, Rn.11; Geise, Das Würde-Konzept (1975), S.45. “Wird Würde als merkmallos
Seiendes behauptet, findet das rechtliche Interesse an der Wirklichkeit von Würde keinen Anhaltspunkt für
ihre Föderungsfähigkeit, für die Antwort auf die Frage, wie man durch Verhaltensnormierung Würde
beeinflussen kann.”

57) 대표적으로 Deier, Art. 1 Abs. 1 GG, Rn.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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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성 원칙”에서 출발하여, 인간존엄은 구체적인 승인공동체와는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여

겨진다고 한다.58) 그래서 법적 의미에서 존엄은 실체개념이나, 질적 개념, 능력개념이 아니라 

관개개념 또는 의사소통개념이며, 존엄은 개인의 ‘더불어 사는 인간성(Mitmenschlichkeit)’ 카

테고리로 파악되어야 한다고 한다.59) 

노이만도 호프만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인간의 실질적인 필요와 이익을 침해할 때 나타

나고 침해의 척도는 사회적 무시(멸시)라고 보는 관계로 이해된 인간존엄구상을 주장한다.60) 

존엄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는 특성이 아니라, 오로지 상호승인이라는 상호인격적 관계

에서만, 즉 인격간에 서로 평등한 관계에서만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존엄의 ‘불가침성’을 나타

낸다고 한다.61) 즉 존엄은 상호승인행위를 통해 구성된다고 보는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이론적 

구상도 같은 맥락이다.

4) 객체공식(Objektformel)

객체공식은 뒤리히가 인간을 “인격(Person)”으로 존중하라는 전통을 이어 받아 헌법의 논

의에 도입하였다.62) 사실 뒤리히 뿐 아니라 20세기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이 인간의 존엄에 대

하여 이와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이론을 전개해왔다고 볼 수 있다. 뒤리히는 인간존엄의 개념

을 적극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위에서 본 가치이론의 입장에서 존엄을 당연히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인간을 인격으로 존중하고 모든 인간을 법적으로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이해한다. 결국 적극적인 개념정의를 포기하는 대신, 소극적으로 인간존엄의 침해여

부를 판단하는 데에 기준으로 사용된다. 그 기준은 권리주체로서 인간이 자신의 주체성을 박

탈당할 때 타락이 시작된다고 한다.63) 즉 한 구체적인 인간이 객체, 단순한 수단, 대체가능한 

대상으로 전락하게 되면 그의 존엄 자체가 침해된 것으로 본다.64)

58) Hofmann, Die versprochene Menschenwürde, AöR 118 (1993), 353, 364.
59) Hofmann, Die versprochene Menschenwürde, AöR 118 (1993), 353, 364.
60) Neumann, Die Tyrannei der Würde, ARSP 84 (1998), 153, 165f.; ders.、Menschenwürde als Menschenbürde, in:

Kettner(Hrsg.), Biomedizin und Menschenwürde (2004), S.42, 54.
61) Habermas, Die Zukunft der menschlichen Natur (2001), S.62.
62) Dürig, Der Grundrechtssatz von der Menschenwürde, AöR 81 (1956), 117, 127.
63) Dürig, Der Grundrechtssatz von der Menschenwürde, AöR 81 (1956), 117, 127.
64) Dürig, Der Grundrechtssatz von der Menschenwürde, AöR 81 (1956), 117,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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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간존엄의 구체적 의미

인간존엄은 수많은 논쟁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대한 통일적인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가치이론의 경우 존엄을 인간에게 주어진 것으로 처분불가능성을 강조하고, 능력이론이나 승

인이론의 경우는 좀 더 인간의 자기결정과 사회적 관계에 중점을 둔다. 하지만 이들의 서로 

다른 출발점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다. 즉 인간존엄이 내용적으로 

“인간 인격의 고유한 가치에 대한 존중”을 의미한다는 점에는 대체로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

다. 결국 인간이 존엄한 근거는 “자유롭게 스스로 결정하며, 스스로를 발현하는 소질을 부여

받은” 그 인격성에 있다고 본다. 결국 인간존엄이란 인간을 인격적 존재로 보장하는, 즉 인간

의 정체성을 보장하는 것이고 사회공동체 안에서 개인과 공동체 안에서 균형을 잡고 각자의 

생황을 자기책임 하에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하는 인격체로서 보장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

다.65) 결국 인간이 인격체로서 자율적인 인격의 발현, 즉 자기결정이 존엄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이 도구화되는 것은 인간존엄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러한 자기결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신체적･정신적 완전성을 보장하고, 인간답게 존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존엄은 자기결정으로 발현되고, 그 전

제가 생명･신체･정신적 완전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격실현권(자기결정권)과 생명권

의 보장이 인간존엄 보장의 핵심이 된다. 인간존엄의 전제로서 개개인은 자신의 존엄에 대하

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핵심이다. 우리나라의 학설도 대체로 인간존엄

의 근본적인 내용을 이렇게 인간의 특별한 능력, 인격권과 자기결정권으로 파악한다.66) 이것

은 행복추구권, 즉 자기 자신의 법익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타인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을 자기결정권으로 나타난다. 아울러 이러한 인간존엄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생명･
신체에 대한 불가침권(이하 생명권)은 모든 개별 기본권의 전제가 되는 인간으로서의 지위를 

유지시켜주는 생물학적 기초인 생명･신체에 대한 방어권으로, 헌법상 기본권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으로 이해된다.67) 헌법재판소도 비록 기본권이 헌제화된 국가에서 자연법 논증이 가능

한 것인지는 의문이지만,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

한 인간존재의 근원이다. 이러한 생명에 대한 권리는 비록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

도 인간의 생존본능과 존재목적에 바탕을 둔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로서 헌법에 규정된 

65) 계희열,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고려대학교 법학논집 제37집 (1996), 301, 310쪽; 이준일, 헌법학강의 제5판
(2013), 377쪽; 허영, 한국헌법론 전정13판 (2017), 339쪽 등.

66) 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2000헌마546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5헌가14, 96헌가7(병합) 전원
재판부; 김학태, 현대 의학에 있어서의 생명의 시간과 인간의 존엄, 법철학연구 제4권제2호 (2001), 250쪽; 장영수,
헌법학 제11판 (2019), 567쪽; 베르너 마이호퍼/심재우 역, 법치국가와 인간의 존엄 (1996), 23쪽 이하.

67) 계희열, 헌법학(중) 신정판(2004), 238쪽; 장영수, 헌법학 제11판(2019), 601쪽; 허영, 한국헌법론 전정13판(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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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68)이라고 하여 기존권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Ⅲ. 인간존엄의 핵심으로 자기결정권과 생명(권) 

1. 인간존엄과 그 생물학적 기초로서 생명(권) 

‘생명권’은 인간으로서 지위를 유지시켜주는 ‘생명’과 ‘신체’에 대한 불가침권을 의미한다. 

대체로 학계에서는 생명과 신체를 구분하여 인신권의 내용이 되는 생명권, 신체에 대한 불가

침권, 신체의 자유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인신권의 범주로 파악하는 것으로 보인다.69) 하지만 

이는 학계의 자생적인 것이라기보다는 헌법재판소가 “헌법 제12조 제1항 전문에서 ‘모든 국

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은, 신체의 안정

성이 외부로부터의 물리적인 힘이나 정신적인 위험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아니할 자유와 신체

활동을 임의적이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70)이라고 보아, 신체에 대한 불

가침권을 신체의 자유의 일부로 본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생명에 대한 불가침

권과 신체에 대한 불가침권은 인간의 실존을 보호하는 것으로서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

서 생명･신체에 대한 불가침권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권리로 기본권 침해는 바로 생명･신
체, 즉 인간의 존재에 대한 침해가 되지만, 신체의 자유는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생명권이라는 표제로 생명･신체에 대한 불가침권을 하나의 권리로 다룬다.71) 

존엄한 인간의 생물학적 기초가 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보호를 요구할 권리는 인간생명체

에 대한 살해행위, 상해행위 등 침해행위가 금지가 되고, 이는 모든 근대헌법의 기본권 중에

서도 가장 핵심에 속하는 보편적인 것이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의 완전

성에 대한 침해나 위태화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한 행위일 뿐 아니라 헌법위반행위이다.72) 

생명권은 국가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권일 뿐만 아니라 제3자의 그러한 침해에 대하여 국가기

관에 형법을 통해 보장하여야할 기본권 보호의무를 부과한다.73) 

68) 헌법재판소 1996. 11. 28. 선고 95헌바1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8헌마385 전원재판부; 헌법재
판소ﾠ2010.2.25.ﾠ선고ﾠ2008헌가23ﾠ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ﾠ2012.8.23.ﾠ선고ﾠ2010헌바402ﾠ전원재판부 등.

69) 장영수, 헌법학 제11판 (2019), 599쪽 이하; 허영, 한국헌법론 전정13판 (2017), 370쪽 이하 등.
70) 헌법재판소 1992.12.24. 선고 92헌가8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2005. 5. 26. 99헌마513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ﾠ2018.
5. 31.ﾠ선고ﾠ2016헌마191, 330, 2017헌마171(병합)ﾠ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6헌마344, 2017헌마
630(병합) 전원재판부 등.

71) 생명권과 신체불가침권을 분리해도 큰 차이는 없다. 다만 표현상의 차이일 뿐이다.
72) Lee, Formen der straflosen Sterbehilfe in Deutschland und Korea (2007), S.79.
73) BVerfGE 77, 170, 214; Hörnle,Menschenwürde und Lebensschutz, ARSP 89 (2003), 318; Merkel, Früheuthanas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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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국가의 생명보호의무는 형법학에서 절대적 생명보호원칙이라는 표제로 다루어진

다. 그 생명의 의미, 생명가치의 등급화, 생명의 기능에 대한 평가가 금지되며 “인간의 생명은 

모든 단계에서 무한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된다.74) 이로부터 인간생명은 인간이 되어

가는 단계에서부터 끝나는 단계까지 언제나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절대적 평등의 원칙

이 나오며, 어떠한 경우라도 생명에 대하여는 소극적 평가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한다. 

따라서 개인의 생명은 상하귀천에 차등이 있을 수 없고 타인의 생명과 비교형량의 대상이 될 

수도 없으며, 이것은 “살인범죄에서 피해자의 나이는 양형에서 가중사유로 또는 감경사유로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75)라는 표현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생명 대 생명의 이익형량은 결국 

생명의 가치가 나이, 육체적 또는 심리적 상태 등 어떠한 다른 이유로든 이익형량 안에서 고

려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법익은 이익형량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익으로서 설명

되고, 생명에 대한 이익형량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으로 이해된다.76) 이로

부터 생명의 불가침성과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의 생명을 희생시킬 수는 없다는 절대적 생명

보호의 원칙이 나온다.77) 

대법원은 “회임된 태아는 새로운 존재와 인격의 근원으로서 존엄과 가치의 주체”라고 파

악하고 있으며,78) 헌법재판소도 “인간은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형성 중의 생명인 태

아에게도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국가는 헌법 제10조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79) 독일연방

헌법재판소도 제1, 2차 낙태판결에서, “모체에서 자라고 있는 생명은 헌법의 보호를 받는 독

립적인 법익이다. 이러한 국가의 보호의무는 태아의 생명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인 침해를 금

지할 뿐만 아니라 국가에게 그 생명에 대한 보호의무를 요구한다. 태아의 생명보호는 원칙적

으로 임신의 전기간에 걸쳐 임부의 자기결정권에 우선”한다고 하면서,80) “인간의 생명이 존

재하는 곳에서 그 생명에 인간의 존엄이 귀속된다. 그 기본권 향유자가 이러한 존엄을 의식하

고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지킬 줄 아는지 모르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인간의 존엄을 근거짓기 

위해서는 애초부터 인간적인 존재에 수반되는 잠재적인 능력으로 충분하다”는 표현을 통해 

국가의 생명보호의무를 인간의 존엄과 연결시키면서 태아의 경우에도 그 잠재성을 근거로 인

(2002), S.400ff.; Starck, Menschenwürde als Verfassungsgarantie im modernen Staat, JZ 1981, 459.
74) Maurach/Schroeder/Maiwald, Strafrecht BT1 (2003), §1 Rn.5; Roxin, Pflichtwidrigkeit und Erfolg bei

fahrlässigen Delikten, ZStW 74 (1962), 411, 429.
75) BGH StV 1995, 634; OLG Frankfurt a. M. JR 1980, 76.
76) Küper, Grund- und Grenzfrage der rechtfertigenden Pflichtenkollision im Strafrecht (1979), S.59ff.
77) 김일수, 낙태와 살인의 한계 -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모색, 오선주교수 정년기념논문집 (2001), 279, 288쪽.
78) 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도1958 판결.
79) 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4헌바81 전원재판부 결정.
80) BVerfGE 3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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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존엄과 생명권을 인정해왔다.81)

이러한 관점은 인간의 존엄과 생명보호를 같은 선상에서 선험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파

악하고, 그 기저에는 생명이 인간존엄의 주체로서 지위가 존재하기 위한 유일한 조건으로 보

고, 주체로서 전제조건인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주체의 의무로 보는 것이다.82) 이러한 입장은 

아래의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며, 인간

존엄성의 활력적 기초이다. 이러한 생명에 대한 권리는 비록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

도 인간의 생존본능과 존재목적에 바탕을 둔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로서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생명권

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최대한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생명권의 주

체라도 자신의 생명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83) 

하지만 인간의 존엄을 다른 권리들(여기서는 생명권)과 항상 연결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

면, 인간존엄에 대한 존중의 의무는 타인을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존중하라는 의무가 되고, 

결국 이것은 모든 다른 권리의 주체로서 존중할 의무와 그 자체로서 존중할 의무의 이례적인 

중첩적 의무가 된다.84)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의 존엄을 실존적 최소한의 권리들

의 핵심으로 이해하거나,85) 고문과 같이 인격을 도구화하는 행동을 통해서 침해될 수 있는 권

리로 이해하기도 한다.86) 이러한 이해는 한편으로는 개별권리에 대한 강한 침해의 유형들을 

권리를 근거 짓는 권리의 박탈이라고 이해하는 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의 권리가 소극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기본권주체로서 적극적인 측면을 승인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기는 하다.87) 하지만 다른 기본권들의 전제가 되는 인간의 존엄에 대한 존중의 의무와 

다른 권리들과 관련되는 의무들 사이는 전제조건의 관계이지 동일선상에 놓인 기본권으로 이

해할 수 없고, 이렇게 되면 논리적으로 다른 기본권의 침해없이 존엄권의 침해를 인정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81) BVerfGE 88, 203.
82) 생명의 존엄 이라는 표현은 정현미, 치료중단의 한계와 형사책임, 형사정책연구 제15권 제4호 (2004), 168쪽. 생명은
신성한 것이라는 표현은 최우찬, 안락사와 존엄사 - 아름다운 죽음에 관한 권리, 고시계 89/2, 36쪽 참고.

83) 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8헌마385 전원재판부.
84) Seelmann, Haben Embryonen Menschenwürde?, in: Kettner(Hrsg.), Biomedizin und Menschenwürde (2004),

S.63, 65.
85) 에릭 힐겐도르프/김영환･홍승희 역, 남용된 인간의 존엄, 273쪽 이하; 베르너 마이호퍼/심재우 역, 법치국가와 인
간의 존엄 (1996), 55쪽 이하.

86) Maunz/Dürig GG Art. 1 Rn.28; Luf, Menschenwürde als Rechtsbegriff, FS-E.A.Wolff (1998), S.307, 320.
87) Seelmann, Haben Embryonen Menschenwürde?, in: Kettner(Hrsg.), Biomedizin und Menschenwürde (2004),

S.63,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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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와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결국 생명에 대한 권리가 곧바로 생명유지의무가 된다. 

이러한 생명유지의무를 법적으로 근거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법적인 관계에서 권리와 

의무는 상호 대칭적으로,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의 향유자에게 주어지는 의무는 자신의 권

리를 포기하지 않을 의무가 아니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의무이다.88) 권리 자체가 

의무가 되는 자유는 없다. 자유가 의무가 되는 것은 그 내재적인 모순이기 때문이다. 

2. 생명(권)과 자기결정권, 생명보호와 생명권 보호

최근 배아연구, 낙태문제와 관련된 논의에서 인간존엄과 생명권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활

발하지만, 이는 배아, 태아에게 인간존엄과 생명권의 주체성이 인정되는지, 만약 인정된다면 

언제부터 인정되는지 등에 관한 논의가 주를 이룬다.89) 왜냐하면 배아, 태아는 (기본권 주체

성을 인정한다면) 기본권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능력, 즉 자기결정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주체에게 최선의 이익(또는 복리)이 되는 방향으로 타인의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본권보호에 충실한 해석이기 때문이다.90) 

하지만 자기결정능력을 가진 인간의 경우는 최선의 이익이 아니라 본인의 의사(자기결정)

가 중요하다.91) 하지만 촉탁･승낙 살인죄와 자살관여죄는 법익주체의 유효한 승낙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촉탁･승낙 살인죄와 자살관여죄는 생명권을 보

호하는 것인가? 아니면 제한하는 것인가? 

이에 대하여 촉탁･승낙 살인죄와 자살관여죄 규정이 다른 법익과 달리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된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주장이 있다.92) 이러한 주장은 모든 개개인에게 사회에 대한 생

명유지의 의무가 있고, 자살도 타살과 동일한 불법을 가지며, 이에 따라 자살을 처벌하지 않

는 것은 입법의 불비 또는 당벌성은 있지만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93) 결국 자

신의 생명과 신체에 대해서 타인을 통해서는 물론이고, 자신이 직접 위험하게 만들 권리도 인

정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한다.94) 결국 이 견해는 생명권을 ‘살 권리’로 이해하고, 삶(생명의 

88) Jakobs, Zum Unrecht der Selbsttötung und der Tötung auf Verlangen–Zugleich zum Verhältnis von
Rechtlichkeit und Sittlichkeit, FS-Kaufmann (1993), S.459, 460; Merkel, Früheuthanasie (2002), S.397f.

89) 이에 대하여 대표적으로 최희수, 인간의 존엄권과 생명권의 시기, 강원법학 제31권 (2010), 1쪽 이하 참고.
90) 그러나 항상 생명의 유지가 곧 배아나 태아의 이익 또는 복리에 충실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다. 특히 이
와 관련해서는 대표적으로 Merkel, Früheuthanasie (2002), 특히 S.501ff. 참고.

91) Merkel, Früheuthanasie (2002), S.401.
92) 배종대, 형법각론 제9전정판 (2015), 75쪽 이하 참고.
93) 최민영, 존엄사와 생명처분권, 안암법학회 2010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47, 54쪽; Schmidhäuser, Selbstmord und

Beteiligung am Selbstmord, FS-Welzel (1974), S.801, 819; Klinkenberg, Die Rechtspflicht zum Weiterleben und
ihre Grenzen, JR 1978, 441 ff.

94) 계희열, 헌법학(중) (2004), 2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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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은 절대적인 선이며 이 권리를 포기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한다. 결국 생명권의 보호와 

생명의 보호를 같은 것으로 이해하는 듯하다. 

그런데 생명권의 의미가 위에서 본 것처럼 생명･신체에 대한 불가침권을 의미한다면, 자신

의 생명･신체에 대한 침습을 허용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법익주체의 자유에 속한다. 형법에서 

타인이 자신의 법익에 대한 침해 또는 위태화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승낙능력 있는) 법익

주체가 동의한 것이라면 정당화된다는 ‘피해자 승낙’ 도그마틱이 바로 그 자유의 표현이다. 

그렇다면 국가가 형법에서 촉탁･승낙 살인죄와 자살관여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생명을 보

호하는 것일 수는 있으나, 생명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익주체의 자유, 즉 생명권을 제

한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95) 

자살의 경우는 더욱 더 명확해 지는데, 자살이 금지된다고 하는 것은 생명권의 주체에게도 

생명침해 금지가 의무로 주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생명을 자기결정에 우선하는 외재적 가치

로 보거나, 내 생명에 대한 다른 (예컨대 神이나 자연과 같은) 권리주체를 상정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근대 이후의 세속국가에서는 오로지 개인만이 생명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법익에 대한 자해행위는 애초에 법익침해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자신

의 법익에 대한 처분권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남는 

것은 ‘삶(생명의 유지)은 절대적인 선’이며 삶의 포기는 되돌릴 수 없는 것이므로 무조건 지켜

야 한다는 강한 후견주의만 남게 되고, 이는 자유적 법치국가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다.96) 따라서 인간의 존엄과 인격권의 핵심인 자기결정권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법익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는 자유로 이해하게 되면, 생명에 대하여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97) 물론 생명에 대한 처분이 다른 재산에 대한 처분과는 다른 

무게를 갖지만 다른 전제가 없다면 그 처분권이 없다는 점을 법적으로 논증할 수 없다. 따라

서 생명주체의 자기결정에 반하여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오히려 생명권에 의해서 보호되어야 

한다. 결국 생명과 생명권의 보호방향이 다르다면 법이 보호해야 하는 것은 생명이 아니라 생

명권이어야 한다. 결국 생명을 자기결정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생명의 중요성에 비추어 그 내

재적 한계를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만 남는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촉탁살인죄나 자살관여죄 

규정은 직접적으로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후견주의 이외에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

이며, 폐지되어야 한다고 하거나98) 합리적인 이유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해

95) 같은 취지로 윤재왕, 자기결정권과 후견주의, 고려법학 제67호 (2012), 115, 120쪽.
96) 강한 후견주의가 민주적 헌법국가와 조화를 이룰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대표적으로 Feinberg, Legal Paternalism,

in: Rights, Justice and the Bounds of Liberty (1980), pp.110-129 참고.
97) Kaufmann, Euthanasie-Selbsttötung-Tötung auf Verlangen, in: ders., Strafrecht zwischen Gestern und Morgen
(1983), S. 137, 144; Klug, Das Rechts auf einen menschenwürdigen Tod, in: ders., Rechtsphilosophie
Menschenrechte Strafrecht (1994), S.186,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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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는 주장99)에 이르게 된다.

3. 생명권의 제한

문제는 생명을 주체의 자기결정에 의해서 처분가능하다고 보더라도, 이 자기결정권을 법

이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하는가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생명은 존엄한 인간의 생물학

적 기초가 되는 것이고 한 번의 침해로 되돌릴 수 없는 것이므로,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을 인

정하더라도 그것이 온전한 자율적 결정인지에 대하여 법이 개입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그렇다면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처치를 거부하는 권리는 제한이 가능한가? 적극적인 처분

권과 소극적인 방어권의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는 생명권의 성격에서 생명권은 그 내용으로

서 국가 또는 제3자의 침해에 대한 시민의 방어권을 의미하고, 또 국가에 대한 보호요구권을 

포함하기는 한다. 소극적 방어권으로서 생명권은 그 자체에 권리의 객체인 “생명”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권리는 포함하지 않지만,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에 대한 침해를 방어할 

권리를 포함한다. 이에 따라 생명을 유지하는 처치나 치료를 거부할 수 있으며, 적극적인 처

분권의 인정여부와 무관하게 생명권의 소극적 방어권적 성격에서부터 직접 소극적 의미로 죽

을 권리를 갖는다.100) 개개인은 권리를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 사회에 의무를 지는 것이지, 

살아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101)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록 의학적 또는 일반인의 관점에

서 객관적 이익에 반하는 비합리적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결정주체가 스스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결정한 이상 그 결정은 존중받아야 한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비록 의

학적으로 필수적인 의료행위라고 하더라도 환자의 결정에 반하는 전단적 의료행위를 처벌하

고, 환자의 결정이 비록 객관적･의학적 관점에서 비합리적이라고 판단되더라도 환자의 치료

98) Marx, Zur Definition des Begriffs »Rechtsgut« (1972), S.64ff.; Schmitt, Strafrechtlicher Schutz des Opfers vor
sich selbst?, FS-Maurach (1972), S.113, 115; ders., Das Recht auf den eigenen Tod, MDR 1986, 617, 620.

99) Herzberg, Der Fall Hackethal: Strafbare Tötung auf Verlangen?, NJW 1986, 1635, 1641f.; Jakobs, Tötung auf
Verlangen, Euthanasie und Strafrechtssystem (1998), S.14ff.; Kaufmann, Euthanasie - Selbsttötung - Tötung
auf Verlangen, in: ders., Strafrecht zwischen Gestern und Morgen (1983), S.137, 145f.; Klug, Das Rechts auf
einen menschenwürdigen Tod, in: ders., Rechtsphilosophie Menschenrechte Strafrecht (1994), S.186, 188;
Merkel, Früheuthanasie (2002), S.401; Wolfslast, Gedanken zur Sterbehilfe, EG-Brauneck (1999), S.473 ff.; 윤재
왕, 자기결정권과 후견주의, 고려법학 제67호 (2012), 115, 134쪽 이하.

100) 빌프리트 보트케/김성돈역, 촉탁살인과 안락사 –자신의 생명에 대한 소유권의 인정이 법적인 규율의 방향을 제
시하는가?-, 형사법연구 제16권 특집호 (2002), 197, 207쪽; Hirsch, Einwilligung und Selbstbestimmung.
FS-Welzel (1974), S. 775, 777; Laber, Der Schutz des Lebens (1997), S. 116; Otto, Recht auf den eigenen
Tod? Strafrecht im Spannungsverhältnis zwischen Lebenserhaltungspflicht und Selbstbestimmung, Gutachten
zum 56. Deutschen Juristentag, D-11f.; Uhlenbruck, Recht auf den eigenen Tod?, ZRP 1986, 209, 214.

101) Kaufmann, Euthanasie-Selbsttötung-Tötung auf Verlangen, in: ders., Strafrecht zwischen Gestern und
Morgen (1983), S.137, 144. 같은 맥락으로 Duttge, Lebensschutz und Selbstbestimmung am Lebensende, ZfL
2004, 30,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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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102) 

반면 우리 대법원은 자기결정권 보장을 주장하지만, 소극적 측면에서도 생명을 자기결정

의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즉 의학적 또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객관적 관점에서 허용되지 않

는 한 소극적인 방어권으로서 생명권도 부정하고 있다. 

“환자의 동의는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환자가 생명과 신체의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하

여 스스로 결정하고 진료행위를 선택하게 되므로, … … 환자가 그 진료행위의 중단을 요구할 

경우에 원칙적으로 의료인은 이를 받아들이고 다른 적절한 진료방법이 있는지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생명권은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

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 할 것이므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진료행위를 중단할 것인지 

여부는 극히 제한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103) 

위에서 대법원이 언급한 것처럼 개인의 자기결정을 객관화하면 객관화되는 만큼 개인의 

자기결정은 축소된다. 결국 대법원의 논증방식은 생명을 외재적 가치로 보고 위 판결을 내용

은 결국 개인의 자기결정은 의학적･객관적 판단에 합치하는 범위안에서만 보장되고, 개인의 

자율성 영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래의 보라매병원사건 1심 판결도 마찬가지 입장을 취한다. 

“환자에 대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할 지위와 의무를 가지게 된 의사가 환자를 위하여 의

료행위를 계속하여야 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자기결정권에 기하여 의료행위의 계

속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의사가 환자를 보호하여야 할 지위나 의무가 종료 내

지 배제되어 더 이상 의료행위를 계속할 필요가 없게 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의료행위의 중지

가 곧바로 환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의 중지할 의

무와 (……)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료행위를 계속하여야 할 (……) 의무와의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바, 그러한 의무의 충돌이 있는 경우 의사로서는 더 높은 가치인 환자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우선하여 환자의 퇴원요구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보호하여야 할 지위나 의무가 

종료되지는 아니한다 할 것”이라고 한다.104)

이러한 관점에서 대법원의 입장은 법익주체의 결정이 진지할 뿐 아니라 객관적 기준에도 

102) 대표적으로 BGHSt 11, 111; 40, 257. 오스트리아는 환자의 유효한 승낙없는 의료행위를 형법 제110조에서 전단적
의료행위로 처벌한다.

103)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판결, 판결문 3-4쪽.
104)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8. 5. 15. 선고 98고합9 판결. 이 경우에는 치료해야 하는 작위의무와 치료를 중단해야 하

는 부작위의무 사이의 충돌이므로, 작위의무와 작위의무의 충돌만을 의무충돌의 유형으로 파악하는 다수의 견해
에 따르면 이 사례에서는 원칙적으로 의무충돌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 다만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긴급피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있다.



198  Criminal Justice for Human Dignity and Values

합치해야 한다는, 지나치게 후견적인 것으로 생명권과 생명을 동일시하고, 생명권은 언제나 

생명을 보호하는 것으로 오인하였을 뿐 아니라, 생명주체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제3자가 생각

하는 이익을 강요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으로서 생명유지의무를 생명권의 주체에게 부과

하는 것이고, 결국 의료계에서는 환자가 거부하더라도 강제치료를 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

인다.105) 환자 스스로 원하지 않는 강제치료는 자유적 법치국가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법질

서의 불쾌한 요청이다. 

문제는 생명을 주체의 자기결정에 의해서 처분가능하다고 보더라도, 이 자기결정권을 법이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하는가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생명은 존엄한 인간의 생물학적 기

초가 되는 것이고 한 번의 침해로 되돌릴 수 없는 것이므로,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을 인정하더

라도 그것이 온전한 자율적 결정인지에 대하여 법이 개입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체 스스로의 결정이 아닌 외부의 기준에 따라 “더 좋은” 이익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만약 자유적 법치국가가 법의 형식을 통해서 이러한 강요를 정당화한다면, 이

는 법치국가 스스로 자신이 서 있는 규범적 토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106) 결

국 개인의 자유는 자신이 향유하는 이익들 중에서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에 따라 스스로 결정

할 수 있고, 외부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을 때 비소로 획득되는 것이다.107) 그 결정(법익)주체

의 선택이 비록 객관적 관점에서 자신의 이익을 스스로 해치는,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주체가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자발적으로 내린 결정이라면 그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온전한 자기결정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만약 특정한 이상적 상태를 기

준으로 자율성을 판단한다면 가기결정의 주체는 자기책임에 따른 결정을 할 수 있는 자유영

역은 존재할 수 없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자기결정은 이상적인 상태에 도달하지 못한 단계에

서 이루어지고, 이러한 자기결정은 자기결정으로 인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칸트가 생

각하는 정언명령에 따른 이상적 자율개념에 완전히 부합하는 것이 자기결정의 요건이라면 현

실에서 자기결정은 존재할 수 없다. 이 점에 이미 법적인 의미에서 자기결정은 내재적 한계를 

갖는다. 세속화된 헌법의 안에서 자기결정은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결정주체가 자신의 

관할영역에서 자기책임하에 결정한다는 점으로 족하다. 결국 국가의 자기결정에 개입할 수 

있는 한계는 결정의 결과가 주체에게 최선의 이익인지 여부가 아니라, 주체가 최소한의 결정

능력이 있는지에 있다. 최소한의 결정능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국가를 포함한 주체 이외의 

105) 대표적으로 송말순, 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윤리교육,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 2006년 가을학술대회 자료
집, 29, 30쪽은 “환자의 자기결정권보다 생명권을 우선시해야 하는 의료인으로서는 환자의 비합리적인 결정권을 무
시해야 한다.”라는 표현에서 대법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한다는 표현이 미사여구에 불과하다는 점이 명백해진다.

106) 윤재왕, 자기결정권과 후견주의, 고려법학 제67호 (2012), 115, 126쪽.
107) 이 점에 관한 R. Dworkin과 Feinberg의 논증에 대하여는 윤재왕, 자기결정권과 후견주의, 고려법학 제67호

(2012), 115, 125쪽 이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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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주체를 대신하여 결정하도록 할 수는 있다. 이미 우리 법제는 예컨대 형법상 미성년자의

제강간･강제추행죄, 민법상 (성년･미성년) 후견제도와 같은 최소한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법익주체의 자기결정을 제한하는 수많은 제도를 가지고 있다.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주체의 

결정권한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지만, 최소한의 합리성을 갖춘 주체가 내린 최선

의 이익에 반하는 비이성적인 결정을 차단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108) 여기서 국

가의 역할은 개인의 결과적으로 비이성적인 자기결정을 금지･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의 

주체가 최소한의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지, 주체가 내린 결정이 ‘진지한’ 본인의 의사와 합치

하는지 확인하는 것에 머물러야 한다. 이 과정에서 결정의 주체가 가지고 있지 못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특히 한번의 결정으로 되돌릴 수 없는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을 熟慮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자유적 법치국가에서 후견적으로 국가의 개입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한계로 보아야 한다. 

IV. 자기결정으로서 연명의료중단결정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연명의료중단’ 논의의 핵심은 치료행위에 반응하지 않는 임종환

자 또는 말기환자의 경우에는 어떤 요건하에 연명의료중단이 가능한지와 임종기 또는 말기에 

이르지 않은 환자에 대해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의중단이 가능한 것인지의 문제이다. 

의료윤리에서 통용되는 ‘해악금지의 원칙’의 판단기준으로 사용하는 ‘이중효과의 원리’에 

따르면, 연명의료의 시행이 의학적으로 환자에게 주는 해악이 환자가 얻는 이익보다 더 큰 상

황에서는 의사에게 생명유지의무는 없다고 본다.109) 모든 상황에서 의사가 생명유지의무를 지

는 것이 아니며 더 이상 적절한 치료방법을 찾을 수 없거나 연명의료가 단지 고통만을 연장할 

뿐이라면 의사의 의무는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호스피스와 같은 고통을 줄이거나 감경

시키는 통증완화조치가 중심이 된다.110) 결국 다른 희망없이 고통을 연장하는 것이라면 이미 

환자의 (意思와 무관한) 복리의 관점에서도 이미 무의미한 연명의료는 중지되어야 한다.

108) 파인버그는 이를 irrational과 unreasonable로 구별하여 전자는 제한이 허용되고, 후자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본
다. 이 점에 관하여는 Feinberg, Harm to Self, The Moral Limits of the Criminal Law Vol. 3, pp.107-108 참고.

109) 이중효과의 원리는 이미 토마스 아퀴나스 이전부터 윤리학에서 인정되어 온 것으로, 간접적 안락사를 정당화하
는 근거로 사용되었고, 가장 보수적인 생명윤리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 가톨릭도 교황 비오 12세가 1948년 9월
9일 로마에서 열렸던 “국제 신경-정신 약물학회 학술회의(Kongress des Collegium Internationale Neuro-Psycho-
Pharmalogicum)”에서 “정신약물학과 그 윤리적 규범에 관하여(Über die Psycopharmakologie und ihre sittlichen
Normen)”라는 연설에서 간접적 안락사가 윤리･신학적으로 허용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하여는 Laufs/Ulenbruck-Ulenbruck/Ulsenheimer, Handbuch des Arztrechts (2002), §132 Rn.4 각주 14 참고.

110) Grundsätze der Bundesärztekammer zur ärztlichen Sterbebegleitung, Deutsches Ärzteblatt 108 (2011), A-346,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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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3일 제정되고, 2017년 8월 4일부터 시행중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

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 법률 제14013호)”에 따르

면, 임종환자는 “담당의사를 포함한 2인의 전문의로부터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

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다고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연명의료결정법 제2조 제1호, 제2호)”, 말기환자는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

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담당의사를 포함한 전문의 2인으

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연명의료결정법 제2조 제3

호)”를 의미한다. 2009년 세브란스병원사건에서 대법원이 “임종환자(짧은 시간 내 사망이 명

백한 환자)”의 범위에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이 명백한 환자”를 포함시켰던 점을 고려하

면, 연명의료중단의 대상환자 범위를 대법원이 판단했던 것 보다 훨씬 더 축소시켰다. 

또한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

공호흡기 착용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연명의료결

정법 제2조 제4호)” 의료행위를 말한다. 이미 이 법이 규정한 “연명의료”는 그 자체로 “무의

미”한 것이다.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지속하는 것은 환자의 복리에 반하고, 환자의 복리에 반

하는 의료행위를 지속하는 것은 의사의 직업윤리에도 반한다. 그런데 이 연명의료결정법 제1

조는 “……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환자의 복리에 반하고 의사의 직업윤리에도 반하

는 의료행위를 본인의 의사를 알 수 없고, 가족전원111)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의사는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유지해야 한다. 이처럼 불쾌한 법질서의 요청을 입법화하고 업적으로 

홍보하는 국회와 복지부가 생각하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과 자기결정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의문이다.

이 점은 연명의료결정법의 정의에 따를 때 말기환자도 마찬가지이다. 말기환자 뿐만 아니

라어떤 상태에 있는 환자라고 하더라도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료

행위를 시행하는 것이 의료윤리에 반한다는 점은 다시 언급하지 않는다. 이 연명의료결정법

은 연명의료중단의 결정과정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물론 의사의 전문가로서 결정권까지 

(그에 따라 전문가로서 판단에 대한 책임까지) 사라지게 만들었다. 

환자가 회복불가능하고 짧은 시간 내에 사망할 것이 확실하다면,112) 의사는 자신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환자의 의사와는 독립적으로 연명치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111) 가족전원의 범위는 제정당시 “환자가족전원”이었던 것이 현재 (2018. 12. 11. 일부개정, 2019. 3. 28. 시행) 배우자
및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으로 축소되었다.

112) 물론 이 판단에 대하여는 의사가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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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사의 진료거부는 의료윤리와 의사의 직업적 소명에 합치하는 것으

로, 의료법 제16조 제1항과 제68조에 따른 진료거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의사는 자신의 의사로서 직업적 소명을 지킬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의사의 직업적 소명

과 의료윤리에 합치하는 진료의 거부는 의료법 제16조 제1항에서 예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

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113) 따라서 말기암으로 심정지가 온 환자에 대

한 심폐소생술이나 뇌사자의 연명치료 등은 담당의사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한다면 거부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앞에서 본 것처럼 객관적 이익과 무관하게 개인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생명･신체에 대한 불가침권의 행사가 다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지 판단할 권리

가 국가에는 없다. 생명권은 생명뿐만 아니라 신체에 대하여도 국가 또는 제3자의 침해에 대

한 시민의 방어권을 의미하고 국가에 대한 보호요구권을 포함하기 때문에, 시민이 자신의 신

체에 대하여 방어권을 행사한다면 시민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침습하는 생명보호는 허용되

지 않는다. 국가의 생명보호는 의무이지 권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에 비추어보면, 적극적인 자신의 생명･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차치하더라도, 소극적인 생명･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도 행사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우리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환자’만 정당하게 연명의료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현행법상 임종환자가 아닌 환자는 연명의료거부권이 인정되

지 않는다. 이는 법이 개인에게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살아야할 의무를 지게 만드는 것이

다.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살아야할 의무를 정당화할 수 있는 논증은 불가능해 보인다. 살아야

할 의무를 지우는 것이야말로 개인을 사회와 국가를 위해 객체화 하는 것이고 인간의 존엄을 

주어진 것으로 보는 가장 보수적인 입장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V. 결론 

국가는 의사결정을 비이성적이라는 이유로 제한할 권한이 없다.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최

대한은 개인의 결과적으로 비이성적인 자기결정을 금지･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의 주체

가 최소한의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지, 주체가 내린 결정이 ‘진지한’ 본인의 의사와 합치하는

지 확인하는 절차를 통해 개입하는 것이다. 결국 최종 결정은 결정의 주체에게 맡겨져야 한

다. 따라서 입법기술적으로 연명의료중단결정은 그 기준을 “환자의 의사”로 보아야 하며, 환

113) 이상돈, 진료인수와 응급의료의 의무, 의료형법 (1998), 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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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의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최선의 이익”이 보충적인 기준이 된다. 그래서 법이

론적으로 명시적 의사, 추정적 의사, 최선의 이익(일반인의 가치표상)순으로 그 효력을 인정하

며,114) 사전의료의향서 등은 추정적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자료 또는 명시적 의

사와 추상적 의사의 중간에 위치하는 것으로 이해한다.115) 물론 입법적으로 명시적 의사와 같

은 효력을 인정하기도 한다.

최선의 이익을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생명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한, 이미 

“임종환자”에게 “연명”은 최선의 이익도 아니다. 만약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생명을 유

지하는 것’이 최선의 이익이고 국가가 최선의 이익을 지켜주어야 한다면, 연명의료결정법을 

제정한 것 자체가 국가의 모순적 행동이다. 

연명의료와 관련하여 국가의 의무는 생명유지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자기결정이 최대한 

다른 요소(특히 경제적인 비용)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고 오로지 개개인이 자신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다.116) 

114) 대표적으로 BGHSt 40, 257ff. (소위 켐프테너 사건). 이 판결에 대한 평석으로는 이석배, 독일 켐프테너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의료법학 제9권제1호 (2008), 259쪽 이하 참고.

115) BGHSt 40, 257ff.;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판결 참고.
116) 이 점에 관하여는 신동일, 존엄사에 대한 형법적 물음, 형사정책연구 제20권제1호 (2009), 325, 특히 335쪽 이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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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자기결정권과 비범죄화*

- 낙태죄를 중심으로 -

김 명 식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법학박사

Ⅰ. 들어가며

지난 4월 11일에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206조 제1항의 자기낙태죄와 동법 제270조 제1항의 

업무상동의낙태죄 중 ‘의사(醫師)’에 대한 부분이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선고하였다.1) 

그 동안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어 왔던 낙태죄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로

써 헌법재판소는 2012년에 내린 자기낙태죄와 업무상동의낙태죄 중 ‘조산사’에 관한 부분에 

대한 합헌결정을 7년 만에 변경하게 되었다.

우선 사건의 개요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4. 3. 31. 산부인과 의사면허를 취득한 사람으

로, 2013. 11. 1.경부터 2015. 7. 3.경까지 69회에 걸쳐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업무상승낙낙태) 등으로 기소되었으며(광주지방법원 2016고단3266), 제1심 

재판 계속 중에 주위적으로는 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

하는 한편, 예비적으로는 위 조항들의 낙태 객체를 임신 3개월 이내의 태아까지 포함하여 해

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7. 1. 25. 그 신

청이 기각되자(광주지방법원 2016초기1322), 2017. 2. 8. 위 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예비적 청구가 동일한 심판대상조항에 관한 주위적 청구의 양적 

일부분에 불과하므로 이를 별도의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으며, 형법 제270조 제1항 전체의 위

헌확인을 구하고 있지만 청구인에게는 ‘의사’에 관한 부분만 적용되므로, 이에 한정하여 심판

대상을 확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심판대상은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69조 제1항(이하 ‘자기낙태죄 조항’이라 한다),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이하 

‘의사낙태죄 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된다.

* 이 글은 발표를 위해 작성된 완성되지 않은 연구자료이므로 인용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1) 헌재 2019.4.11. 2017헌바127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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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술하는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자기낙태죄 조항과 의사낙태죄 조항 모두 지나치게 임

부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으나, 단순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임신기간 전체에 걸쳐 행해진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되어 태아의 생명 보호

와 관련하여 중대한 법적 공백이 생길 수 있으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여 입법자에게 

임신 종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하 ‘결정가능기간’일 함)의 설정과 그 

종기(終期), 결정가능기간과 사회적･경제적 사유의 조합방식(일정 시기까지 사회적･경제적 사

유의 확인을 요구하지 않을지 여부 포함)과 함께 상담요건이나 숙려기간 같은 일정한 절차적 

요건을 갖출 것인지 여부에 관해서도 검토할 것을 주문함에 따라, 향후 후속조치로 요구되는 

관련 법률의 정비과정에서 많은 쟁점들이 검토될 것이고 이에 대한 쉽지 않은 사회적 합의과

정을 거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쟁점들에 대한 직접적인 검토에 대해서는 후일을 기약하기로 하고, 이

하에서는 오늘 공동학술회의의 대주제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임부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헌법적 근거에 관해서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서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 중 관련되는 부분을 먼저 간략히 소개한다.

Ⅱ.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규범적 의의

1. 헌재 결정의 주요 내용

가. 제한되는 기본권

헌법 제10조 제1문이 보호하는 인간의 존엄성으로부터 일반적 인격권이 보장되고, 여기서 

개인의 자기결정권이 파생된다. 자기결정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인

간이 자신의 생활영역에서 인격의 발현과 삶의 방식에 관한 근본적인 결정을 자율적으로 내릴 

수 있는 권리다. 자기결정권에는 여성이 그의 존엄한 인격권을 바탕으로 하여 자율적으로 자신

의 생활영역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고, 여기에는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신체를 

임신상태로 유지하여 출산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자기낙태죄 조항은 모자보건법이 정한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임신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을 부과하도록 정함으로써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의 유지･출산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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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1)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태아는 비록 그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모(母)에게 의존해야 하지만, 그 자체로 모(母)와 별

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국가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자기낙태죄 조항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낙태

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신한 여성의 낙태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다.

(2)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임신･출산･육아는 여성의 삶에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

므로, 임신한 여성이 임신을 유지 또는 종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

관･사회관을 바탕으로 자신이 처한 신체적･심리적･사회적･경제적 상황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한 결과를 반영하는 전인적(全人的) 결정이다.

국가가 생명을 보호하는 입법적 조치를 취함에 있어 인간생명의 발달단계에 따라 그 보호

정도나 보호수단을 달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 산부인과 학계에 의하면 현 시점에서 최

선의 의료기술과 의료 인력이 뒷받침될 경우 태아는 마지막 생리기간의 첫날부터 기산하여 

22주(이하 “임신 22주”라 한다) 내외부터 독자적인 생존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처럼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인 생존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할 때 

훨씬 인간에 근접한 상태에 도달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려면 임신한 여성이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하여 전인적 결

정을 하고 그 결정을 실행함에 있어서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즉, 여성이 임신 사실

을 인지하고,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경제적 상황 및 그 변경가능 여부를 파악하며, 국가의 임

신･출산･육아 지원정책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주변의 상담과 조언을 얻어 숙고한 끝에, 만

약 낙태하겠다고 결정한 경우 낙태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 검사를 거쳐 실제로 수술

을 완료하기까지 필요한 기간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동시에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행

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까지의 낙태에 대해서는 국가가 생명보호의 수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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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임신한 여성의 안위는 태아의 안위와 깊은 관계가 있고,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해 임신한 

여성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언명은 임신한 여성의 

신체적･사회적 보호를 포함할 때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고 

낙태를 감소시킬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등 사전적･사후적 조치를 종합적으

로 투입하는 것이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낙태갈등 상황에서 형벌의 위하가 임신한 여성의 임신종결 여부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제

한적이라는 사정과 실제로 형사처벌되는 사례도 매우 드물다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자기낙태

죄 조항이 낙태갈등 상황에서 태아의 생명 보호를 실효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모자보건법이 정한 일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모든 낙태가 전면적･일률적으로 범죄

행위로 규율됨으로 인하여 낙태에 관한 상담이나 교육이 불가능하고, 낙태에 대한 정확한 정

보가 충분히 제공될 수 없다. 낙태 수술과정에서 의료 사고나 후유증 등이 발생해도 법적 구

제를 받기가 어려우며, 비싼 수술비를 감당하여야 하므로 미성년자나 저소득층 여성들이 적

절한 시기에 수술을 받기 쉽지 않다. 또한 자기낙태죄 조항은 헤어진 상대 남성의 복수나 괴

롭힘의 수단, 가사･민사 분쟁의 압박수단 등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모자보건법상의 정당화사유에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갈등 

상황이 전혀 포섭되지 않는다. 예컨대, 학업이나 직장생활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에 대

한 우려, 소득이 충분하지 않거나 불안정한 경우, 자녀가 이미 있어서 더 이상의 자녀를 감당

할 여력이 되지 않는 경우, 부부가 모두 소득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어느 일방이 양육을 

위하여 휴직하기 어려운 경우, 상대 남성과 교제를 지속할 생각이 없거나 결혼 계획이 없는 경

우, 상대 남성이 출산을 반대하고 낙태를 종용하거나 명시적으로 육아에 대한 책임을 거부하는 

경우, 다른 여성과 혼인 중인 상대 남성과의 사이에 아이를 임신한 경우, 혼인이 사실상 파탄

에 이른 상태에서 배우자의 아이를 임신했음을 알게 된 경우, 아이를 임신한 후 상대 남성과 

헤어진 경우, 결혼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원치 않은 임신을 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자기낙태죄 조항으로 인해 임신한 여성은 임신 유지로 인한 신체적･심리적 부담, 출산과정

에 수반되는 신체적 고통･위험을 감내하도록 강제당할 뿐 아니라 이에 더하여 다양하고 광범

위한 사회적･경제적 고통까지도 겪을 것을 강제당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자기낙태죄 조항은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결정가능기간 중에 다양

하고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이유로 낙태갈등 상황을 겪고 있는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전면적･일률적으로 임신의 유지 및 출산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자기낙태죄 조항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임



212  Criminal Justice for Human Dignity and Values

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태아의 생명 보

호라는 공익에 대하여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함으로써 법익균형성의 원칙도 위

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

헌적인 규정이다.

2. 헌재의 논증구조: 규범조화적 해석의 원칙

가. 기본권충돌의 규범조화적 해결방안으로서 과잉금지원칙

헌법재판소는 낙태의 상황이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일응 대립관계

에 있는바, 만약 이를 추상적인 비교형량을 통해 이를 해결하게 되면, 두 기본권에 대한 단순

한 이익형량을 통해 자유권보다는 생명권이 우월하기 때문에 국가가 낙태를 전면적으로 금지

할 경우, 태아의 생명권은 보호되는 반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완전히 박탈되는 결과

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충돌하는 두 기본권 사이의 고전적인 이익형량의 원칙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양자 간의 규범조화적 해결의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평

제한, 적극적인 대안발견, 최소제한(과잉금지원칙) 등의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결

국 과잉금지원칙이나 비례원칙 등에 입각하여 규범조화적 해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2)와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러한 낙태갈등 상황이 전개된다는 것은 ‘가해자 대 피해자’의 관계로 임신한 여성과 태아의 

관계를 고정시켜서는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해법을 찾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해 준

다. 이러한 특성은 추상적인 형량에 의하여 양자택일 방식으로 선택된 어느 하나의 법익을 위해 

다른 법익을 희생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 조화의 원칙에 따라 양 기본권의 실현을 최적화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고 마련할 것을 국가에 요청하고 있다.”3)

나. 비범죄화의 판단기준으로서 과잉금지원칙

헌법재판소는 낙태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비범죄화하고 있는 유럽의 대다

수 국가들은 ‘기간 방식’과 ‘적응사유 방식’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시하고 있는바, 어떠

한 행위를 형벌로써 규율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비범죄화의 판단기준으로 과잉금지원칙을 제

시하고 있다.

2)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9, 949면.
3) 헌재 2019.4.11. 2017헌바127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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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은 강제수단에 의한 인간 자유의 심각한 제약이란 점에서, 국가형별권의 한계에 관한 

문제는 형사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쟁점으로 세간의 관심을 받아 왔다. 형사정책적으로 비

범죄화를 논의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국가형벌권의 한계로서 영미

법계 국가를 비롯해서 오늘날 광범위한 지지를 얻고 있는 원칙은 소위 ‘타해금지원리’(harm 

principle)이다. 

주지하다시피, 타해금지원리는 아래와 같이 자유주의 사상가 밀(John Stuart Mill)이 주창했

던 원칙으로 이후 하트(H.L.A. Hart)와 파인버그(Joel Feinberg)에 의해 지지되면서 그 아성을 

공고히 하고 있다.

“문명사회의 구성원에 대하여 그의 의사에 반한 권력의 행사가 정당화되는 유일한 목적은 타인

에 대한 危害의 방지하는 것이다.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그 자신의 행복은 권력행사의 충분한 

근거가 아니다. 그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그에게 보다 좋고, 그를 더 행복하게 만들며, 타인이 보

기에도 현명하거나 옳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거나 하지 말도록 강제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개인은 자신의 행위 중 타인과 관련되는 일부의 행위에 대해서만 사회적 책임을 부담한

다. 오직 자신과 관련되는 영역에서는 절대적으로 독립되어 있다. 개인은 그 자신에 대하여, 즉 

자신의 신체와 정신에 대하여 독립적인 주권자이다.”4)

그런데 통설적 견해에 따르면 형법상 낙태죄의 주된 보호법익은 태아의 생명으로서, 임부

의 신체나 생명에 결정적으로 위태로운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절대적 권리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타인(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제한은 곧 생명의 침해에 해당하게 되어 임신기간에 

상관없이 모든 낙태행위를 금지하여야 하는 논증구조로 설명되어 왔다.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며, 

이러한 생명에 대한 권리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태아가 비록 그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모

(母)에게 의존해야 하지만, 그 자체로 모(母)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

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인정되어야 하며, 태아가 독자적 생존능력

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그에 대한 낙태 허용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5)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견해를 변경하여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이해를 생명의 발달단계에 

따라 그 절대적 성격이 변동될 수 있음을 전제로 임신 초기 단계에서는 임부의 자유로운 판

단과 결정에 따라 낙태가 허용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특히 3인의 단순위

헌결정에서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4) JOHN STUART MILL, ON LIBERTY 68-69(Penguin ed., 1974)(1859).
5) 헌재 2012.8.23. 2010헌바402 형법 제270조 제1항 위헌소원[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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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생명이라 할지라도 법질서가 생명의 발달과정을 일정한 단계들로 구분하고 그 각 단계

에 상이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으므로, 국가가 생명을 보호하는 입법적 조

치를 취함에 있어 인간생명의 발달단계에 따라 그 보호정도나 보호수단을 달리할 수 있다.”6)

결국 헌법재판소는 태아의 발달단계에 따라 그 생명권에 대한 보호의 정도가 상대적일 수 

있음을 전제로 임신 초기 단계에서는 태아의 생명보호를 목적으로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부정

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침해에 해당함을 과잉금지원칙의 적용을 통해 확인하였던 것이다.

물론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현행의 자기낙태죄 조항과 모자보건

법상 정당화사유가 갖는 형사정책적 한계를 고려하여 임신 초기 단계에서의 낙태를 비범죄화

하는 것이 합리적임을 명확히 하고 있음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Ⅲ.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

1. 헌재결정에 나타난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

헌법재판소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

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

고 규정된 헌법 제10조에서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 “개인의 인격

권･행복추구권에는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 전제되는 것이고, 이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임신

과 출산에 관한 결정, 즉 임신과 출산의 과정에 내재하는 특별한 희생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

유가 포함되어 있다.”7)고 판시하면서, 낙태에 대한 임부의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를 주로 

헌법 제10조에서 찾고 있다.

최근의 헌법불합치결정에서도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

구권 조항에서 일반적 인격권이 보장된다고 하면서, 인간의 존엄성과 밀접한 연관관계에 있

는 일반적 인격권에서 개인의 자기결정권이 파생되며, 이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자신의 생

활영역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임신･출산･육아는 여성의 삶에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

이므로, 임신한 여성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자신의 몸을 임신상태로 유지하여 출산할 것인지 여

부에 대하여 결정하는 것은 자신의 생활영역을 자율적으로 형성해 나가는 것에 관한 것으로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성에 터 잡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임신한 여성에게 신체적･심리

6) 헌재 2008. 7. 31. 2004헌바81; 헌재 2019.04.11. 2017헌바127
7) 헌재 2012.8.23. 2010헌바402 형법 제270조 제1항 위헌소원[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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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사회적･경제적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이를 초래하는 상황은 임신한 여성이 처한 신체

적･심리적･사회적･경제적 상황에 따라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임신을 유지 또는 종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사회관을 바탕으로 자신이 처한 신체적･심리적･사회적･경제적 상황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한 결

과를 반영하는 전인적(全人的) 결정이다.”8)

그런데 여성의 생활영역과 관련된 여러 사례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를 헌

법 제10조와의 관련 속에서 이해하는 이러한 경향은 최근의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일찍

부터 성적 자기결정권(right to sexual autonomy)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사법적 판단

의 과정에서 헌법 제10조의 일반적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서 그 헌법적 근거를 찾는가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헌법 제10조와 함께 그 근거로 제

시하기도 하였다.9)

우선, 헌법재판소도 1990년 간통죄 합헌결정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의 근거로 헌법 제10조

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제시하였고,10) 1997년 동성동본금혼제의 위헌여부를 다룬 사건에

서는 혼인과 관련된 성적 자기결정권의 근거로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제시하는가 하면,11) 

2002년 혼인빙자간음죄 합헌결정에서는 청구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을 논하면서 

행복추구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지 않았다고 설시함으로써 그 헌법적 근거로 

헌법 제10조와 제17조를 병렬적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12)

또한 혼인빙자간음죄와 간통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기반으로 헌법재판소는 기존의 

합헌결정을 변경하여 모두 위헌결정에 이르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계속되고 

8) 헌재 2019.4.11. 2017헌바127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불합치]
9) 물론 이러한 경향이 헌법재판소에서만 등장했던 것은 아니며, 입법부나 사법부의 견해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었
다. 예를 들어, 성전환수술자의 호적상 성별변경을 허가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2002년 7월 10일 여의도 국
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성(性)전환자의 호적변경에 관한 입법 공청회”에서 호적법을 개정해 성별변경을 허가하자는
“호적법중개정법률안”과 특별법을 만들어 성전환자의 성별변경을 허용하자는 “성별의 변경에 관한 특례법안”의 두
가지 안을 제안한 김홍신의원이 “성전환자의 호적변경은 헌법 제10조의 인간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
리와도 부합한다”고 주장하였다고 한다.(2002년 7월 22일, 한국일보 7면, [논쟁] 성전환자의 호적변경)
뿐만 아니라 2002년 12월 연예인 하리수의 호적정정및개명허가결정과 같은 남성에서 여성으로의 성별정정의 사례
에서도 인천지방법원 재판부는 “실제 여성으로 살고 있는 이씨의 인간적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 헌법이념에
따라 이씨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은 타당하다.”(2002년 12월 14일, 경향신문 19면)고 판시하기도 하였다.

10) 헌법 제10조의 “개인의 인격권･행복추구권에는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 전제되어 있으며, 이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성행위여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또한 포함되어 있다.”(헌재 1990.9.10. 89헌마82)

11) “개인의 인격권･행복추구권에는 성적 자기결정권, 특히 혼인의 자유와 혼인에 있어서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자
유가 포함되어 있다.”(헌재 1997.7.16. 95헌가6등)

12) “혼인을 빙자한 부녀자 간음행위는 그 또한 피해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기본권행사의 내
재적 한계를 명백히 벗어난 것으로서, 사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그 제한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
인들의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필요 최소한의 제한으로서 그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므로 헌법 제37
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것도 아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행복추구
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02.10.31. 99헌바40･2002헌바50(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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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헌법재판소는 2009년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한 위헌결정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의 근거를 

우선 헌법 제10조의 인격권･행복추구권에서 찾으면서도 “성생활이라는 내밀한 사적 생활영역

에서의 행위를 제한하므로 우리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역시 제한하

는 것으로 보인다”13)고 판시하고 있으며, 2015년 간통죄에 대한 위헌결정에서도 거의 동일한 

내용의 판시를 하고 있다.14)

2. 성적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로서 행복추구권?

그런데, 이와 같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헌법상 주관적 권리의 하나로 인정됨에 있어서, 그 

헌법적 근거로 주로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이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많은 학설

과 판례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일반적 또는 포괄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이라고 주장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른바 ‘성적 자기결정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안이 개인의 지극히 사적인 사항을 그 대상으로 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이 결정한 

성(性)에 따라 성전환수술을 하고, 성별에 대한 자신의 인식에 따라 생활할 권리, 그리고 여기

서 도출되는 성별정정청구권의 문제, 스스로 선택한 배우자와 혼인을 할 자유, 혼인 중의 성관

계뿐만 아니라 혼인 외의 성관계의 상대방을 스스로 선택할 자유, 나아가 임신과 출산 등의 문

제는 지극히 사적이고 자율적인 결정 영역에 속한다. 근대 이후의 입헌주의는 개인주의와 자유

주의를 이념적 근간으로 하고 있는 바,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사적 결정은 국가나 타인의 간

섭없이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인 바, 우리 헌법도 제17조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규정함으로써 그 이념을 수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15) 

이와 같이 성적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에 대한 하급심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다수 판례

의 태도나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게 될 학계의 다수견해는 일반적 자유권으로서의 행복추구

권의 법적 성격16)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 문제적이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일반적 자유권으로서 행복추구권은 언제나 개별･구체적 기본권 옆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효력면에서 양자는 상호 독립적이고 다만 적용면에서 전자가 후자에 보충적으로 작용할 뿐이

므로 성적 자기결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조항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혼인, 임신, 피

13) 헌재 2009.11.26. 2008헌바58, 2009헌바191 (병합).
14) 헌재 2015.2.26. 2009헌바17 등.
15) 물론 이러한 행위들이 우리가 구성하는 사회공동체의 기본질서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절대적으로 보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일정한 한도 내에서는 제한될 수도 있다. 다만 그 본질적 내용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헌법 제37조 제2항)

16)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명식, “행복추구권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20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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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출산, 낙태 등의 영역에 있어서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가 헌법 제10조 제1문 전단과 

후단이 결합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이거나 제10조 제1문 후단만의 행복추구권

이 아니라 오히려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개념적 정의와 규범적 성격

에 대한 개별적 고찰에 이어 이들 상호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 정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

요가 있다.

Ⅲ. 일반적 자유권으로서 행복추구권

상술한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낙태에 대한 임부의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로 헌법 제

10조의 일반적 인격권을 들고 있지만, 여성의 낙태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결혼, 피임, 출산 등

의 지극히 사적인 생활영역에 속하는 문제로서, 그 헌법적 근거가 헌법 제10조의 일반적 인격

권인지 헌법 제17조의 사생활권인지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더욱이 헌법재판소가 지속적으로 

판시하고 있는 일반적 인격권이란 개념이 과연 우리 헌법상 기본권체계 속에서 헌법 제10조 

제1문 전단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후단의 ‘행복추구권’의 결합을 통해 정립될 수 있는 것

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 또한 존재하고 있다.17)

따라서 이하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우리 헌법에서 어떠한 지위와 역할을 가지는지

에 대한 선행적 검토와 더불어 ‘행복추구권’과의 관계에 대한 검토를 통해 행복추구권이 ‘인

간의 존엄과 가치’와는 구분되는 주관적 공권의 하나로서 일반적 자유권의 지위를 가지고 있

음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1.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규범적 의미

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헌법적 수용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 전단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라고 

규정함으로써 기본권보장의 일반원칙으로서 인간의 존엄이라는 윤리적 내지 자연법적 원리를 

헌법규범으로 수용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근대입헌주의의 정립과정에서 계몽주

의･인문주의의 사상적 흐름에 따라 자연법적 원리로서 인권선언의 기본정신으로 자리 잡았으

나, 산업혁명에 따른 빈부의 갈등에 2차례의 세계대전을 통하여 인간에 의한 인간존엄성 말살

17) 김일환, “한국헌법상 ‘일반적 인격권’ 존재여부에 관한 비판적 고찰”, 공법연구 제28집 제4호 제2권, 한국공법학회,
20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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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극단적 형태가 드러나면서, UN헌장 전문, 세계인권선언 제1조, 유럽인권규약, 국제인권규

약(A규약 전문), 1946년 일본헌법 제11조와 제13조, 1949년 독일기본법 제1조 등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명문화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헌법적 의미와 법적 성격

(1) 헌법적 의미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헌법적 의미에 대해서는 “인간으로서의 자주적인 인격과 가치”(문

홍주), “인간의 본질로 간주되는 인격의 내용과 인간에 대한 절대적 평가”(한태연), “정신적 

존재로서의 개개인의 존엄”(박일경), “인격성 내지 인격주체성”(권영성), “인격의 내용을 이루

는 윤리적 가치”(허영), “인간의 윤리적 가치”(계희열), “인간의 인격과 그 평가”(김철수) 등으

로 이해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종래부터 헌법상 인간상을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인간상은 자기결정권을 지닌 창의적이고 성숙한 개체로서의 국민

이다. 그는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사회관을 바탕으로 사회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생활을 

자신의 책임 하에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하는 민주시민이다.”18)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독자적인 자주적 인격체로서 인간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헌법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상정하는 인

간상은 전체주의 혹은 개인주의적인 인간상이 아니라 인격주의적인 자주적 인간상이다. 즉, 

“고립된 주관적 개인이 아니고, 개인과 공동체의 긴장관계에 있어서 인간의 독립적 가치를 침

해함이 없이 공동체구속성과 공동체관련성을 가지는 인격”으로 보아야 한다.19) 다만, 공동체

구속성을 갖는다는 것이 개인이 국가나 공동체의 구성분자라고 보는 전체주의를 의미하는 것

이 아님에 주의해야 한다. 오히려 국가나 공동체는 개인을 위해 존재하고 개인을 수단으로 삼

을 수 없으며, 국가나 공동체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충돌할 때에는 개인의 이익에서 출발하

여야 하고,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작용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반(反)전체주의적 

성격의 개념을 의미하는 것이다.

(2) 법적 성격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① 국가의 근본질서로서 모든 국가권력을 구속하며, 국가작용에 

18) 헌재 1998.5.28. 96헌가5; 헌재 2006.2.23. 2004헌바80 참조
19) 독일연방헌법법원의 판시 내용(BVerfGE 4, 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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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목적과 가치판단의 기준이고, ② 최고규범으로서 모든 법령의 내용과 효력을 해석하

는 최고기준이며, ③ 기본권 보장에 있어서도 최고의 가치이므로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

을 뿐만 아니라 기본권 제한의 한계로서 작동하는 등 헌법의 최고이념이자 목적을 천명하고 

있는 근본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어떠한 구체적 기본권이 바로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지

만, 학자에 따라서는 후단의 행복추구권과 통합하여 하나의 주기본권으로 파악하고 모든 기

본권을 포괄하는 권리로 이해하기도 한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존엄성 조항과 행복추

구권 조항을 결합하여 일반적 인격권을 도출하고 있음을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조항을 포괄적 기본권으로 이해하는 학설이나 일반적 인격권으로 파악

하는 판례의 태도는 우리 헌법상 기본권조항의 체계적 해석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2.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의 관계

가. 헌법 제10조 제1문의 구조

이와 같은 혼란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1962년 제3공화국헌법에서 최초로 규정된 이래 

1980년 제5공화국헌법에서 후단의 행복추구권과 함께 규정되면서 그 법적 성격과 기본권성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어 온 결과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먼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조항과 ‘행

복을 추구할 권리’ 조항 간의 관계에 대해 규명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여기에서는 행복추

구권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의가 중심을 이루게 된다.

나. 다양한 견해의 대립

행복추구권에 대한 초기의 이해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특히 행복추구권의 법적 성격

과 본질, 그리고 다른 기본권들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핵심적인 것이었는데,20) 인간의 존엄

과 가치와의 관계에서 양자를 통합하여 이해하면서 기본권보장체계의 이념적 기초 내지 일반

원리로 보거나21) 단순한 헌법원리를 넘어 포괄적 권리로 보는 견해22)와, 양자를 분리하여 인

간의 존엄과 가치는 헌법상의 기본원리로 보고 행복추구권은 주관적 권리라고 보는 견해로 

대별되었다. 다만, 행복추구권의 주관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일반적 

20) 문홍주, 한국헌법, 해암사, 1980; 구병삭, 헌법학Ⅰ(총론･인권), 박영사, 198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81; 박
일경, 신헌법, 일명사, 1981; 김철수, 헌법학원론, 박영사, 1982 등 참조.

21) 박일경, 신헌법, 일명사, 1981, 328-329면.
22) 김철수, 헌법학원론, 박영사, 1982 , 2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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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설,23) 기본권총칭설,24) 포괄적 권리설25) 등으로 나누어져 있었으나, 그 본질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자유권뿐만 아니라 사회권까지도 포함하는 포괄적 내지 총괄적 권리로 보고 있었다.

이후, 198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행복추구권은 … 선택의 자유와 행위의 자율성을 강조하

는 일반적 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모든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하여 행복추구권은 하나

의 이념과 가치로서의 의의를 지닌다. 따라서 모든 자유권적 기본권을 해석함에 있어 선택의 

자유와 자율성의 정신에 따라야 한다는 뜻에서 하나의 해석기준으로서의 구실을 한다.”26)고 

하면서 행복추구권이 자유권의 영역을 보장하며 자유권 해석의 핵심기준으로 작동한다고 보

는 새로운 견해가 등장하였으며, 이를 기본권 체계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려는 노력들이 다

양하게 전개되었다.27) 이에 대해서는 항을 바꾸어 간단히 정리하고자 한다. 또한, 헌법재판소

도 활동 초기부터 행복추구권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하였으며,28) 이후 많은 결정에서 

자유권적 성격의 포괄적 기본권으로서 행복추구권을 인정하여 왔다.29)

(3) 행복추구권의 법적 성격 논의

우선, ‘행복’이란 용어의 상대성과 세속성으로 인하여 행복추구권의 규범성을 인정하기 어

렵다고 하는 견해30)와 행복추구권을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하나의 이념과 가치로서의 이해

하여 일반규범으로 보는 견해31)는 모두 주관적 권리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전자에 

대해서는 헌법 제2장의 ‘국민의 권리와 자유’라는 기본권표제와 제10조의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는 명문규정을 근거로 권리성을 부인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비판이 있고,32) 후

자에 대해서도 우리 헌법상 최고 이념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이외에 추가적인 이념과 가치

를 제시하는 것은 ‘인간 존엄과 가치’조항의 최고이념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이러한 견해를 제외하고는 오늘날 대부분의 학설은 행복추구권의 주관적 권리성을 긍정하

23) 구병삭, 헌법학Ⅰ(총론･인권), 박영사, 1981, 423면.
24) 문홍주, 한국헌법, 해암사, 1980, 209면.
25)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81, 285면.
26) 김운용, “행복추구권의 해석”, 월간고시 1988년 12월호, 61면.
27) 김선택, “행복추구권과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의 기본권체계적 해석”, 안암법학 창간호, 1993; 김영수･김일
환, “한국헌법상 일반적 행동자유권 존재여부에 관한 비판적 검토”, 헌법학연구 제2집, 한국헌법학회, 1996; 김영
수, “행복추구권에 관한 비판적 시론”, 현대공법의 연구(미봉김운용교수화갑기념론문집), 신흥사, 1997; 홍성방, “행
복추구권”, 헌법학연구 제5집 제2호, 한국헌법학회, 1999 등 참조.

28) 헌재 1989.10.27. 89헌마56.
29) 김일환, “자기결정권의 도출근거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비판적 검토”, 미국헌법연구 제25권 제2호, 미국헌법학회,
2014 참조.

30)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0, 320면.
31) 김운용, “행복추구권의 해석”, 월간고시 1988년 12월호, 61면.
32) 김영수･김일환, “한국헌법상 일반적 행동자유권 존재여부에 관한 비판적 검토”, 헌법학연구 제2집, 한국헌법학회,
1996, 1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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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다만, 행복추구권의 독자적 권리성 인정 여부나 그 보호범위의 한계와 관련하여 다

양한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대체로 모든 생활영역을 포괄하는 기본권으로 이해하는 학설이 

다수설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행복추구권을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조항과 통합하여 최광의의 주기본권으로 이해하

는 견해는 여기로부터 평등권, 자유권, 청구권, 참정권 등이 분화된다고 설명하고 있다.33) 그

러나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로써 모든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데, 통상 헌법의 

최고이념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그 제한의 한계로 제시되고 있는바, 이와 통합되어 있는 

행복추구권을 법률로써도 제한할 수 없게 된다는 한계가 지적될 수 있다.

다음으로, 행복추구권을 자유권과 사회권의 성질을 모두 가진 기본권 전반에 관한 총칙적 

성격의 포괄적 권리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34) 그러나 이 견해도 동일하게 포괄적 권리를 규

정하고 있는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 경시 불가 조항’과 중복된다는 문제제기가 있는바, 이에 

대한 분명한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

3. 행복추구권의 사전적(辭典的) 개념과 규범적 성격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문언을 보면, “모든 국민은 …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는바, 행복추구권의 개념정의를 위해서는 ‘행복’, ‘추구’, ‘권리’의 

각 용어에 대한 규범적 의미를 먼저 밝혀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우선 ‘행복’의 사전적(辭典的) 의미를 살펴보면, “만족감을 느끼는 정신상태”,35)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36) “심신욕구가 충족되어 만족감을 느

끼는 정신상태”37) 등으로 설명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전적 의미에서의 ‘행복’은 매우 추상적

이고 다양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또 사람에 따라서 느끼는 주관적인 행복감정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규범적으로 개념정의하기에는 어려움이 클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행

복추구권의 규범성 자체를 아예 부인하는 견해도 있다.38) 즉, 법적 권리이기 위해서는 일의적

이고 객관적으로 확정될 수 있는 규율대상이 존재해야 하는데 ‘행복’이라는 용어는 지나치게 

33)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6, 404-406면.
34)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1, 383-384면.
35) 민중서적사서편집부편･이숭녕감수, 최신국어대사전, 민중서적, 1998, 921면.
36)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하), 두산동아, 1999, 6825면.
37) 이숭녕감수, 새국어대사전, 한국도서출판중앙회, 1997, 1421면.
38)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0, 336-337면: “‘행복추구’는 특히 ‘행복’이라는 말의 상대성과 세속성 때문에 규범적
인 차원에서 쉽사리 그 가치로서의 성격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추구권’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에 관한 조문에서 함께 규정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조문구조상 문제가 있다. 또 ‘행복추구’는 기본권의 문제로 다
루어지기보다는 인간의 본능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규범화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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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적이고 관념적이며 추상적이고 불확정적이며 다의적이고 주관적이어서 법규범으로 규율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윤리규범적 성격의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실정헌법에 규정된 이상 그것

은 법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갖게 되므로, 헌법의 전체적인 체계 속에서 그것이 차지하는 위치

를 파악하고 그 의미를 체계적으로 찾아보려는 노력은 필요하다 할 것이다.39) 또한 헌법 제10

조가 명문의 규정으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 제2

장의 표제가 “국민의 ‘권리’와 자유”인 점을 고려할 때 행복추구권이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본다.40) 따라서 비록 행복추구권이 ‘행복’이라는 추상적이고 다의

적인 의미내용을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주관적41)인 헌법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어 보인다.

한편, 사전적으로는 목적한 바를 달성하기 위해 힘쓴다는 일반적 의미를 가진 ‘추구’가 행

복추구권을 규범적으로 해석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달성하기 위해 목적한 바가 무엇인가가 우선 문제될 수 있다. 즉, 행복을 추구한다고 할 때, 

‘추구’의 의미는 행복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는 뜻으로 파악될 수 있다. 바

꾸어 말한다면, 추구하고자 하는 행복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하고 어떠

한 수단과 방법을 활용하여 그러한 행복목표를 달성할 것인지도 그 자신이 자율적으로 선택

하여 수행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바로 이 부분이 행복추구권에서 매우 중요한 규범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것이다.42) 또한 행복추구권을 주관적 권리로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 보호영역

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추구’가 갖는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 할 것

이다. 왜냐하면 행복목표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결정할 

39) 김운용, “행복추구권의 해석”, 월간고시 1988년 12월호, 58-59면: “이 행복추구권이 헌법에 신설될 당시에 그의 의
도했던 바라든지 또는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같은 것이 불분명하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 그것이 크게 문제될 것
은 없을 것이다. 설령 아무런 의도나 의미도 없이 단순히 장식목적만을 위하여 헌법규정으로 신설되었다고 하더
라도 우리는 이 행복추구권이 헌법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그의 해석을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다. 오히려
우리는 현재의 우리의 안목을 가지고서 이 조항이 헌법체계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파악해 내야 하는 한편, 그
의 뜻을 체계적으로 풀이해내야 하고 또 이를 이론적으로 새로이 구성해야 할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다.”

40) 김영수･김일환, “한국헌법상 일반적 행동자유권 존재여부에 관한 비판적 검토”, 헌법학연구 제2집, 한국헌법학회,
1996, 192면.

41) 여기서 ‘주관적’이라 함은 개개인의 성향･사상･안목･능력이나 그가 처한 시대적･사회적 여건에 따라 언제, 무엇이,
어떻게 이루어졌을 때 행복한지에 대한 느낌은 모두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행복은 개인적인 것이라
는 의미이다. 즉, 어떤 이는 물질적 만족만을 행복이라 여기는가 하면, 어떤 이는 열렬한 신앙심 때문에 육체적 고
행을 통해 정신적 만족을 얻으면서 오히려 행복을 느끼기도 한다는 것이다. 김운용, 앞의 각주 15)의 논문, 59면.

42) 김운용, “행복추구권의 해석”, 월간고시 1988년 12월호, 60-61면: “행복추구권은 궁극적으로 선택의 자유를 내실로
한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일반적인 의미의 자유의 원칙과 자율의 원칙이 행복추구권 안에 자리잡고 있
는 것이다. ‘행복’의 개념정의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행복’의 의미내용을 누가 어떻게 정하느냐가 중요할 뿐이다.
‘행복’의 의미내용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바로 제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개개인이며 이 개개인은 그
의미내용을 스스로 원하는 대로 정하며 그렇게 정해진 행복을 자율적으로 추구한다는 데에 행복추구권의 기본적
인 뜻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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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자율이 ‘추구’의 핵심적인 규범적 의미로 자리 잡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리하자면, 주관적이고 다의적인 개념인 ‘행복’을 강조하면서 물질적 만족과 정신적 욕구

가 동시에 모두 충족될 때 비로소 완전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보아 행복추구권을 “안락하

고 풍족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43)라고 개념 짓는 견해는 그 보호범위도 자유권을 넘어 

사회적 기본권까지 확장될 수 있을 것이고, 반면 ‘추구’의 의미를 중시하여 ‘선택의 자유와 추

구행위의 자유 및 자율성’을 강조하는 견해는 행복추구권을 자유권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다. 

물론 후자와 같이 보는 것이 우리 헌법상 행복추구권은 ‘행복할 권리’가 아닌 ‘행복을 추구할 

권리’임을 보다 분명히 인식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Ⅳ. 자기결정권의 근거로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 서설

위에서 논한 바와 같이, 성적 자기결정의 문제나 결혼, 피임, 출산, 낙태 등과 관련된 인간

활동은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헌법 제17조에 규정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

유’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일응 추정될 수 있다. 따라서 성적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호하고 있는 

영역이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일반적 기본권으로

서 행복추구권의 보충적 성격에 따라 이렇게 확인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범위에 문

제된 성적 자기결정에 관련된 사안들이 포섭되면 더 이상 행복추구권이 적용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범위를 고찰한 후에, 보충

적 적용의 원칙에 따라 행복추구권과의 관계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

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의의와 법적 성격

헌법 제17조는 “모든 國民은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를 侵害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사생활

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44) 이 권리는 프라이버시권(The Right to Privacy)이라고 하는

43)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1, 383-384면.
44) 명문으로 프라이버시權을 규정한 입법례로서 1978년의 스페인헌법을 들 수 있는데, 동법 제18조는 “명예･개인 및
가족의 프라이버시 그리고 초상에 대한 권리는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24  Criminal Justice for Human Dignity and Values

데, 미국판례를 통하여 형성･발전된45) 개념이다. 독일의 경우는 명문으로 프라이버시의 권리

를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기본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인격적 이익의 총체로서의 인격권 

속에 프라이버시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일본에 있어서도 일본헌법 제13조의 ‘생명･
자유 및 행복추구권’ 속에 프라이버시권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46)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권은 개인이 자기의사에 반하여 사생활의 영역이 관념적으로 침입

되거나 공표되지 않는 권리와 자기 또는 자기의 지배하에 있는 자의 정보가 타인에 의하여 

취득･개시될 정도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범위

이와 같이 협의의 프라이버시권리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고 할 수 있다. 즉, 프라이버

시권은 개인의 사생활을 자신 이외의 외부세계에 함부로 공개되거나 간섭받지 않을 권리이다. 

또한 이는 자신의 의사와 태도에 따라서 자유롭게 형성하고, 적극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사적 

영역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대 헌법이 상정하는 인간상은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소통과 연대에 의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다소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아실현을 위한 개인의 고유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프라이

버시권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 여기서 사적 영역은 프라이버시의 보호범위로서 3개

의 범주로 분류할 수 있고, 또한 이는 다양한 개념을 포함한다.47)

첫째 범주의 프라이버시는 물리적 공간과 관련된다. 이는 개인의 고독이 원치 않은 물건이

나 신호에 의해서 침해받은 것을 보호하는 데 있다. 그 침해가 공권력 또는 사인이든 모든 주

체를 포함한다. 예컨대, 이는 사인의 의사에 반하여 근린침해로서 자동차의 경적소리와 같은 

소음이나 통신판매자의 전화도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다.

둘째 범주의 프라이버시는 국가나 누구로부터 일체의 간섭을 받지 않고 의사결정과 선택

의 능력에 기본적으로 관련된다. 이러한 내적 프라이버시는 자기결정권으로 또 정보자기결정

권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프라이버시의 관념은 물리적 공간의 프라이버시보다는, 오히려 

공권력의 간섭없이 자율적인 의사결정과 관련된다. 이는 대개의 정신적 자유와 인격권의 보

호에 초점을 둔다.

45) 미국에서의 프라이버시의 권리는 그 역사가 매우 오래되었다. 더욱이 미국헌법의 맥락이라고 할 수 있는 적법절
차법리의 성장･발전과 더불어 프라이버시권도 발전하였다. 특히,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는 적법절차법리와 프라이
버시권은 거의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을 정도이다. 미국헌법상의 프라이버시권의 형성･발전과정은 김운용, “Roe v.
Wade의 의미”, 미국헌법연구 제1호, 미국헌법연구소, 1990, 107∼146면; 윤명선, “성적 프라이버시권리”, 미국헌법
연구 제6호, 미국헌법연구소, 1995, 115∼174면 참조.

46) 자세한 내용은 김명식, “행복추구권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2001, 제2장 제3절 참조.
47) Jerry Kang, Cyberspace Privacy, 50 Stanford Law Review 1193, 1202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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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범주의 프라이버시는 현대 정보혁명의 결과로서 새롭게 인식되는 개인정보유통과 관

련되는 ‘정보프라이버시’(Information Privacy)이다. 이는 개인정보의 수집･공개･이용･처리를 

통제할 수 있는 자기정보통제권을 인정한다.

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

위와 같이 설정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권의 내용으로 보통 다음의 3가지 유형으로 대별

될 수 있다고 한다.48)

첫째, 사생활을 공개당하지 아니할 권리로서 사생활의 비밀의 내용에는 ⓐ 개인에 관한 난

처한 사적 사항의 불가침, ⓑ 명예나 신용의 불가침, ⓒ 인격적 징표의 불가침 등이 포함된다.

둘째,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개를 방해받지 아니할 권리로서 사생활의 자유의 내용

에는 ⓐ 자유로운 사생활의 형성과 유지의 불가침, ⓑ 사생활평온의 불가침 등이 포함된다.

셋째,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기 위하여 자신에 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관리

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자기정보의 관리통제권의 내용으로는 ⓐ 자기정보열람청구권(자기정보

접근권), ⓑ 자기정보정정청구권, ⓒ 자기정보사용중지･삭제청구권 등이 포함된다.

3. 일반적 인격권과 사생활권의 관계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범위와 내용을 위와 같이 이해한다면, 일부

학설이나 헌법재판소의 다수판례에서 나타나는 이른바 ‘일반적 인격권’과 그 보호범위와 내

용이 겹치는 경합현상이 발생하며, 따라서 양자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제1설은 행복추구권의 주요내용 중의 하나로 든 인격권49)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권의 관

계를 “일반적으로 인격권이라 함은 권리주체와 분리될 수 없는 인격적 이익, 즉 생명･신체･건
강･명예･정조･성명･초상･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현행헌법상 인격권은 제10조의 인간의 존엄성존중조항,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조항, 

제37조 제1항의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의 존중조항 등을 근거로 하여 보장된다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넓은 의미에서의 인격권의 일부 내용이 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결국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프라이버시권<인격권이라

48)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3, 426-431면.
49) 권영성 교수는 인격권을 “자유로운 활동과 인격발현에 관한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다.(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3, 3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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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도식이 성립한다”고 하면서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은 인간의 존엄성존중의 구

체적인 내용이 되는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법적 안정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한다”50)고 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의 상호간의 관계에 대

해 불명료한 태도를 보여준다.

이에 대해 제2설은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 사이에는 

그 내용상의 긴밀한 결합에 근거하여 독일기본법 제1조 제1항(인간의 존엄)과 제2조 제1항(인

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사이에서와 유사한 관계를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양자의 관련을 바

탕으로 하여, 좁은 범위의 개인적 인격영역에 관계되는 일반적 인격권을 형성해 볼 수 있겠

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은 일반적 인격권을 인정함에 있어서 그 보호영역에 

한계를 그어주기 위한 보조적인 기준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단지 인격의 제한된 영역

에 관련하여서만 인격권을 인정할 수 있다.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한 보다 넓은 영역은 

독자적인 기본권으로 구성되는 ‘행복추구권’의 보호 아래 놓이게 된다. 일반적 인격권은 우선

적으로 행복추구권이라는 기본권규정부분에 기초하여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헌법규정에 입

각하여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성격을 인정받게 된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에 대

하여는 법률적 제한이 원칙적으로 배제되는 데 반하여, 행복추구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일

반적인 기본권적 법률유보에 따라 제한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 인격권의 법적 기초를 형성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행복추구권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 인격권은 ‘인간으로서의 존

엄과 가치’의 보장과 불가분의 관련 속에 있는 ‘행복추구권’의 중요한 일부라고 볼 수 있다”

고 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영역에 한계를 그어주는 보조적인 

기준의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51) 다만 “한국헌법은 제17조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행복추구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결합에서 나오는 

인격권의 보호영역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요구하는 基本權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제한적

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다.52)

50)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3, 424면.
51) 김선택, “행복추구권”, 고시연구 1993년 10월호, 356면.
52) 김선택, “행복추구권”, 고시연구 1993년 10월호, 357면; 한편, 홍성방 교수도 “사생활이란 공적 생활･사회생활과 구

별되는 개인생활을 의미하므로, 이는 한 사람의 인격의 성역에 해당된다. 결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권의 보호법익
은 일반적 인격권 가운데 인격발현권을 제외한 부분, 즉 협의의 인격권의 영역과 많은 부분에서 중첩된다. 따라서
이 권리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대해서 특별규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면서 위와 같은 견해를 나타
내고 있다.(홍성방, 헌법학, 현암사, 2002, 4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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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학계나 판례에서는 마치 독일기본법상의 또는 일본헌법상

의 일반적 인격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의 결합에서 도출되는 하나의 

주관적 권리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제2설처럼 독일기본법 제1조 제1항과 제2조 제1항과의 관계와 유사한 문맥에서 행

복추구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결합 속에서 일반적 인격권이 도출한다고 말한다면 

우리 헌법 제17조는 사문화되거나 형해화되고 말 것이다. 물론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서 제

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보다 본질적으로 독일기본법에서의 제1조 제1

항과 제2조 제1항의 결연관계가 우리 헌법에서도 타당하다는 주장은 별로 설득력이 없어 보

인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조항을 갖고 있지 않은 독일의 경우 그러한 해석론이 가능하지

만, 별도로 이러한 조항을 가지고 있는 우리 헌법에서도 동일한 해석론을 전개해야 될 당위성

은 없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따라서 우리 헌법을 해석하는 데 ‘일반적 인격권’이라는 

용어뿐만 아니라 그것을 도출해내는 법리의 원용까지도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결국, 우리 

헌법체계내에서 독일기본법상 일반적 인격권이라고 할 수 있는 권리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

유’에 의해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한다.53)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의 관계는 보통의 개별기본권과의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앞에서 소개한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했을 때, 행복추구권의 내

용에 포함되는 프라이버시권을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17조가 우선 적용되

어야 하며, 이를 벗어난 부분은 보충적으로 행복추구권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동성동본금혼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에서 행복추구권을 근거조항으로 든 점

에 대해서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헌법적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비판이 가능

할 뿐만 아니라,54) 혼인･임신･출산･피임･낙태･성적 자기결정 등의 문제는 지극히 사적인 사

53) 김일환, “한국헌법상 ‘일반적 인격권’ 존재여부에 관한 비판적 고찰”, 공법연구 제28집 제4호 제2권, 한국공법학회,
2000, 113면 이하.

54) “한국헌법 제17조의 협의의 privacy권(즉,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에 관한 한국 헌법학자들의 해석을 보더
라도 ‘결혼배우자 결정의 자유’ 즉 ‘결혼의 자유’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즉 협의의 ‘privacy권’에 해당한다는 것
은 자명해진다. 한국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은 다수 한국헌법학자들에 의해 사생활의 자유의
불가침, 사생활의 비밀의 불가침 및 자기정보에 관한 통제권으로 분류되며, 이중 사생활의 자유의 불가침은 사생
활의 자유로운 형성과 영위 즉 개인적 자율을 침해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 원래 민주국가는 개인의 존엄성 실현
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개인의 사생활에 있어서의 선택은 그 자율에 맡
기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체로 결혼･임신･피임･낙태, 자녀의 양육･교육, 의복･두발형태, 성생활 등의 자유가
포함된다고 한다. 따라서 분명히 ‘결혼배우자를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즉 ‘결혼의 자유’도 이 사생활의 자유에 해
당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성동본불혼에 관한 한국민법 제809조 1항은 ‘행복추구’가 규정된 한국헌법 제10조가 아
니라 협의의 privacy권을 규정한 한국헌법 제17조에 위배된다고 믿는다.”(임지봉, “동성동본금혼규정에 대한 한국
헌법재판소결정과 행복추구조항”, 공법연구 제29집 제1호, 한국공법학회, 2000, 134∼1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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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으로55) 자유로운 사생활의 형성과 유지의 대상이 됨은 다언을 요하지 않을 것이므로 그 헌

법적 근거로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되어야 할 것이다.

Ⅴ. 나오며

개인의 사사로운 영역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스스로 국가나 타인의 

간섭없이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개인주의와 자유

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근대 이후의 입헌주의국가에서 인정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할 것이

다. 그러나 세계 각국의 헌법은 사적 사항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명문의 기본권목록에 포함시키

지 않았으며, 그에 따라 그 헌법적 근거가 무엇이냐에 대한 논의가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사적 사항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로, 독일연방헌법법원과 미국연방대법원

은 판례법의 발전을 통하여 ‘인격권’과 ‘프라이버시권’이란 이름으로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많이 다르다. 헌법 제17조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독일이나 미국과 같이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나 행복추구

권의 해석을 통하여 사적 사항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근거를 구하려는 노력은 필요하지 않

다. 개인의 사적 영역에 대한 결정은 바로 사생활의 일부로서 헌법 제17조에 의해서 보장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우리 헌법을 체계적으로 해석하고 올바로 이해하는 길이라 생각한다. 그러

므로 외국의 이론에 대한 무비판적 답습에 그치고 마는 다수설이나 헌법재판소의 태도는 지

양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사생활의 범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그 기준을 설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일 것이

다. 왜냐하면 오늘날 공동체와 전혀 무관한 개인의 사적인 활동이 과연 얼마나 존재할 것이며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모든 활동이 사적이 아닌 공적인 것이라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

서 이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기준설정보다는 개별적인 사건에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되

어야 할 것이다.

55) “독일의 인격영역이론에서는 이격의 영역을 가장 폐쇄적 성격이 강한 영역에서 가장 개방적 성격이 강한 영역으
로 단계화하여 ① 내밀영역, ② 비밀영역, ③ 사적 영역, ④ 사회적 영역, ⑤ 공개적 영역 등으로 나누고, 관계되는
인격적 가치가 이들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가에 따라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적 개입의 정도나 사생활에 관한 언론
보도의 한계 등을 다르게 파악한다. 즉 내밀영역에 관한 사항은 그 폭로에 대하여 가장 강력한 보호를 받게 되나,
공개적 영역에 관하여는 그 보호가 인정되지 아니하며, 가령 혼인관계･가족관계･성관계･건강기록 등과 같은 사적
영역은 국가의 간섭이 허용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영역이론은 비례원칙의 구체화로서 이해될 수도 있다. 하지
만 인격의 영역을 정밀하게 세분화하기가 쉽지 아니하다는 점에 이론적 난점이 있다. 인간의 내부공간이 사회적
인 체험과정을 통하여 구성된다고 할 때 이러한 공간을 사회적 접촉과 사회적 영역에서 적당히 구획하는 것은 매
우 어려운 문제이다.”(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9, 1246면).



Presentation 01 Session Ⅱ

인간 존엄과 가치의 형사사법적 실현  229

또한 낙태문제에 대해서는 단순한 규범적 정당성에 대한 논의를 넘어서 저출산의 문제나 

육아지원제도와 같은 환경 조성의 문제 등 더 많은 사회적 논쟁과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 왜

냐하면 낙태의 문제가 단순하게 출산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의 결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출산 이후 양육의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이다. 즉, 낙태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결혼, 임

신, 출산, 양육의 재생산 전 과정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최근의 신문기사를 보면 아이 없는 맞

벌이 부부를 의미하는 ‘딩크족’이 늘고 

있다고 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 신혼

부부통계’에 따르면 초혼 신혼부부는 110

만3812명으로 그중 37.5%(41만3929명)가 

자녀를 출산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는

바, 이는 2016년에 비해 1.2%p 증가한 수

치라고 한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평균 

출생아 수는 0.7명으로 전체 평균(0.78명)에 

못 미치는 한편, 외벌이 부부(0.86명)에 비

해서도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정말 혼자

살기도 버겁고 자신의 미래도 장담하지 

못하겠는데 아이를 낳아 양육하는 것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56)

56) 혼자 살기도 버거운데.. “아이 왜 없냐고요?”, 파이낸셜뉴스 2019.5.25.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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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민 우

충북대학교 박사

Profile

김민우 박사는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보호보상과 전문위원으로 있으면

서 공익신고자보호법 제정 작업을 하였으며, 2010년 ‘식품소비자의 안전권 확보를 

위한 식품안전법제 정비방안’으로 박사학위 취득하였다. 이후 2010년부터 3년간 

충북대학교 생명윤리 및 안전법제 연구사업팀 박사후연구원으로 있으면서 국내외 

생명윤리법제의 현황과 법적 쟁점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그때의 연구기반을 

바탕으로 생명윤리 관련 논문을 학회에서 발표하거나 학술논문에 게재하는 등 활

발한 학술활동을 하였다. 현재는 충북대학교 등에서 강의를 하면서 한국헌법학회, 

한국공법학회, 한국비교공법학회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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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인간의 탄생과정에 인위적 기술이 개입되면서 인간개체의 보

호범위가 넓어졌다. 과거에는 인간생명 보호의 가장 이른 시기를 기껏해야 낙태죄의 보호객체

인 태아와 관련하여 논의해 왔지만, 불과 10여년 사이에 생명보호의 필요성은 배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으로 되었다. 이처럼 인간의 지위는 사회의 변화에 비례하여 발

전하여 왔으며, 태아의 지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태아의 

법적 지위를 규명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인공수정이 일반화되고 더 나아가 생명복

제까지 가능해지면서 태아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새롭게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1) 

과학기술과 의학이 발달하면서 태아는 모체로부터 독립하여 살아서 출생할 개연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비록 출생 이전일지라도 법률상 지

위를 인정함으로써 태아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생명공학은 이제까지 가능성에 머물렀던 인간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이 가능해

지고 현실화 시킬 수 있는 꿈의 기술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신기술의 적용은 진화의 산물

이던 인간이 진화의 주체가 됨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에 비추어 어디서부터 인간의 존엄성이 

시작되는지 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오늘날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헌법재

1) 황만성, “형법상 사람의 시기(始期)와 태아의 법적 보호”, 원광법학 제24권 제2호,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6, 3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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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소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2)으로 인하여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에 맞

이하게 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인간생명의 첫 단계인 배아의 법적 지위를 먼저 언급한 

뒤, 태아의 기본권 주체성에 관한 논의를 바탕으로 개별 법률에서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

고 있는지에 대하여 모색해 보기로 한다.

Ⅱ. 인간생명의 첫 단계인 배아의 법적 지위

1. 배아의 개념

배아는 여러 단계의 생물학적 발생 단계를 거쳐 태아의 단계를 거친 다음, 사람으로 출생

한다. 여기서 배아의 인간성을 인정할 것인가라는 내용이 중심이 된다. 발생학에서는 이러한 

발생기 과정의 특징에 따라 장기가 형성되는 8주를 기준으로 그 이전을 배아(embryo), 그 이

후를 태아(fetus)라고 한다. 즉 수정된 수정란을 배아라고 하며, 수정된 시기부터 7주까지를 배

아기, 수정 후 8주부터 출생전인 38주까지를 태아기로 구분한다. 한편, 수정 후 14일이 경과하

여 원시선이 나타나기 전의 수정란상태, 즉 일반적인 임신의 경우라면 수정란이 모체에 착상

하여 원시선이 나타나는 그 시점의 배아 상태에 이르지 않은 배아를 ‘초기배아’라고 한다. 

배아도 인간생명의 첫 단계이기에 윤리적 요소를 중시할 의무가 있고, 반면 태아는 인간으

로서의 특성을 모두 갖추었지만 모체에서 분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3) 

현재 생명윤리법이 제정되어 배아와 정자･난자에 대한 규범적 보호가 마련되어 있으나, 보다 

더 인간에 가까운 태아에 대한 보호는 종래의 형법에 일임하고 있어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

다.4) 이처럼 초기단계에 있어서 생명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인류 전체와 그 미래

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 배아의 법적 지위

(1) 긍정설

수정란이 일반적으로 자궁에 착상되는 14일 전후의 시기를 생명권의 시기로 본다. 즉 수정

란이 자궁에 착상하여 모체와 연결되었을 때 실제로 배아가 인간이 될 잠재적 가능성이 높다

2)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결정.
3) 장영철, 앞의 논문, 147-148면.
4) 황만성, 앞의 논문, 3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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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5) 인간의 생명은 수정란인 배아로부터 시작되고, 인간과 생명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6) 배아와 태아 그리고 인간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생명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초

기 배아도 인간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헌법상 최고의 가치규범의 보호

범위에 포섭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7) 즉 모든 생명은 유기적 초기단계로부터 연속성을 

가지고 발전하기 때문이다.

태아는 모체에 의해 보호를 받는 측면이 있지만 모체 밖의 배아는 독립된 개체이므로 오

히려 제3자의 침해로부터 사회적으로 더 강한 배려와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8)

(2) 부정설

배아는 단순히 세포덩어리로서 다른 체외신체조직과 다를 바 없으므로 인간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것은 모든 수정란이 반드시 인간으로 출생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생명의 연속성 

측면을 강조하게 되면, 수정란 이전의 배우자의 정자와 난자까지도 인과적인 연속성을 인정

해야 하기 때문에, 수정란은 생명권의 주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정란이나 배

아 등은 생명의 징후를 나타내고 있어도 인간의 존엄에 불가결한 조건인 자기의식, 이성, 자

기결정능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인격적 의미의 생명이 아닌 생물학적 의미의 생명으로 

보아야 하므로, 인간의 존엄과 생명권은 분리해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9) 

수정란과 초기배아는 생물학적 의미에서의 ‘인간의 생명’이지만, ‘인격적 의미의 인간의 

생명’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생명권과 인간의 존엄의 주체가 될 수 없다.10) 다만 초기배

아의 경우 아직 모체에 착상되거나 원시선이 나타나지 않은 이상 독립된 인간과 배아 간의 

개체적 연속성을 확정하기 어렵고, 배아의 경우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에서 모태 속에서 수용

될 때 비로소 독립적인 인간으로의 성장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수정 후 착상 전의 배

아가 인간으로 인식된다거나 그와 같이 취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회적 승인이 존재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초기배아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기 어

렵다.11)

5) 김선택, “출생전 인간생명의 헌법적 보호”, 헌법논총 제16집, 헌법재판소, 2005, 165면; 김형성, “생명공학의 헌법적
가능성과 한계”, 공법연구 제32집 제1호, 한국공법학회, 2003, 286-287면; 조홍석, “생명복제와 인간의 존엄”, 공법
연구 제30집 제1호, 한국공법학회, 2001, 28면.

6) 장영철,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 – 헌재 2008. 7. 31. 2004헌바81결정에 대한 평석 -”, 공법학연구 
제10권 제2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09, 135-136면.

7) 이상돈, 법철학: 법･이성･사회, 법문사, 2003, 327면 이하.
8) 정현미, “배아의 생명권과 착상전 유전자진단”, 비교형사법연구 제5권 제2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3, 266면.
9) 민병로, “인간의 존엄과 미출생 생명의 헌법상 지위”, 공법연구 제35집 제3호, 한국공법학회, 2007. 2, 70면.
10) 민병로, 앞의 논문, 72면.
11) 헌법재판소 2010. 5. 27. 선고 2005헌마346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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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명의 시기에 관한 논의

인간성을 언제부터 인정할 것이며, 인간의 생명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는 사실적 측면에

서 추론할 문제가 아니며, 그런 점에서 발생학적 고찰만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인간의 생명

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가는 결국 규범적 가치결정의 문제로 귀착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언제부터 사람으로 볼 것인지에 관해서는 수태의 순간부터라고 보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배아 단계를 넘어 수정 후 2주가 지난 때부터 사람의 개체성을 가진 생명체로 

이해하는 것이 생물학적･의학적으로 일반화된 견해이다.12) 이러한 규범적 흠결에 따른 해석

은 다음과 같은 견해의 대립을 가져왔다.

(1) 수정시설

인간의 생명은 수정과 더불어 시작되므로 생명으로서 보호될 필요성은 수정시부터 시작된

다고 보는 소위 수정시설이 타당하다는 견해이다.13) 이러한 견해는 수정란의 생물학적 특성

상 인간의 지위를 갖는 것이라기보다는 규범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수정시설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수정된 이후의 배아는 인간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하므로 인위

적으로 이에 대한 손상, 폐기를 허용할 수 없다. 이 견해에 의하면, 현재 진행중인 대부분의 

배아연구는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즉 수정 이후의 배아는 모두 착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가

지는 것이고, 배아의 폐기･연구 및 실험･냉동보존 등은 엄격히 금지되어야 한다.14)

독일의 다수설도 연방헌법재판소와 마찬가지로 미출생 인간의 생명도 생명권의 주체로 보

고 있다. 즉 다수설은 연방헌법재판소가 명확히 하지 않은 생명의 보호시기에 대해서 정자와 

난자가 결합한 시점부터 생명의 시기로 보고 있다. 따라서 미출생 생명은 수정시점부터 생명

권의 주체임과 동시에 인간 존엄의 주체가 된다.15) 

(2) 착상시설

언제부터 인간의 생명이 시작되는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통설과 판례는 착상시설을 취

하고 있다. 자연 상태에서 수정이 되었다고 해서 수정란이 모두 착상되는 것은 아니며, 개체

화된 생명은 착상에 의해 개시되므로 태아가 되는 시기는 착상시라고 볼 수 있다.16) 수정 후 

12) 김종세, “태아의 생명권에 관한 소고 –헌법재판소 2008.07.31, 2004헌바81”, 법학연구 제40집, 한국법학회, 2010. 11,
4면 각주 9) 참고.

13) 정현미, 앞의 논문, 264면.
14) 정규원, “인간 배아복제의 법적 문제”, 대한의료법학회 추계학술대회, 2001. 11, 16면 이하 참조.
15) 민병로, 앞의 논문, 68면, 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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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상된, 즉 원시선이 형성된 시점부터 헌법적 보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인간이 

향유하는 생명권의 시작은 최소한의 인간의 모습을 띠고 있는 원시선이 형성된 이후의 시점, 

즉 심장･뼈･근육 등 각종 장기가 형성된 후부터라는 보아야 한다. 따라서 생명권에 대한 국가

의 보호는 수정란이 모체에 착상된 이후부터라고 할 것이며, 그 이전의 인간형성단계는 법정

책적 차원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아직 착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배아는 생존하고 있는 인간과 법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할 수

는 없다. 의학적으로 판단할 때, 착상되었는가의 여부는 인간 생명의 시작 여부의 판단에서 

중요한 것은 상당수의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되지 못한 채 저절로 폐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모체로부터 영양공급이 수정란의 발달에 결정적이기 때문에 자궁에 착상하지 못한 수정

란은 독립적으로 발달할 수 없다는 것도 자궁 착상 여부가 인간 생명의 시작 여부의 판단에

서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다.17) 생명윤리법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배아 및 잔여배아 등으로부

터 야기되는 문제는 배아 그 자체의 생명권의 차원이 아니라 배아생성자 측면에서의 관리 및 

처분 등에 의한 기본권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18) 

배아보호를 위한 특별한 법규가 없는 현행법에서는 착상으로 태아가 되기 이전까지, 즉 수

정 후 착상까지는 법적인 보호를 누리지 못한다. 이러한 입법적 흠결은 단순히 배아의 생명침

해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규제되지 않는 생명공학기술의 적용으로 인한 남용의 가능성도 

존재한다.19)

(3) 검토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규정으로 인간의 기본권 보호 규정들을 두고 

있지만, 언제부터 인간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기존의 

낙태죄에서는 태아의 생명과 부녀의 생명･신체를 보호법익으로 한다고 해석하고, 그 보호되

는 태아의 범위는 착상한 이후부터 진통이 시작되기 전까지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20)

헌법재판소는 수정란이 착상된 이후 시점부터 태아는 생명권의 주체가 된다고 본다. “인간

의 생명은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존재의 근원이다. 이러한 

생명에 대한 권리, 즉 생명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인간의 생존본능과 

16) 홍성방, “태아의 생명권”, 고시계, 2001. 9, 94면; 박상기, 형법각론, 박영사, 2002, 87면;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2, 91면.

17) 이용식, “배아단계의 인간생명에 대한 형법적 보호”, 피해자학연구 제11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03, 72면.
18) 표명환, “태아의 생명보호에 관한 헌법적 고찰”, 토지공법연구 제51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10. 11, 347-348면.
19) 정현미, 앞의 논문, 260면.
20) 김일수･서보학, 형법각론, 박영사, 2003, 46면; 오영근, 형법각론, 박영사, 2002, 118면.



Presentation 02 Session Ⅱ

인간 존엄과 가치의 형사사법적 실현  239

존재목적에 바탕을 둔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로서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

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21) 이처럼 헌법재판소는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하면서도 

태아는 인간이 아니라 형성 중에 있는 생명, 즉 인간은 아니지만 인간이 되는 과정의 형성 중

인 생명체이기 때문에 생명권의 주체성이 인정된다는 것을 논거로 제시하고 있다.22) 

한편, 헌법재판소는 생명윤리법 제13조 제1항 등 위헌확인사건에서 “… 수정 후 14일이 경

과하여 원시선이 나타나기 전의 수정란 상태, 즉 일반적인 임신의 경우라면 수정란이 모체에 

착상되어 원시선이 나타나는 그 시점의 배아 상태에 이르지 않는 배아 …”의 생명권의 주체성

을 부인하여 착상시설의 입장의 취하고 있다.23)

Ⅲ.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민법상 이론적 방법

민법 제3조는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

람이 생존하는 동안 즉 출생시점 내지 사망시점에 대해서는 해석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태아는 살아서 출생한 경우에만 생명권의 주체로 인정해 왔다. 그러나 로마법 

이래 아직 출생하지 않아 모체의 일부에 머무른 태아의 권리능력은 원칙적으로 부정되어 왔

고, 예외적으로 그의 이익에 기여하는 특정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출생한 것으로 의제해 왔다. 

태아의 보호를 위하여 출생을 의제하는 민법 규정으로는 손해배상청구권(제762조)24)과 상속

(제1000조 제3항)25), 그리고 제1000조 제3항을 유증에 준용하는 제1064조26)는 태아의 권리능

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27) 이처럼 민법은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

기 위하여 열거의 방법으로 태아에게 부분적인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개별주의

는 중요한 법률관계에 관하여서만 법률의 특별규정에 의하여 개별적인 경우에 출생한 것으로 

보는 원칙으로서 일반주의와 달리 구체적인 상황에 부분적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태도이다.28) 

이와 같은 태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21) 헌법재판소 1996. 11. 28. 선고 95헌바1결정.
22) 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4헌바81결정.
23) 헌법재판소 2010. 5. 27. 선고 2005헌마346결정.
24) 제762조(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25)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26) 제1064조(유언과 태아, 상속결격자) 제1000조제3항, 제1004조의 규정은 수증자에 준용한다.
27) 이진기,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이론의 재평가 -학설의 유용성에 관한 의문을 계기로-”, 가족법연구 제27권
제3호, 한국가족법학회, 2013, 84면.

28) 이진기, 앞의 논문, 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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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은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모든 법률관계에 관하여 또는 태아의 

이익을 위하여 권리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일반주의). 또한 상속 기타 개개의 권리

관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태아가 권리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한다(개별주의). 일반주의를 

취하는 경우에는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모든 권리 영역에서 태아가 권리능력을 가지게 되지만, 

개별주의를 취하는 경우에는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개별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라면 원칙상 권

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29)

민법상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이론적 논의30)는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특

히 상속에서 의미가 있으며, ② 태아의 출생으로 그 의미를 잃는다. 이로 인하여 언제부터, 그

리고 어느 범위까지 태아에게 권리능력을 부여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태아는 불

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상속에 관하여 그 법률사실이 발생한 즉시 이미 출생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개별 법률31)에서 보상금청구

권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유족 내지 가족의 범위에 태아를 포함시키고 있다. 권리능력에 관하여 

일반법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민법은 출생을 전제로 권리능력을 인정하여 원칙상 태아의 권리

능력을 부인하면서, 다만 특정 권리와 관련하여 태아를 출생한 것으로 본다는 개별 규정을 두

고 있으므로, 우리의 법제는 태아 보호에 관하여 개별주의를 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32) 즉 

태아는 개별 규정을 근거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완전한 권리능력을 가지게 된다.33)

한편, 태아의 권리능력은 상속법의 영역에 제한되며, 그마저도 부분적으로 인정하여야 한

다는 것이다.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하여 학설과 대법원 판결은 미래지향적이라고 할 수 없고, 

현대사회에 등장하는 법률문제, 예를 들어 배아보호 등과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

지 않아 자(子)의 복리를 제도적 기반을 중심으로 총체적인 재조명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

다는 견해도 있다.34) 

29) 박인호, “인보험 계약에 있어서 태아의 지위”, 법학논총 제36권 제4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351면.
30)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하여 학설은 정지조건설과 해제조건설이 있다. 정지조건설은 태아인 동안에는 상속능력이
없고, 출생에 의하여 생긴 권리능력이 상속개시의 시기까지 소급한다는 것이고, 해제조건설은 태아를 제한적 권리
능력자로 인정하고 상속시점에 태아가 상속할 수 있으며, 모(母)가 법정대리인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31) 국민연금법 제3조, 군인연금법 제3조, 범죄피해자구조법 제5조, 별정우체국법 제2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의2,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8조, 공무원연금법 제3조, 선원법시행령 제30조, 재난
관리법시행령 제52조 등이 있다.

32) 박인호, 앞의 논문, 351-352면.
33) 이진기, 앞의 논문, 87면.
34) 이진기, 앞의 논문, 1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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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별 규정에서의 논의

(1)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35)

민법 제762조는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

한다. 동법은 태아가 출생하기 전에도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능력을 인정하

는 것이므로, 권리능력의 존속시기에 관한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3조에 대한 예외

를 규정한 특별규정으로 볼 수 있다. 특별규정인 민법 제762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일반규정

인 민법 제3조는 적용되지 않는다.36) 다만 피해자의 직접구제라는 불법행위법의 규범목적에

서 제762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태아가 불법행위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자가 된 경우에 

한한다.37) 

한편, 민법 제762조가 “태아의 생명권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더 널리 태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견해도 있다.38)

(2) 태아의 상속능력

민법 제1000조 제3항은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현행법에서 상속은 순수한 재산권의 승계이므로, 상속능력은 재산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 즉 권리능력이 있는 자에게 모두 인정된다. 우리 민법의 체계상 상속

인이 될 수 있는 자는 오직 법정상속인으로 제한되는데, 법정상속인을 피상속자와 일정한 신

분관계에 있는 혈족상속인과 배우자상속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즉시 상속을 인정한다

면 태아의 낙태 등의 방법에 의한 상속권의 왜곡과 태아의 상속재산의 침탈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수단도 마땅치 않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대법원은 태아의 출생으로 상속이 개시되

며, 다만 그 효과가 소급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더욱이 민법 제1064조에 의한 제1000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상속에서와 같이 유증의 

경우에도 태아에게 유증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인정하였다. 이처럼 민법은 태아의 상속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생 이전에 그의 권리능력을 의제하는 태도를 채택하고 있다. 

35) 민법 제762조에 근거한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장영철, 앞의 논문, 131면 이하의 내용 참조.
36) 장영철, 앞의 내용, 147면.
37) 김용담 편집대표, 주석민법 [총칙(1) §1-§96], 2010, 285(민유숙).
38) 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4헌바81결정(조대현 재판관 한정위헌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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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태아의 수유능력

수유능력은 유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유언으로 유증의 이익을 얻게 되는 자를 

수유자라고 한다. 모든 권리능력자는 누구나 수유능력을 가지고 있다. 상속의 경우와 마찬가

지로 태아도 수유능력이 인정된다. 민법 제1064조는 제1000조 제3항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유

증에 관해서도 태아가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39)

(4) 태아의 보험청구권

상법은 인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자격에 관하여 적극적인 규정을 두고 있

지 않으므로 태아가 피보험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보험

업계에서는 태아와 관련하여 ‘태아보험’이라는 상품으로 내놓았는데, 태아보험의 가입률은 꾸

준히 증가하고 있다. 태아보험에 있어서 사산(死産)을 포함하여 태아의 출생과 질병, 상해 등

에 대한 보장을 받고자 하는 수요가 증대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그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유

효하고도 적절한 보험상품의 판매가 필요하다.40) 이에 관하여 생명보험계약 또는 상해보험계

약에서 태아의 보호 범위를 넓히기 위한 방편으로 태아를 피보험자로 한 계약의 체결을 유효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41) 

태아가 보험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가 태아의 권리능력과 관련하여 문제된다. 인보험계약

의 수익자는 손해보험과 달리 피보험이익을 가진 자로 법률에 의해 정해진 것이 아니고 보험

계약자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익자를 지정한 후에도 계약자가 자유롭

게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상법 제733조 참조)42). 

39) 고상현, “태아의 상속능력과 그 보호방안”, 법학논문집 제34집 제1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47면.
40) 박인호, 앞의 논문, 346면.
41) 박인호, 앞의 논문, 346면.
42) 상법 제733조(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
② 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고 보험계약자
가 제1항의 변경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사
망한 경우에는 그 승계인이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 중에 사망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보험
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
④ 보험계약자가 제2항과 제3항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
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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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태아의 기본권 주체의 판단 근거

1. 헌법상 근거

우리 헌법은 태아의 기본권 주체성에 관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헌법이든 판례든 언제부터 

인간의 생명체로서 헌법상 기본권이 보장되는 대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필요

하다.43) 태아도 생명체로서 사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44) 모든 인간은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형성 중의 생명인 태아

에게도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태아도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국가는 

헌법 제10조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45)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사람의 나이를 출생과 동시에 한 살로 보았으며, 태교라 하여 태아

에 대해서도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관념하였는데, 이 또한 태아가 사람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태아는 생물학적으로 사람으로 보아야 하며 사람인 이상 태아도 당연히 기

본권의 주체가 된다.46)

2. 헌법재판소 결정

(1) 태아

인간의 생명권은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며, 특히 태아는 인간으로 태어날 

가능성이 크고 인간이 될 예정인 하나의 생명체라는 이유로 태아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47) 태아가 기본권의 주체인지에 대한 판단은 태아를 사람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모든 인간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태아를 사람이라고 보는 한 태아의 기

본권 주체성을 부인할 수 없다. 태아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 여부는 규범적 가치 판단의 문제

이지만 결국은 생물학적 인식의 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다.48) 따라서 태아의 생물학적 특성상 

태아에게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결국 태아에게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

정하여 생명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49) 

43) 정문식, “형성 중인 생명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태아의 생명권과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관한 2008.
7. 31.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평석-”, 법학논총 제28집 제2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385면.

44)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7, 1039면; 정재황, 신 헌법입문, 박영사, 2018, 229-230면; 김하열, 헌법강의, 박
영사, 2018, 200면; 홍성방, 앞의 논문, 100면.

45) 김종세, 앞의 논문, 7면.
46) 김종세, 앞의 논문, 5면; 표명환, 앞의 논문, 347면.
47) 고봉진, “태아의 헌법상 지위”, 법과 정책 제22집 제1호,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16. 3, 8면.
48) 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4헌바81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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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기배아

생물학적으로 정자와 난자가 수정한 때로부터 인간의 생명이 시작되지만, 기본권 주체성

이 언제부터 인정되는지는 생물학적 차원과 규범적인 차원을 함께 고려해서 정해야 한다. 아

직 모체에 착상되거나 원시선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현재의 자연과학적 인식 수준에서 독립

된 인간과 배아 간의 개체적 연속성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점, 배아의 경우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에서 모태 속에서 수용될 때 비로소 독립적인 인간으로의 성장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는 점, 수정 후 착상 전의 배아가 인간으로 인식된다거나 그와 같이 취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회적 승인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초기배아의 기본권 주체성을 부

정하였다. 그러나 초기배아의 생명권과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부정하였으나, 인간의 존엄

과 가치가 갖는 헌법상 가치질서의 성격을 고려하여 인간으로 발전할 초기배아의 잠재성을 

이유로 국가의 보호의무를 인정하고 있다.50)

3. 한계

태아는 모체 내에서 모체에 결합되어 있고 생명의 유지와 성장을 전적으로 모체에 의존하

고 있다는 특성으로 인해 태어나기까지는 불완전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비록 관념

적으로는 모든 기본권에 대해 태아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더라도 실제로 태아에게 보장해 

줄 기본권의 범위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51) 즉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등 사실상 대부분의 기본권들은 태아에게 있어 무의미

하다.52) 이처럼 출생 전 태아는 출생한 후 사람과 비교하여 권리능력의 인정과 보호에서 차별

적인 취급이 허용된다고 보거나 혹은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종래 우리의 일반적인 

견해라고 할 수 있다.53)

Ⅴ. 결론

오늘날 의료분야의 발전은 태아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새로운 고찰을 필요로 한다. 어느 

시점부터 생명의 시작으로 볼 것이며, 태아에 대한 기본권의 주체성에 대한 인정 여부 등의 

49) 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4헌바81결정.
50) 헌법재판소 2010. 5. 27. 선고 2005헌마346결정; 고봉진, “초기배아의 헌법상 지위”, 헌법학연구 제17권 제2호, 한
국헌법학회, 2011, 325면 이하의 내용 참조.

51) 김종세, 앞의 논문, 2면.
52) 김종세, 앞의 논문, 5면.
53) 김천수, “태아의 법적 지위”, 비교사법 제10권 제2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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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관점에서 논의가 가능하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태아의 생명권 보다 임부의 자기

결정권이 더 중요한 헌법적 가치로 보았지만, 태아는 앞으로도 중요한 법률적 테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따라서 태아는 형성 중인 사람으로서 법률상 마땅히 보호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태아의 

기본권 주체성과 관련하여 법규정에 대하여 비판이나 의견대립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

러한 과정은 관점의 차이를 드러내고 서로의 논리적 약점을 지적하게 되는 불편한 논의지만 

쟁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함께 공유하는 문제의식을 확인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발전하는 계기

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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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과제

○ 낙태죄의 위헌성을 둘러싼 기존 법적 쟁점은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질문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옴. 기존

의 법담론은 기본권의 주체인 개인에 대한 남성중심적인 사고를 중심으로 임신한 여성

과 태아를 개별적인, 더 나아가 대립하는 기본권 주체로 설정하고, 임신한 여성의 몸 안

에 존재하는 태아는 여성이 자기결정을 행사할 수 있는 신체가 아닌 별개의 생명이기 

때문에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위해 여성의 낙태에 대한 처벌이 정당하다는 논리적 구성

을 완성함. 2012년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역시 이러한 법담론에 기대고 있음. “태아가 

비록 그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모(母)에게 의존해야 하지만, 그 자체로 모와 별개의 생

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태아도 헌법상 생명

권의 주체이고, 따라서 그 성장 상태가 보호 여부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된다”(2010헌바

402)고 판시함으로써 태아를 임신한 여성과는 완전히 독립된 존재로 설정함.

○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2017헌바127)의 중요한 의미는 기

존의 법담론에서 전제하고 있는 남성중심적인 개인 설정을 태아와 공존하는 여성의 신

체와 삶에 기초하여 변경하였다는 데에 있음.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의견은 태아와 여

성을 단순히 대립하는 존재가 아니라 별개의 생명체이지만 동시에 밀접하게 결합되어 

특별한 유대관계와 의존관계를 맺는 상호존재로 보았으며, “특별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

는 한, 임신한 여성의 안위가 곧 태아의 안위이며, 이들의 이해관계는 그 방향을 달리하

지 않고 일치”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해서 전면적인 처벌이 아닌 

임신한 여성의 신체적･사회적 보호와 여성의 결정을 위한 사회적･심리적 지원의 방향

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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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의존하되 독립하고 있는 임신한 여성과 

태아와의 관계 속에서 권리에 대한 접근을 여전히 개별적인 개인을 전제한 자유권적 

논의의 틀에서 전개함으로써, 헌법불합치 의견에서의 태아의 독자적인 생존능력 존재 

여부에 근거한 자기결정기간, 단순위헌 의견에서의 태아의 생명으로서 존재성을 갖추

지 못한 임신 초기에 여성의 자기결정권 완전 보장 기간과 같은 태아 생명권 침해를 

중심으로 한 형사처벌의 쟁점을 전혀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보임. 헌법재판소가 여

성의 임신중단에 대한 법정책적 방향을 여성의 모성과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보

장을 통해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국가의 책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강조함에도 불구하고,이에 대한 논거를 생명권 또는 자기결정권의 

실현을 위한 사회적 권리 차원으로 이끌어내지 못하고 생명권 침해 자체에 천착함으

로써 향후 논의의 방향이 여성의 낙태죄 처벌을 면책하기 위한 특정한 사유나 기간의 

제한, 상담의무 및 숙려기간을 어떻게 둘 것인가에 한정될 소지를 남겼음.

○ 남성을 기준으로 설정된 개인에게 부여된 권리가 아닌 여성과 태아의 상호의존관계에 

기초한 권리로의 재설정을 위해서는 개인에게 보장된 생명과 자유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을 개인적 권리의 차원이 아니라 생명과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권리의 차원

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지점에서 기본권으로서 사회적 권리인 건강권, 특히 

성과 재생산 건강권에서의 임신유지와 중단이 논의되어야 함.1) 이에 성과 재생산 권리 

및 건강의 차원에서 임신중단과 모성과 관련된 보건정책의 방향을 점검하고 재설계해

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2. 성과 재생산 건강과 국내 모자보건법

(1)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

○ 성과 재생산 권리(sexual and reproductive rights): 1994년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국제인

구개발회의(ICPD)에서 인구정책의 인권적 프레임워크로 제시된 성과 재생산 권리는 스

스로 건강, 신체, 성생활, 성 정체성에 관하여 결정하는 것, 성관계와 피임 및 관련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 얻는 것, 임신 여부와 시기를 결정하는 것, 결혼 여부와 

원하는 가족 형태를 구성하는 것,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성과 재생산에 대한 의료서비스

1) 양현아(2005), “범죄에서 권리로: 재생산권으로서의 낙태권”, 양현아 엮음, 낙태죄에서 재생산권으로, 사람생각 참조.



252  Criminal Justice for Human Dignity and Values

에 접근하는 것, 강간 및 강제 임신, 강제 낙태, 강제 불임, 강제결혼, 여성 생식기 할례 

등을 포함한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을 기본적인 인권으로 설정, 이를 국가

는 차별없이 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를 가짐.2) 

  - 1994년 ICPD 카이로 행동계획3): ①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성과 재생산 서비스- 산부인

과 지원, 안전하고 효과적인 피임법, 안전한 임신중단시술 및 이후 관리, 불임에 대한 

예방과 시기적절한 진단 및 치료 등이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라 통합적이며 간편하게 

제공.4) “인구조절을 위한 국가의 목표와 제한이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 여부와 방식을 

강요함으로써 성과 재생산 권리를 침해해선 안된다.”5) ② 개인들이 스스로 재생산 건

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불필요한 법적, 의료적 규제의 장벽을 제거 권고.6) (주요 장애

요소로 낙태죄, 낙태 접근권 제한 조치 제시) ③ 성과 재생산 건강에 대해 나이대에 

맞는 의학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포괄적인 성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성과 

재생산 권리와 건강에 대해 긍정적이고 책임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역할

을 강조.7) 

○ 성과 재생산 건강: 성과 재생산 건강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

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제12조 건강권에 근거

한 필수적 요소임. UN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년 의제에 회원국 내에서의 성과 

재생산 건강에 대한 접근 강화가 포함되어 있음. UN 사회권위원회의 “성과 재생산 건

강권 일반 논평 제22호”8)에 따르면, 성과 재생산 건강권은 성과 재생산에 대해 개인이 

능력과 정보에 입각한 자유롭고 책임있는 결정을 내릴 자유로서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정보와 물품, 시설, 서비스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음. 

2) Amnesty International(2012), Realizing Sexual and Reproductive Rights -A Human Rights Framework 참조.
3) UN Population Divisio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Report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A/Conf.171/13, 18 October 1994, Annex, Programme of Action.
4) UN Population Division, Programme of Action, para. 7.6.
5) Jyoti Shankar Singh, Creating a NewConsensus on Population, Earthscan,2009, p.73.
6) UN Population Division,Programme of Action, para. 7.20.
7) Commission on Population andDevelopment, Report of the Commission onits 43rd Session, E/CN.9/2010/9, para. 12.
8)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2016). General Comment no.22 on the right to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article 12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a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4 March
2016, E/C, 12/GC/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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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자보건법 연혁과 구성: 건강권 개념이 배제된 ‘모자보건’ 법정책

○ 모자보건법의 제정과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의 인구조절정책에 따라 모자보건

법이 변화되어 왔음을 알 수 있음. 여기에는 정책 대상자인 여성과 영유아의 건강

(WHO의 건강 개념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의 상태)에 대한 권리 개념이나 

관점은 사실상 삭제되어 있음.

  - 1973년 모자보건법 제정: 모자보건법은 1960년대 산아제한을 목표로 했던 가족계획사

업의 법적 근거로 마련됨.9) 1953년 형법 제정당시 낙태죄 도입 여부에 대한 찬반논의 

끝에 향후 특별법 제정을 통해 낙태의 허용사유에 대해 넓히자는 합의를 이끌어내면

서, 낙태한 여성과 여성의 요청에 따른 시술자에 대한 처벌을 전제로 특별법을 통해 

허용사유를 규정한 일본의 법구성을 본따서 법체계를 구성함. 당시 일본의 우생보호

법10)에 영향을 받아, 불임시술과 인공임신중절수술 관련 규정들에 부모와 관련된 질

병 또는 장애에 대한 규정들이 포함되었으며, 건강에 대한 권리가 아닌 모성에 대한 

의무(제4조)11)를 규정하고 불임수술, 인공임신중절, 수태조절(피임)에 대한 규정을 중

심으로 구성.

  - 일본의 경우 임신중단에 대한 모체보호법과 모성 및 영유아 보건지도 및 의료서비스

에 대한 모자보건법을 구분하였던 것과 달리, 우리의 경우 모자보건법이라는 명칭으

로 임신중단 및 불임시술 등과 관련된 규정이외에도 모자보건사업을 함께 규정하면서 

1980년대 출산억제정책이 효과를 거둔 이후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및 지도 등을 

모자보건사업에 포함하고 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무를 신설하는 1986년 

전면개정12)을 추진함로써 모자보건정책은 영아사망률과 모성사망율을 낮추는 정책으

로 변화됨.13) 1999년 모자보건법 일부개정14)을 통해 불임수술명령을 규정한 제15조를 

삭제하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관리 및 의료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산후조

9) 조영미, “모자보건 정책 분석을 통한 여성건강 개념 확대 방안”, 여성건강 제8권 제2호, 2007, 71쪽.
10) 일본은 형법상 낙태죄 규정을 두되 1948년 우생보호법이라는 명칭으로 불임시술과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규정을

둔 특별법을 마련하였는데, 이 법은 우생학적 관점에서 열등한 자녀의 출생을 방지하는 것과 모성의 생명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한계가 있어, 1996년 우생학적 관점을 삭제하고 모성의 생명건강에 관점에서 임신
중절에 대한 규정만을 둔 것으로 개정되었다.

11) 제4조 (모성등의 의무) ① 모성은 임신･분만등에 있어서 자신의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그 건
강관리에 자발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영유아의 친권자･후견인 기타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자는 육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영유아의 건강
증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12) 모자보건법[시행 1986.11.11.] [법률 제3824호, 1986.5.10., 전부개정]
13) 조영미, 앞의글, 72쪽.
14) 모자보건법([시행 1999.2.8.] [법률 제5859호, 1999.2.8., 일부개정])



254  Criminal Justice for Human Dignity and Values

리업이 확대되자 이에 대한 관리감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2005년 개정이 추

진됨. 종합해보면,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은 출산억제정책에서 임신 및 출산 건

강에 초점을 둔 모자보건정책의 변화가 있던 시기였으나, 이때의 건강에 대한 관점은 

모성의 건강권 차원이 아니라 건강한 자녀 출산이라는 인구정책적 관점에 한정되어 

있었음. 여전히 모성은 의무로 설정되어 있으며, 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 및 영유아에

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정책으로 임신 출산

의 선택과 조절에 대한 가족계획사업과는 구분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었음(제2조 7

호 내지 8호).

  - 1994년 이후 국제사회의 인구계획에서 핵심적인 개념으로 등장한 성과 재생산 건강권

의 개념이 국내 모자보건정책에서 등장하기 시작한 시점은 2009년 모자보건법 일부개

정15)부터임. 제2조 정의규정을 개정하면서 모성의 정의에 임산부 이외에도 가임기 여

성을 포함시켰으며, 모자보건사업을 “모성과 영유아에 대한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관련 정보 제공 사업과 모성의 생식건강 관리와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

들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게 됨. 모자

보건기구의 역할에 성교육 및 성상담도 포함었으며, 불임시술에 대한 규정이 아예 삭

제되었음. 그러나 성과 재생산 건강권에 대한 설정 없이 여전히 의무조항만을 둔 모자

보건법에서 생식 건강 지원의 핵심 내용은 모유수유 또는 불임극복지원사업에 한정되

어 제시되고 있음, 이후 2012년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을 통해 불임이라는 용어를 난임

으로 변경하고 피임약제 등 수태조절을 위한 지원 규정(제12조)을 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의 사업16)으로 변화시켰으며, 2015년 및 2016년 일부개정을 통해 난임시술 및 보조

생식술의 지원, 보조생식술 확대로 증가한 다태아 출산에 대한 지원에 대한 규정을 포

함하였음. 2000년대를 지나면서 성과 재생산 건강 개념이 도입된 모자보건법 개정이 

추진되었으나 이는 권리 개념이 아닌 저출산에 대한 대응 정책으로 임신, 출산, 그리

고 양육을 강조하는 모성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지원에 한정되어 있을 뿐이라는 점을 

보여줌. 

15) 모자보건법([시행 2009.7.8.] [법률 제9333호, 2009.1.7., 일부개정])
16) 모자보건법([시행2012.8.24] [법률 제11441호, 2012.5.23., 일부개정]
제12조(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의 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건강보호 및 생명존중 분위기를 조성하
기 위하여 인공임신중절의 예방 등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하는 사람에
게 피임약제나 피임용구를 보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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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권의 차원에서 모성 관련 법정책 재구축의 필요성

  - 한국의 모자보건법정책이 인구정책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모성의무라는 관점에서 접

근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17년 일부개정17)을 통해 가족계획사업의 법적 근거를 

모두 삭제함으로써 임신 및 출산을 개인의 선택으로 존중하되 구조적인 사회적･경제

적 제약을 완화하고 저출산에 대응하고자 하는 현재 정책적 흐름을 강조하고자 하였

음. 그러나 이러한 모자보건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인간의 존엄과 권리 관점에 입각

한 건강권의 관점에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출산과 인구에 대한 

정책적 관점에서 여성의 몸을 출산과 양육을 위한 대상 내지 도구로 바라보고 있다는 

데에 있음. 현재 모자보건법의 구성과 변화는 국가의 인구정책 변화를 반영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을 뿐 건강권의 의미나 임신 및 출산 계획을 위한 정보와 피임약물 제공, 

임신중단에 대한 법개정의 노력이 제대로 이루어진 바 없는 상황임. 

  - 모자보건법은 임신, 출산, 양육 등과 관련된 성과 재생산 건강 관련 국가보건정책의 

유일한 법적 근거임. 현재 한국사회에 성과 재생산 건강 관련 보건정책의 통합적인 

방향 제시가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성과 재생산 건강권 관점에

서 모자보건정책의 전면적인 전환과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3. 임신중단 관련 법정책의 쟁점 및 방향

(1) 개정의 방향으로서 성과 재생산 건강권 관점에서의 접근

  - 성과 재생산 건강권의 차원에서 임신중단은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 의

료서비스에 해당함(“성과 재생산 건강권 일반 논평 제22호). 여성의 모성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평등하게 보장되기 위해서 성과 재생산 건강권 차원에서 요청되는 것은 여

성의 모성 결정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성과 재생산 관련 의료 서비스 및 보건 정책의 

제공, 평등한 서비스 접근에 장애가 되는 법적, 의료적 규제의 개선, 교육과 상담, 정

보제공 등 지원체계를 통한 임신유지 및 중단의 결정을 위한 사회적 자원의 구축임. 

17) 모자보건법[시행 2018.3.13] [법률 제15186호, 2017.12.1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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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과 재생산 건강권과 형사책임, 법체계

○ 형사책임 규정 여부에 대한 검토

  - 성과 재생산 건강의 차원에서 인공임신중절 등 임신중단은 의료서비스 중 하나로 접

근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여성의 요청에 따른 낙태에 대해 여성과 시술자에 대한 형사

책임을 부과하는 처벌규정은 의료서비스 접근에 대한 심각한 장애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낙태 관련 형사제재에 대해서는 건강권의 차원에서 폐지하거나 완화할 것이 

요청되고 있음.

  - 현재 해외의 많은 나라들은 여성과 시술자 내지 시술자에 대한 형사책임과 그에 대한 

면책규정(기간과 사유별 허용규정)을 두고 있으나, 면책규정상 허용사유(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해 등)나 허용기간이 모두 전문적인 의료인에 의한 판단과 해석의 영역이기 

때문에 법률해석이나 집행에 영향을 주는 사회정책적 관점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의 

형사처벌의 작동에 차이가 있음. 또한 여성의 자기낙태에 대해 형사책임을 설정하는 

국가들은 전체 형사법 체계에서 임신한 신체에 대한 침해를 일반적인 신체침해보다 

중하게 다루는 방식으로 설정하거나 여성의 낙태 처벌에 비견하는 다른 형사처벌규정

을 두고 있음.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에 여성의 자기낙태죄를 두는 동시에 강요죄의 

가중적 처벌요건으로 임부에 대한 낙태 강요(독일 형법 제240조제4항제2호)를 규정하

고 있으며, 임산부에 대해 부양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낙태에 이

르게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동법 제170조제2항)을 함께 두고 있음. 오스트리아의 경

우 여성의 자기낙태죄 이외에 강간, 성적 강요, 성적 남용으로 인한 여성의 임신을 상

해의 결과적가중범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오스트리아 형법 제201조제2항, 제

202조제2항, 제205조제3항, 제206조제3항).

  - 우리의 경우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 허용 관련 규정에 의해 낙태죄가 사실상 사

문화되어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접근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규정을 

남용하는 사례로 인해 의사의 진료거부 또는 임신비용의 증가 등으로 의료서비스 접

근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특히 여성의 자기낙태죄에 대한 형사책임의 

규정을 두고 그 외 원치 않는 임신의 결과, 임부와 태아에 대한 방임 등에 대한 별도

의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태아의 생명 침해와 임신으로 인한 여성의 건강 침해라는 

법익침해에 대한 체계적이지 못한 접근과 성별불평등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더

욱 문제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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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책임 규정방식

  - 형법과 모자보건법 체계: 최근 성과 재생산 건강권의 측면이 강조되면서 새롭게 입법

을 추진하는 국가들의 경우 임신중단 의료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법체계 내에서 임신

중단 관련 특별법 규정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예를 들어, 호

주 캐피털테라토리주는 1900년 형법상 규정을 대체하는 2018년 (낙태 접근 증진을 위

한) 보건 개정법을 마련하였으며, 호주 퀸즈랜드는 1899년 형법을 대체하는 2018년 임

신중단법안을 제출하였고, 벨기에의 경우 형법상 임신방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

나 2018년 임신방해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여 대체하였음. 낙태죄에 대한 면책규정 내

용이 주로 의료서비스 내에서의 판단과 적용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형법에서 다루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별로 법체계에 따라 보건법 또는 의료법 내에서 임신중

단 관련 특별법을 마련하거나 보건법 내에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우리의 경우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자격이나 기준, 시설에 대한 규정과 이에 대한 벌칙 규정을 의료

법에 규정하고 있어, 의료인의 형사책임 영역에 대해 별도의 특별법에서 다루는 것은 

법체계상 무리가 없음.

  - 여성의 임신중단에 대한 형사책임을 두는 것은 성과 재생산 건강권 일반권고에 부합

하는 안은 아니며, 생존능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태아의 생명 침해에 대한 제재는 

인공임신중절 시술 후 생존한 태아에 대한 생명보호의무를 하지 않은 의료인 등에 대

한 형사책임의 영역으로 다룸으로써 해결가능하다고 봄.

  - 임부의 요청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시술을 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책임 또는 행정벌의 

부과 여부는 기존의 의료관계법상 의료인의 형사책임을 규정한 범위를 고려하여 결정

할 수 있음. 다만, 임신중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인에 대해 법률상 규정된 인

공임신중절 허용사유에 대한 위반을 이유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점은 분명

함. 허용사유에 대한 규정은 의료인이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형사책임에 대한 명확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폴란드의 경우, 임부의 생명을 구

하거나 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의사 2인의 확인에 의

해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으나, 법적인 근거를 벗어나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한 

의사에 대해 2년 징역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험이라

는 의학적 판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인공임신중절을 회피

하는 결과를 초래했음.18) 

18) © 2018 Abortion Clinics in Europe, “Countries where abortion is illegal,”, http://abortion-clinics.eu/abortion-



258  Criminal Justice for Human Dignity and Values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현재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

안의 처벌규정 방식, 즉 형법상 자기낙태죄 규정을 삭제하고 모자보건법상 허용사유에 대한 

절차적 위반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과태료, 절차적 위반으로 인한 치사상 결과발생시 형사처

벌(의료법상 형사처벌 벌칙규정과 유사)에 대한 안이 현재로서는 타협가능한 안이라고 보임. 

(3) 모자보건법상 허용사유 및 허용기간의 쟁점

○ 사회경제적 허용사유 등 허용사유의 제한과 판단주체

  - 2019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임신 및 출산이 여성의 신체와 삶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

함을 인정하며 사회경제적 사유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언급을 함. 이에 따라 사회

경제적 사유를 허용요건으로 다룰 것인가 여부, 또한 임신중단의 허용사유를 법률상 

규정한다면 둔다면 판단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쟁점으로 제기됨.

  - 사회경제적 사유를 임신중단의 허용사유로 규정하는 방식은 판단주체의 설정 및 기간

의 제한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 해외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사회경제적 사유를 규

정하는 국가/주들은 그 이외의 여성의 건강이나 태아의 손상, 성폭력 등의 허용사유와 

함께 사회경제적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사회경제적 사유에 대한 판단 주체를 여성으로 

설정하고 있는 국가/주들은 허용기간의 상한을 제한하고 임신, 출산, 양육 등에 대한 

장래의 상황에 대한 여성의 판단에 따라 임신중단에 접근하도록 하고 있음. 판단 주체

를 관련 전문가로 설정하는 국가/주들은 전문가 집단에서 사회경제적 사유를 판단하도

록 하고 있으며, 이때 허용기간에 대해서는 태아의 생존능력과 관련된 기준 이외에 다

른 기준을 두고 있지 않음. 사회경제적 사유를 판단하는 주체와 관련해서는 의료인 이

외에 사회복지사 또는 모성조력기관 관련자 등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으나. 의료인에게 

한정하는 경우도 있음. 오직 의료인에 의해 사유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 국가/주들은 

주로 규정방식을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함께 사회경제적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사에게 양육 능력에 대한 판단을 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음. 

europe/restrictive-access-foreign-women/ (검색일: 2019년 3월 14일).

국가/주 사회경제적 허용사유 또는 기타 사유 판단주체 기준

호주 빅토리아주
여성의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내지 사회적 

조건에 대해 고려

[24주∼출산] 

의료전문가 1인 이상

모든 조건을 고려하여 

낙태가 적절한지 

합리적인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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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신중단이 가능한 허용사유들을 나열하고 사회경제적 사유를 포함시키는 입법안으로 

현재 정의당 이정미 의원 대표발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있는데, “임신의 유지나 출산 

후 양육이 현저히 어려운 사회적･경제적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규정

국가/주 사회경제적 허용사유 또는 기타 사유 판단주체 기준

호주 

웨스턴오스트렐리아 주

임신 지속으로 인해 여성이 심각한 개인적 또는 

가족 또는 사회적 결과를 감내해야 할 때

[0-20주]

여성

덴마크

임부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나 경제적 

상황으로 적절한 방식으로 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임신, 출산, 양육이 심각한 부담을

야기하는 경우

[12주-출산]

산부인과 전문의, 

정신의학 전문의, 

사회 의학 전문의, 

모성 조력 기관 

교육을 받은 자 

3인의 승인

승인시 임부의 나이, 

노동력, 개인적인 

상황, 가족의 주거, 

경제 및 건강 상태를 

고려

에스토니아
15세 이하, 45세 이상, 임부의 질병이나 건강 

문제로 양육이 어려운 경우

[12주-21주]

건강으로 인한 양육 

어려움 사유인 경우 

의사, 사회복지사 

포함된 3인 위원회

핀란드
출산 및 양육이 여성과 그 가족의 여건과 다른 

상황을 고려할 때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경우

[0-12주] 

여성

아이슬란드

여성이 짧은 간격으로 많은 아이들을 출산했고, 

마지막 출산 이후 시간이 짧게 경과한 경우, 

열악한 조건의 삶, 젋음과 미숙함으로 아이를 

충분히 돌볼 수 없는 경우, 기타 유사한 이유

[0-16주]

 2인 이상 의사

(산부인과 의사 포함)

이탈리아
가정 또는 임신이 된 상황으로 인해 낙태를 

원하는 경우

[0-90일]

여성

일본

임신 지속 또는 출산이 신체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0-21주]

의사 1인

(의사협의회 등록)

노르웨이
임신, 출산, 돌봄으로 여성이 곤궁한 환경에 

빠질 수 있는 경우

[12-22주]

의사 2인으로 

구성된 위원회

위원회 판단시 양육 

능력을 포함하여 

여성의 전반적인 

상황이 고려되어야함. 

18주 이후에는 태아가 

생존가능하다는 

이유가 있으면 낙태를 

승인 할 수 없음 

(생존가능성은 22주 

후 간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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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어 판단기준 내지 판단주체에 대한 설정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규정

한 상태임. 

  - 이렇게 사회경제적 허용사유를 추가하는 안은 허용사유에 대해 상세히 나열하는 규정

방식을 전제로 하는데, 이러한 규정방식을 채택할 경우에 임신중단에 대한 허용여부

를 엄격히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성과 재생산 건강권 차원에서 보장되어야 

할 접근권을 제한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음. 허용사유에 대한 규정은 임신중단이 가능한 

판단을 제3자가 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며, 다양한 허용사유를 규정하고 위반시 제

재조치를 함께 규정하는 경우에 제3자에게 판단의 책임과 부담을 지우게 됨. 

  - 사회경제적 사유뿐만 아니라 현재 여성의 건강, 태아의 손상, 성폭력 등과 관련된 허

용사유들의 핵심은 사회적으로 임신중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근거들에 

해당하는 것임. 그러므로 허용사유를 열거하는 법적인 개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임

신중단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합리적 기준들을 마련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요청됨. 

이렇게 본다면 허용사유를 열거하는 법규정 방식은 임신중단이 가능한 기간의 상한을 

한정적으로 제한하는 규정방식과 함께 논의되는 것은 성과 재생산 건강권을 통해 실

현하고자 하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음. 임신의 지속 또는 출산, 

양육이 여성이나 가족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생명, 신체적, 정신적 또는 사회적 

건강 모두 포함하여)이 현저한 상황을 고려한 임신중단의 결정에 대한 제한을 구체적

인 사유에 한정하는 방식의 입법이므로 허용기간에 대한 법적 제한이 함께 설정될 경

우 권리에 대한 이중, 삼중의 제약이라는 침해적 입법이 될 수밖에 없음. 

○ 판단주체와 기한의 설정

  - 성과 재생산 건강권의 차원에서 임신중단에 대한 법정책을 설계한다면, 허용사유에 

대한 판단의 주체는 임신중단을 결정할 여성 자신과 의료인이 되어야 함. 

  -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명시한 대로 임신으로 인한 출산과 양육이 여성의 삶 전반에 심

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 때문에 여성이 스스로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결정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여성이 이러한 결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 및 정보제공이 가능한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임신중단이 여성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임신 기간이 중기 이상인 경우에

는 의료인의 판단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함. 이때 의료인의 판단은 여성의 판단을 존중

하되, 여성의 건강에 대해 미칠 영향에 대해 함께 상의하고 의논하는 과정에서 이루어

져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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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나 임신중단을 고려하는 여성에게 상담에 대한 의무, 그리고 상담 이후 일정한 숙

려기간을 강제하는 것은 여성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주체임을 부정하는 태도라는 

점에서 기본권 침해적인 입법이 될 수밖에 없음. 의료서비스로서 임신중단 관련 시술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는 의료인에게 부과되는 의무이므로 별도로 설정할 필요는 

없으나, 여성이 임신 및 출산 또는 임신중단의 결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

해 상담에 대한 정보, 임신, 출산, 양육, 피임 등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의

료인의 의무를 설정하여 여성의 임신중단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는 있음.

  - 태아의 생존능력을 추정하는 기간, 임신 중단이 여성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기간을 법적으로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의학적 

차원에서 임신기간에 대한 판단과 설정은 대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으나 

실제 사례별로 여성와 태아의 건강 상태나 의료서비스 여건에 따라 임신기간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두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임신 삼분기의 기준 역시 대략적인 재태기간의 

설정일 뿐 그 기간에 대한 엄격한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님. 이를 고려할 때에 태아의 

성장을 고려한 임신 중기 내지 후기의 기준은 각 사례별로 의료인의 판단 영역으로 

둘 필요가 있음. 현재 OECD 회원국들 중 태아의 생존능력이 추정되는 법정기간을 두고 

있는 국가들은 대략 20주에서 28주 사이의 기준을 두고 임산부 또는 태아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신중단을 불가능한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 법률상 기간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임신후기 낙태의 경우 의료인 또는 위원회가 개별사례를 판단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음.

  - 의료인의 판단에 대해서는 시술의사 1인의 판단으로 할지, 시술의사를 제외한 의사 1

인의 별도 확인을 두어야 할지, 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둘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음. 

2인의 의사를 통한 승인 절차를 두는 경우 임신중단 시술 여부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여성에게 비용이 부담될 뿐만 아니라 신속한 임신중단 

접근에 제한이 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음. 시술의사 1인이 승인하도록 하는 해외사례

들의 경우에는 시술의사에 대한 의사협회 내지 국가 차원의 관리 및 감독체계를 가지

고 있거나, 임신 초기의 임신중절에 한정하여 두고 있음. 위원회 승인 절차를 두는 해

외의 국가들은 주로 임신 중후기에 한정하여 위원회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한된 사유

에 한정하여 위원회 승인 절차를 운영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임신 초기와 

중기, 후기에 따라 의사 1인, 시술의사 이외 확인의 1인의 판단, 위원회의 판단 순으로 

단계별로 판단주체를 조정할 수 있음. 특히 태아의 생존능력이 추정되는 임신후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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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임신중절에 한정하여 위원회의 판단을 통해 결정하도록 한다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2차 내지 3차 의료시설에서 임신 후기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하도록 제한하는 효

과를 가질 수 있음.

○ 여성의 요청에 의한 임신초기 임신중단의 허용 여부

  - 현재 이정미 의원 대표발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임신 14주 이내 여성의 요청에 의해 

허용사유에 대한 판단 없이 임신중단이 가능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재

판소 결정의 단순위헌 의견과 일치하는 안임.

  - 임신기간에 따라 임신중단 판단의 권한을 분리하는 법개정을 하는 경우에 보다 명확

히 여성의 판단과 의료인의 판단을 분리하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앞서 언급한 대로 임신기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라는 점을 고려할 때에 법률상 임신기간에 따른 허용여부의 제한을 제재조치와 함께 

규정할 경우 의사의 판단과 시술 여부에 대한 전문적인 결정을 위축시킬 수 있음.

  - 임신중단 의료서비스 차원에서 의료적 접근이 여성의 자기결정과 의료인의 판단이 함

께 이루어져야 하는 영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임부요청에 의한 허용기간과 의료인의 

판단에 의한 허용기간을 법률상 구분할 필요는 없으며, 의료인 판단에 의해 환자의 자

기결정을 존중하되 그러한 자기결정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위한 의료인의 의무를 충분

히 수행하고 환자의 건강상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내지 임신중단의 실

시가 생존능력이 있는 태아의 생명을 침해할 우려가 확실하게 있는 경우에 의료인의 

시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임.

  - 이러한 점에서 모자보건법상 허용한계에 대한 개정의 방향은 아래와 같이 허용한계에 

대한 의료 원칙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봄. 

제14조(인공임신중절시술의 허용한계) 개정안(예시)

① 의사는 다음의 각호에 따라 임부의 동의를 받아 전문의료기간에서 약물 또는 수술에 의한 인공임신중

절 시술을 할 수 있다.

1. 임신의 지속이 임부의 생명이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임신 및 출산, 양육의 상황이 임부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

려가 있는 경우

3. ...(허용사유에 대한 포괄규정)

② 의사는 제1항의 임부의 동의를 확인하기 전 임신유지 또는 임신중단에 대한 의료 정보 및 사회적 지원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임부가 동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료행위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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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의사는 제1항의 각 호를 판단할 때에 임부의 현재 또는 장래의 예측가능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또

는 경제적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임부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의사는 제1항에 따라 임공임신중절 시술방식 및 시술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임신기간과 임부 및 태아

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본인 이외 의사 1인 이상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 의사가 임부의 건강과 태아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근거에 대해 서면으로 충분히 설명한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임부가 임신의 지속을 원하

지 않는 경우 의사 3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공임신중절 시술을 할 수 있다.

  - 현재 영국이나 호주 등은 임신중단 의료서비스 영역을 의료 전문가의 판단과 결정이 

1차적인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 등을 구축하고 있으나, 이러한 체계는 국민

의 건강권, 환자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자기결정권에 대한 존중과 의료인의 조력인으

로서 역할에 대한 인식이 기초가 되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음. 한국의 의료 실무상 

환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가 있으나, 2010년 3월 17일 개정

을 통해 보건의료기본법상 국민의 건강권(제10조), 보건의료에 관한 알 권리(제11조),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자기결정권(제12조), 비밀보장(제13조)이 권리로서 확인된 바 

이에 따라 향후 보건의료서비스 영역에서 환자의 권리에 대한 존중이 확보될 수 있는 

전반적인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

(4) 의료인의 임신중단 진료 거부와 진료거부 면책 규정

  - 의료인이 종교나 신념에 따라 임신중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양심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음. 현재 OECD 국가 상당수가 의사의 인공임신중절 시술 면책 규정을 두고 있는데, 

카톨릭 내지 기독교와 같은 종교적 전통을 가진 국가들이 대부분임.

  - 종교나 신념에 따른 임신중단 진료거부를 인정하면서 진료거부시 연계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국가들의 경우 이 규정으로 인해 여성의 임신중단 의료서비스 접근이 상당

히 제약되는 결과를 초래하거나 실제 법률상 허용되는 임신 중기 이상 인공임신중절이 

거부되어 사실상 허용기간이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사례들이 보고 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2015년 6월 17일 유럽평의회 각료회의에서는 사회적 권리를 

위한 유럽위원회(ECSR)가 유럽카톨릭가족단체연맹의 스웨덴에 대한 이의제기를 판단

하며 “유럽 사회헌장은 의료 관련 직업을 가진 국민들에게 양심적 사유로 여성들에 

대한 낙태시술을 거부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본 결정에 대해 찬성하는 의결을 

한 바 있으며.19) WHO는 비록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역시 국제 인권법에 의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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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되는 권리이긴 하지만, 국제인권법상 타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종교 또

는 신념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여성이 합법적인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는 규정을 두어서는 안 되며, 양심적 거부 규정을 두더라도 그와 동일하거나 유

사한 시설로 연계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고, 만약 그러한 연계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임신중단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음.20)

  - 현재 의료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때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사유는 진료를 행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의사에게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경우 등이 포함되므로 의사가 자신의 양심이나 

신념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의료서비스에 대한 훈련이나 지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면 정당한 사유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의사의 진료거부 면책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임

신중단에 대한 접근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에 별도의 규정을 신설

하지 않고 의료법상 긴료거부 금지의무 면책이 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포섭될 수 

있도록 해석하는 방향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4. 성과 재생산건강 관련 법정책의 쟁점 및 방향

(1) 성과 재생산 건강권 차원에서의 임신중단 전달체계 및 관리, 감독 체계 구성

  - 안전한 임신중단 접근을 위한 전달체계 및 관리, 감독 체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임신중단 의료서비스를 기존의 보건의료체계로 확실하게 통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이 국민건강보험으로 임신중단 관련 의료서비스를 통합하는 것

임. 이를 통해 인공임신중절 비용을 안정화할 수 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인

공임신중절 실태에 대한 정보 수집 역시 가능함.

  - 안전한 임신중단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침을 마련하고, 인공임신중절 시술 방식에 대

한 훈련(약물에 의한 시술, 불완전 낙태 관련 교육 등) 및 의료인의 상담 훈련 등을 제

공해야 하며, 시술기관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 요건에 대한 기준 및 임부에게 제공

되어야 할 정보의 기준 등이 제시되어야 함. 

19) Sozialcharta: Kein Recht auf Gewissensverweigerung [사회헌장: 양심적 거부권 불인정](update: 2015년 7월 23일),
https://www.reproductiverights.org/press-room/european-committee-of-social-rights-protects-swedish-womens-
rights-to-access-reproductiv.

20) WHO(2012), Safe Abortion Guidelines, § 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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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신중단 의료서비스와 관련하여 시술기관에 대한 기준을 허가요건으로 둘지, 법률상 

의무규정으로 둘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함. 인공임신중절 시술의 경우에 1차 의료

전문기관에서도 시술을 위한 장비와 응급상황 발생시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있다면 

충분히 시술가능하므로 시술기관의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여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것

보다는 되도록 일정한 기설 기준이 충족되면 허용가능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 및 의료

인에 대한 점검 및 필수 교육에 대한 의무 규정을 두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보임. 

  - 보건 및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내에 임신중단과 관련된 관리 및 감독체계를 별도로 운

영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함. 뉴질랜드의 경우에 낙태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인공임신

중절 허용절차나 시술기관의 허가 및 감독, 임신중단 관련 지원체계 구축, 임신중단 

관련 정보 수집 및 분석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함. 이러한 별도의 관리 및 감독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임신중단 의료서비스에 대한 장비 및 의약품 관련 비용, 의료인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 및 감독, 임신중단 관련 정보 수집 및 분석, 임신중단 시술 개발 및 합

병증 대처를 위한 기술개발의 비용 등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음.

  - 현행 모자보건법 제12조 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의 사업에 대한 규정은 성과 재생산 건

강권 실현 및 안전한 임신중단을 위한 정보제공 및 교육사업 등으로 변경될 필요가 

있음. 특히 미성년자 등과 같이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의 피임 및 임신중단 의료서

비스 접근권 보장을 위한 물품 및 비용 지원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

(2) 모자보건? 성과 재생산 건강? 여성건강?

  - 모자보건법의 입법 목적과 방향은 성과 재생산 건강권의 차원에서 재설정되어야 하나, 

모자보건법이 특히 여성의 임신, 출산, 영유아 양육과 관련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평등한 성과 재생산 건강권 실현에 대한 정책적 고려를 할 수밖에 없음.

  - 모자보건법은 임신중단뿐만 아니라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정책를 포함하고 

있으나, 현재 난임지원 등의 사업이 여성의 건강권 측면에 대한 고려없이 저출산에 대

한 대응의 관점에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이러한 점에서 일반적인 건강

권이 아닌 모성과 관련된 여성의 건강권에 대한 성평등 관점의 접근이 모자보건법의 

개정방향에서 요청되는 상황임.

  - 이러한 점에서 모자보건법의 개정방향을 성과 재생산의 건강권을 강조할지, 실질적 

평등의 차원에서 모성과 관련된 여성의 건강권을 강조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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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적 관계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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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판매여성의 인권에 관한 소고(小考)

안 준 홍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

I. 들어가며

한국의 성매매여성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우리의 딸이자 누이이며 자매인 ‘영자’(영자의 

전성시대), ‘판틴’(레미제라블), ‘소냐’(죄와 벌)”로 소환되기도 하였다.1) 가난한 가족을 부양하

고, 상처입은 외로운 영혼들을 위로하는 구원의 여성상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그들은 온갖 사

회적 맥락에서 철저하게 소외되고 심각한 폭력의 위험에 시달리면서도 자신들의 곤경을 호소

하기가 어려운 범죄자들이고, 사회적으로 얼굴이 보이지 않고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존재하

되 존재하지 않는 이들이다. 

이 자리에서 그녀들의 소외와 침해받는 인권을 살펴보려 하는 까닭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 개원 30주년을 맞으면서 여러 학회와 함께 “인간 존엄과 가치의 형사사법적 실현”을 대주

제로 삼아 개최하는 국제학술회의에 연구자들을 초대하면서 예시한 학술회의의 키워드들에 이

미 잘 담겨있는 것 같다. “노인수형자, 과밀수용, 난민, 전자발찌, 여성(비동의 간음, 낙태 등), 

혐오범죄, 인권충돌(가해자-피해자), 젠더, 과학기술발전과 인간 존엄과 가치, 아동학대, 범죄피

해자, 취약계층(아동, 여성, 외국인 등), 성소수자 등”이 그것이고, 이런 문제들에 주목하는 학

술회의에서라면 성매매여성의 곤경과 인권문제에도 충분한 관심을 가지리라 기대된다. 그리고, 

한국법철학회 회원으로서 이번 공동학술회의에 참가하는 필자가 이 문제를 다루어보고자 하는 

까닭은 “법과 도덕 사이의 마땅한 관계”가 법철학의 기본 주제에 속하고, 성매매는 그런 맥락

에서 지금 한국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먼저 성매매여성들이 겪는 소외와 폭력, 질병, 빈곤 등의 곤경을 그들을 소외시

키거나 배제하는 주체들에 따라서 나누어 살펴보려 한다. 그런 다음, 거기서 드러나는 그들의 

인권침해 현황을 성매매에 관하여 대립하는 여러 시각들에 따라서 파악하여 보고, 어떤 시각

1) 헌재 2016. 3. 31. 2013헌가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위헌제청(합헌) 결정에서 재판
관 조용호의 전부위헌의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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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그들의 인권을 보는 것이 타당할지 하는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결론에 따

를 때 도출되는 실천적 요청의 최소한도 찾아보려 한다.

Ⅱ. 문제상황 – 소외와 그 때문에 가중되는 고통들 

현재 한국에서 성매매의 양상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종전에 대표적인 성매매업

태였던 집창촌은 성매매특별법 제정 이후의 단속, 지역재개발 등의 경제적 요인, 그리고 남성

들의 집단주의 문화가 쇠퇴하고 개인주의가 심화되는 사회문화의 변화 등으로 쇠락하고 있다

고 한다. 그 반면에 여러 가지 형태의 성매매업이 새로 생겨나고, 인터넷과 이동통신수단의 

발전은 성매매업의 다양화와 음성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한다. 또한 청소년 성매매가 진

작부터 문제가 되었고, 외국인 여성의 성판매가 증가하고, 한국 남성이 외국에서 성매수를 하

는 경우가 많아지고 한국 여성이 외국에서 성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성매매나 국제적인 성매매 문제는 제외하고, 한국에서 성을 판매하는 한국 여성들에 집중해

서 그들의 곤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하지만 그렇게 범위를 제한하고서도, 참고할 수 있는 실

태조사자료나 연구자료가 성매매집결지(집창촌)를 주로 한 성매매업태 중 일부에 그리고 탈

성매매한 여성들의 경험에 기초한 것이 많아서, 성판매여성들이 겪는 고통을 모든 성매매업

태에서 빠짐없이 고르게 살펴보기는 어려웠다는 사정을 밝혀둔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상황이 빠른 속도로 변하고 성매매업태의 종류가 다양해지는 상황

에서 성판매여성들이 처한 구체적인 여건과 그들이 경험하는 고통은 다양할 것이다. 여기서

는 이런 차이와 다양성을 염두에 두면서, 그들의 곤경과 고통을 ‘소외’를 기본 맥락으로 삼아

서 대략적으로나마 살펴보고자 한다. 소외는 멸시와 모욕, 폭력, 그에 수반된 질병, 사회적 고

립, 발각과 처벌의 공포 등 그들이 겪는 고통의 기저에 자리하거나 배경으로 작동하면서 그런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파악할 수도 있고, 또는 그런 고통의 통칭으로 기능할 수도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성판매여성들의 곤경을 그들을 소외시키는 주체에 따라서, 사회 일반, 구매자, 업주, 당국, 

가족과 친지, 그리고 그들 자신으로부터의 소외로 나누어 살펴보자.2)

2) 여성가족부, ｢｢2007 전국 성매매 실태조사｣; , ｢2010 성매매 실태조사｣; , ｢2013 성매매 실태조사｣;
, ｢2016 성매매 실태조사｣; 원미혜, “‘성판매 여성’ 섹슈얼리티의 공간적 수행과 정체성의 (재)구성, ｢여성학

논집｣ 제28집 1호, 2011, 43-78면; 원미혜, “여성의 성 위계와 ‘창녀’낙인: 교차적 작용을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제50권 2호, 45-84면; 이근무･유은주, “성매매 여성들의 탈성매매 저해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58권
2호, 2006, 5-31면; 김영숙･이근무, “탈성매매 여성들의 생애사 연구: 그 끝없는 탈주에 대하여”, ｢한국사회복지학｣
제60권 3호, 5-30면; 구태희･송다영, “성매매여성의 가족경험과 탈성매매 과정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문화｣ 제24
집 1호, 105-138면; 박순주, “성매매 여성의 ‘노동’ 경험 인식과 그 맥락에 관한 연구”, ｢비판사회정책｣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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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 일반으로부터의 소외

성판매여성이 겪는 소외와 고통을 살펴보면서, 그들을 소외시키고 배제하는 구체적인 개

인들에서 가장 거리가 멀어보이는 ‘사회 일반’을 맨 처음 살펴보는 까닭은 사회가 성판매여성

에게 찍는 ‘낙인’이 그보다 구체적인 모든 관계에서의 소외와 배제의 근원으로 작동하기 때문

이다. 사회는 성판매여성에게 ‘부도덕’하다는 낙인을 가혹하게 찍는다. 그런 낙인을 찍는 주체

를 사회적 실체로 따로 찾기는 어렵다. 그래서 “몸파는 여자, 창녀” 낙인은 이데올로기로서 

유통되면서 힘을 발휘한다고 파악하는 편이 정확하겠다. 또, 도덕지향성이 유난한 한국사회에

서 그 낙인의 가혹함과 위력이 유별날 것임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낙인은 “결함으로 각인되는 부호와 표시로서, 그 때문에 정상인보다 낮게 취급되는 것”이

라고 하며, “비난과 거부감”을 표현한다.3) 성판매여성에 붙여지는 “창녀” 낙인은 여성의 성적 

문란함에 대한 상징적 표지로서, 그들을 부정적인 존재로 각인시킨다. 남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성적 정숙함에 따른 위계질서에서 성판매여성들은 ‘더 나쁠 수 없는’ 성(性)으로서 오염

의 경계를 짓는 기준점으로 작동한다. 그들이 지닌 오점(汚點)의 내용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구성되기도 하고, 심지어 그들 내부에서도 위계화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누군가가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집단의 정체성을 성판매여성과 구별지음으로써 확보하고, 그 과정에서 

성판매여성들을 타자화하고 배제하는 기제는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

다.4) 탈성매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성판매여성들에게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둘러싼 최

근의 논란에서도 그런 사정을 확인할 수 있다.5)

이런 낙인은 여성들 사이에서도 강력하게 작동하면서 여성들을 가르고 소외를 낳는다. 어

떤 종류의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여성들이 (창녀를 포함해서 여성 일반을 이렇게 대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자신들은 창녀가 아니라고 하면서 항의할 때, 이런 사정이 잘 나타난다. 성매

매특별법 제정 후 성매매집결지에서 성판매를 하는 여성들을 주로 해서 다수의 성판매여성들

이 그 법의 제정과 시행에 반대하는 집회와 시위를 하였을 때, 주류 여성단체는 그들의 주장

을 업주들의 조종을 받은 것으로 치부하면서 그들의 진정성을 간단히 부정하여 버렸다. 이 또

한 같은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겠다.6)

2013, 7-53면 등을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3) 원미혜, “여성의 성 위계와 ‘창녀’낙인: 교차적 작용을 중심으로”, 46-51면 참조.
4) 원미혜, 위의 글, 63면 이하 참조.
5) 서울신문, “인천 ‘집창촌 종사자 자활지원 조례’ 찬반 시끌”, 2018.8.16.; 조선일보, ““성매매여성, 지원금 준다고 안
하겠나”…대구 구의원 발언 논란”, 2019.1.8.; 국민일보, “명품백 멘 성매매 여성들에게 영원히 사과 않겠다”-‘성매매
여성 자활 지원 소신 발언’ 홍준연 대구시 중구의원 인터뷰-, 2019.3.1. 등 참조.

6) 박정미, “한국 성매매정책에 관한 연구 : ‘묵인-관리 체제'의 변동과 성판매여성의 역사적 구성, 1945∼2005년”, 서
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404-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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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성판매여성에 부착된 사회적 낙인은 강력하고, 이는 그들을 사회적으로 배제하는 

기능을 그들 밖에서 뿐 아니라 그들의 내면에 이르기까지 가혹하게 수행한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부정으로까지 이어지는 자존감 저하를 경험하고, 대인관계를 기피하고, 사회적 지지망이 

훼손되고, 빠르게 변하는 ‘바깥 사회’를 파악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고, 우울과 약물중독, 빈곤이 쉽게 뒤따른다. 사회가 찍고 스스로 깊이 내면화시킨 낙인

은 성판매여성이 다른 일을 찾거나 가정을 꾸리는 데에도 높고 큰 장벽으로 작동하며, 성매매

를 그만둔 다음에도 “아무도 모르는 데서 자신을 최대한 숨기고 사는” 삶의 방식을 택하는 경

우가 많다고 한다.

2. 구매자로부터의 소외

성판매여성과 구매자 사이에 친분이나 애정이 형성되는 경우도 있고, 결혼으로까지 이어

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위에서 본 극심한 사회적 낙인은 구매자들의 내면에서도 위

세를 떨치는 경우가 많아서, 시기와 업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성판매여

성들은 구매자들의 멸시와 모욕에 수시로 노출될 위험을 진다. 그 때문에 큰 심리적 부담을 

경험하고, 술이나 약물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7)  

이런 멸시와 모욕은 말과 태도에서만이 아니라 육체적 폭력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잦다. 피

임기구 사용을 거부하는 구매자 때문에 감염성 질환 위험이 높고, 원하지 않는 임신과 낙태를 

경험하는 경우도 많다. 폭력은 심지어 성매매여성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하였다.8)

3. 업주의 소외

역시 시기와 업태에 따라 차이가 클 수 있고, 업주는 구매자를 공급하고 성매매여성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해서 그 사이에는 분업, 공생, 보호/피보호 관계가 형성되고 그에 따라 

정서적 지지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성매매여성들은 업주들로부터도 흔히 소외받으며 고통에 

시달린다. 멸시와 모욕은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예컨대, 어떤 집창촌에서는 업주들이 밥

도 같이 먹지 않을 정도로 성판매여성들을 무시하며 거리를 두었다고 한다. 

7) 구매자들 중에는 성매매가 범죄라는 점을 이용해서 성매매여성을 협박하거나 갈취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8) 인터넷 검색창에서 “성매매여성, 살해”라는 단어로 검색하기만 하여도 다수의 성매매여성 살해 사건이 금방 찾아질
정도이다. 널리 알려진 사건으로 윤금이씨 살해사건을 들 수 있고, 유영철의 연쇄살인 피해자 중에 다수의 성매매
여성이 있었다. 성매매여성들은 폭력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하여, 자신들과 구매자 사이에 남자를 두거나 업
소에서 일하기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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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인 면에서 업주는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성판매여성에게 경제적 신용을 제공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성판매여성이 업주에게 경제적으로 예속되는 경우가 흔하였다. 

그 계기는 각종 물품을 강매하거나, 선불금 또는 각종 벌금 등이며, 성매매방지법 제정 이후 

그 빈도와 정도가 감소하였다고는 하지만, 업주나 사채업자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된 상태는 

성판매여성에게 흔한 곤경이라고 한다. 

업주의 강제로 쉬지 못하고 성매매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도 성판매여성들은 각

종 부인과 질환에 시달린다. 심지어는 지속적인 감시와 감금상태에서 성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것을 포함한 각종 협박에 시달려서 업소를 벗어나지 못 하는 

경우들로 있었고, 업주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례도 잦았다. 이런 고통이 가장 집약되어서 드러

난 사례로 2000년대 초반 집창촌에 감금되어서 성매매를 강요받던 여성 다수가 사망한 여러 

곳의 집창촌 화재사건을 들 수 있겠다. 

4. 당국의 소외

당국자들에게 성매매여성은 성매매처벌법에 따른 처벌대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관리대

상이기도 하다. 이 측면을 간단히 보면, 정부는 오랫동안 ｢전염병예방법｣(현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등으로 성매매여성 또는 성매매를 할 가능성이 

있는 여성들을 등록하고 검진하여 왔다. 이제 여러 종류의 등록제는 폐지되었지만, 성매개감

염 정기검진은 계속 실시되고 있다. 성판매여성들이 감염질환 고위험군이라는 이유로 이루어

지는 이러한 관리는 그들에게 사회적 낙인을 확인시켜주고 수치심을 유발한다.

단속과 처벌의 대상으로서 성매매여성들은 공권력의 기망과 모욕, 폭력의 위험에 시달린

다. 성매매단속에는 함정수사가 흔히 동원되고, 검거과정에서 증거수집 방법으로 사진촬영과 

피임도구 수색 및 압수가 이루어지며, 그런 강제수사 과정에서 폭행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

다.9) 경찰과 업주의 유착이 낳는 부조리에 희생되는 것 또한 그런 위험을 배경으로 한다.10) 

성매매특별법 제정으로 성매매에 대한 형벌이 종전보다 무거워지면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성판매여성들은 “국가가 가장 악질 포주”라고 비난하기도 한다.

사법적인 보호에서도 성판매여성들은 흔히 차별을 받는다. 구매자나 업주 등으로부터 폭

행과 협박, 갈취와 사취 등의 피해를 당한 성판매여성이 사법당국에 구제를 요청하였을 때, 

9) 단속이나 수용과정에서 생명을 잃는 경우까지 있었다. 박정미, 앞의 논문, 190-191면, 287-290면; “함정 단속에 걸
려… 性매매 여성 모텔서 추락 사망”, 문화일보, 2014.11.26. 등 참조. 2014년 사건에서 사망한 여성의 유족에게 법
원은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대법원, 단속 중 성매매 女 사망…“국가 일부 배상””, KBS, 2017. 07. 04. 참조).

10) 경찰이나 퇴직 경찰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례까지도 여러 차례 보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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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성판매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사법적 구제를 제대로 받지 못 하는 경우들이 

다수 보고된다. 

성매매 관련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성판매여성들은 가장 첨예한 이해당사자이지만, 막상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할 여지는 별로 없었다. 1961년 제정된 ｢윤락행위방지법｣
은 그들을 ‘요보호여자’로 취급하였고, 2004년 이를 대체하여 제정된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

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도 그들은 기

본적으로 범죄자로 여겨질 뿐이었다. 이에 반대하는 성매매여성들의 시위를 두고서 당시 여

성부장관은 시위 여성들이 “스톡홀름 신드롬에 빠져 있다”고, 그러니까 업주들의 포로가 되어

서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 하는 상태라고 진단하였고,11) 여성가족부의 정책은 자신들이 하

는 일을 범죄시하지 말라는 성매매여성들의 주장을 철저하게 배척하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다.

5. 가족과 친지로부터의 소외

강력한 낙인의 효과로 성판매여성에게 성매매는 누구에게도 말하기 어렵고, 누가 알게 될

까봐 두려운 경험이다. 이런 사정은 가족이나 친지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숨기는 만큼 멀어지

게 되고, 성판매여성들은 가족과 친지로부터도 소외된다.

가정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살펴보면, 다수의 성판매여성에게 가족은 성매매를 시작하는 

데 커다란 배경요소로 작동하고, 성매매를 그만두고 다르게 살기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

다고 한다. 가정의 빈곤, 가족 안에서의 폭력, 소외, 방임이 가출을 유발하고, 가출 후 지낼 곳

과 먹고 살 거리를 찾다가 성매매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성매매를 하는 동안 가족은 그런 사정을 짐작할 수 있게 된 다음에도 사태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탈성매매를 권유하기보다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성판매여성으로

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경제적 곤란 때문에 탈성매매가 어려운 성판매

여성에게 가족의 탈성매매 권유는 오히려 심리적 부담과 거리감을 가중시키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성판매여성에게 가족은 성매매를 그만두었을 때 돌아갈 만한 곳이 되기 어

렵다. 그 대신 새롭게 가정을 꾸리는 데도 장애가 많다. 자신들의 전력이 알려지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은 성판매여성들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두는 일을 두렵게 만든다. 실제로 결혼을 

한 후에 자신의 전력을 배우자에게 고백하였다가 파탄이 난 사례도 발견된다. 성판매를 하다

가 만난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경우에도 배우자들이 자신들 못지않게 열악한 배경과 전력을 가

진 경우가 많고, 그래서 결국 혼인의 파탄을 겪고 성매매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까지 있다. 정

11) 황호택, “황호택 기자가 만난 사람-‘성매매 특별법’ 제정 산파 지은희 여성부 장관”, ｢신동아｣, 2004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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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성에서 거리가 먼 가족사를 가진 성판매여성들에게 자녀양육을 포함한 가사는 익숙하지 않

고 잘 몰라서 어려운 일이고, 그런 면에서 친정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가정을 꾸

려나가는 데 장애가 된다.

6. 자신으로부터의 소외

자신들의 일이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며, 노력한 만큼 버는 정직한 일이라고 생각

할 때도 있지만, 강력한 사회적 낙인과 범죄자 취급은 성판매여성의 자아상에 심각하게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그들은 흔히 사회적 낙인을 자신에게 투사해서 자신을 부정하고 

대상화하며, 그렇게 낮아진 자존감이 다시 그들의 성적 자기결정 능력을 취약하게 만들어서 

사회적 낙인과 스스로의 낙인을 강화시키기도 한다.12) 

성판매여성은 자신의 일을 ‘임시적인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온갖 맥락에서 경험

하는 낙인과 소외, 그리고 스스로 찍고 경험하는 낙인과 소외는 대안을 찾을 능력을 손상시켜

서 다른 일을 찾기 어렵게 만든다. 그래서 인생에 대한 체념과 포기가 흔하고, 이런 우울 때문

에 술과 약물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경험한 강한 자기부정은 성매매를 그만둔 다음에도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도피하고 스스로를 고립시켜서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한 빈곤상태에서 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III. 침해받는 인권과 기본권

많은 성판매여성이 이렇게 다양한 맥락에서 겪는 극심한 소외와 고통은 곧 인권과 기본권 

침해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제 그들이 침해받고 있는 인권과 기본권을 여러 인권헌장과 한국

헌법에 비추어서 살펴볼 차례이다. 언뜻 생각하면 이 작업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기도 하

다. 앞에서 살펴본 성판매여성의 소외와 고통을 여러 인권 및 기본권 목록에 비추어 하나씩 

대입하면 될 일일 것 같아서이다. 예컨대, 곳곳의 멸시와 모욕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침해받고, 고객이나 업주 또는 단속과정에서의 폭력으로 신체의 자유와 안전권, 심지어는 생

명권을 침해받고, 단속과 강제수사과정에서 경험하는 수치는 사생활의 자유, 주거의 자유, 비

인도적이고 굴욕적인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 등을 침해하며, 사법과정에서의 차별은 평등권

을, 강제노동은 신체의 자유와 노동권, 보건권을 침해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가정을 꾸릴 권리

12) 김영숙･이근무, 앞의 글, 25-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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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회적 낙인과 범죄화 때문에 침해받으며, 자신들이 핵심 이해당사자인데도 법과 제도를 

만들고 시행하는 데서 배제되기에 정책참여보장권이나 참정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밖에도 헌법이 제시한 기본권 목록에 맞춤한 것이 없을 때에는, 헌법상 열거되지 

않았지만 보호받아야 할 기본권으로 포섭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데 문제를 그렇게 간단하고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성매매를 어떻게 이해

하고 대할지에 대하여는, 그래서 성판매여성의 인권과 기본권 침해 현황을 어떻게 파악할지

에 대하여는, 서로 다른 여러 관점이 있고, 그 사이에 치열한 갈등과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

이다.13) 간단히 몇 대목만 살펴보아도 다음과 같이 사정이 복잡하다. 

먼저 국제무대에서 성판매여성의 인권과 관련한 논의와 결과들을 보면, 1949년 유엔 총회

에서 승인되고, 1951년에 발효된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은 “성매매...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부합하지 않으며...”라고 하면서 “타인의 성매매를 

착취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처벌”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의 사정은 그때와 사뭇 다르

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에이즈계획(UNAIDS)는 성판매여성들의 인권침해상황을 심각

하게 우려하면서, 성매매를 비범죄화하고 성판매여성들(을 포함한 성노동자들)에게 법과 규제

를 차별적으로 적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14)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도 

2016년 발표한 정책에서 “성인 사이에 합의된 성매매”를 비범죄화하고, 성노동자들이 침해받

고 있는 여러 인권들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가 국가에 있다고 천명하였다.15) 2000년 UN총회

에서 채택되고 한국도 비준한 [국제연합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의 부속의정서 중 하나

인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

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에서는 방지하고 처벌할 “인신매매”를 다음과 같이 규

정하고 있는데, 이는 ‘모든 성매매는 인신매매’라고 주장하는 측과 ‘성인 사이에 합의된 성매

매는 인신매매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측 사이의 치열한 각축 끝에 도달한 모호한 절충이었다

고 한다16): “착취를 목적으로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 또는 그 밖의 형태의 강박, 납치, 사기, 

기만, 권력의 남용이나 취약한 지위의 악용, 또는 타인에 대한 통제력을 가진 사람의 동의를 

13) 성매매는 누구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저마다 자신의 가치판단에 기초해서 양립하기 어려운 가치평가와 정
책적 대처방안을 제시하고 고수하는, 이른바 ‘도덕정치(moral politics)’의 전형이기도 하다. 이에 대하여는 Hendrik
Wagenaar･Sietske Altink, “Prostitution as Morality Politics or Why It Is Exceedingly Difficult To Design and
Sustain Effective Prostitution Policy”, Sexuality Research and Social Policy(2012) 9, 279-292면 참조.

14) WHO, “Consolidated Guidelines on HIV Prevention, Diagnosis, Treatment and Care for Key Populations,” July
2014, 84-7면; https://www.unaids.org/en/resources/presscentre/featurestories/2017/june/20170602_sexwork 참조.
WHO와 UNAIDS는 콘돔소지를 성매매혐의 입증 증거로 사용하지 말 것을 권한다.

15) 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Policy on State Obligations to Respect, Protect and Fulfil the
Human Rights of Sex Workers”(pol 30/4062/2016), 2016

16) 박정미, “성매매의 세계화와 페미니즘 정치-초국적 성매매에 관한 연구, 논쟁, 운동”, ｢페미니즘연구｣ 제17권 1호,
2017, 265-298면 중 284-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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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기 위한 보수나 이익의 제공이나 수령에 의하여 사람을 모집, 운송, 이송, 은닉 또는 인수하

는 것을 말한다. 착취는...타인에 대한 매춘의 착취나 그 밖의 형태의 성적 착취, 강제노동이나 

강제고용, 노예제도나 그와 유사한 관행, 예속...을 포함한다...인신매매 피해자의 동의는 문제

가 되지 아니한다.”  

이런 복잡한 사정은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성매매는 어떤 것이든 성폭행일 

뿐이어서 노동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고, 반대로 성판매자들의 노동권을 인정

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성판매여성들의 인권과 기본권 

침해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하나로 수렴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이런 사정은 현행 성매매특

별법 제정과정과 이후의 여러 사건 및 논란에서도 드러난다. 성판매여성들 중에는 성매매특

별법이 자신들의 뜻에 반하여 제정되었다고 생각하며 반감을 표출하는 이들이 많다. 성매매

특별법 제정 직후 성매매집결지 성판매여성들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집회와 시위가 그런 점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니까, 성매매특별법의 제정은 성매매에 대한 상이한 시각들 중 일

부만을 수용해서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배제된 시각들이 있다.17) 이는 이후 특히 성매매처

벌법의 여러 조항에 대한 위헌소송에서도 드러났다. 그 중 성판매여성의 인권과 직결된 것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한 2016년 헌법재판소결정이다.18) 이 결정에서 헌법재판관들

은 성매매에 관하여 상충하는 시각들을 드러내보였다.

그래서 여기서는 성판매여성이 침해받는 인권이나 기본권을 성매매에 대한 여러 시각에 

따라서 따로 살펴본 다음, 그 생각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성매매와 관련된 온갖 차원의 논란은 성매매를 도덕적으로 부정할지 긍정할지, 그리고 그 

근거는 무엇인지 하는 데서 출발한다. 이 문제에 대하여 다양한 생각이 많이 있을 수 있겠지

만, 오늘날 우리가 진지하게 다루어야 할 만큼 나름의 세(勢)를 얻고 있는 생각들은 크게 네 

가지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도덕보수주의, 급진 여성주의, 성노동권주의, 규제주의로 이름 붙

일만한 생각들이다. 이는 성매매에 대한 형법적 태도의 전형인 금지주의, 폐지주의, 전면 합법

화, 규제주의에 대응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성매매정책에는 형법 뿐 아니라 보건법, 노

동법, 사회보장법 등 여러 분야의 법과 제도가 관련되며, 게다가 형법의 태도를 파악할 때도 

표면적인 것과 실제 정책집행의 면을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들 네 가지 입장을 

17) 이후 살펴볼 여러 시각들 중에서 급진 여성주의를 수용한 여성단체들이 주도하고, 도덕보수주의와 타협해서 나온
결과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전 [윤락행위등방지법]에 비하여 처벌의 범위와 정도를 확대하고 강화한 점, 성판매여
성의 탈성매매지원을 확대한 점은 급진 여성주의에 기초한 것이고, 모든 성판매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규정하지
못하고, 성구매남성 뿐 아니라 성매매피해자가 아닌 성판매여성도 처벌하는 점은 도덕보수주의와 타협한 지점으
로 이해할 수 있다.

18) 헌재 2016. 3. 31. 2013헌가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위헌제청(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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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는 요소를 일관되게 파악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을뿐더러, 한 사람이나 한 집단이 여

기서 분류한 생각들 사이를 넘나들면서 복합적인 생각과 태도를 가질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

를 적절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의 ‘이념형’을 정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1. 도덕보수주의 시각에서

여성의 순결(純潔)이나 정조(貞操)를 중시하는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가치관이다. 그래서, 

순결 또는 그 반대항으로서 ‘악녀(惡女)’가 이 이념을 뒷받침하는 신화(myth) 또는 미신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성매매는 도덕의 타락이고, 성매매여성은 타락하고 오염된, 위험한 

존재이다. 가부장적인 세계관이어서, 성을 매수하는 남성보다 성을 판매하는 여성을 도덕적으

로 더 강하게 비난할 수 있다. 사회의 도덕적 타락을 막기 위하여 성매매를 형법적으로 규율

하는 것을 지지한다.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윤락행위를 방지하고 윤락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

가 있는 자를 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던 [윤락행위등방지법]의 태도로 볼 수 있다. 이 

입장에서는 현재 성매매처벌법이 성판매자와 성구매자를 모두 처벌하는 데 크게 불만을 가질 

일은 없겠다.19) 하지만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하여 판매자는 처벌하지 말고 구매자만 처벌하

자는 생각에는 반대한다. 이들이 보기에는 성을 판매하는 쪽이 더 위험한 타락자이기 때문이

다. 타락한 이들에 대한 불신, 그리고 그들에게 시혜를 베푸는 것에 대한 반감에서, 성판매여

성의 탈성매매를 지원하는 ‘보호법’에 반대하기도 한다.

앞에서 언급한 2016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이 합헌이라고 판단

한 다수의견(6인)의 기본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다수의견은 성매매를 노동으로 인정

하거나 성판매를 비범죄화하는 데 반대하고, 사회 전반의 건전한 성풍속과 성도덕을 지킬 필요

에서 ‘성매매피해자’가 아닌 성판매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20) 

이 입장에서 성판매여성의 인권침해현황을 보면, 우선 성매매는 인간의 존엄을 저해하는 도

덕적 타락행위이고, 건전한 사회도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금지되어야 할 행위이다. 따라서 성을 

판매하기로 하는 결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 성

매매과정에서 성판매여성들이 겪는 멸시와 모욕, 그리고 성매매를 단속하고 처벌하는 과정에

서 그들이 경험하는 수치심에 관하여는, 여기서 살펴볼 다른 입장들만큼 민감하게 공감하지는 

19) 윤락행위등방지법에 비하여 형벌이 무거워진 데 대하여는 불만일 수도 있다. 하지만, 사회의 성적 타락을 막기 위
해서 중형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수긍할 수 있다.

20) 성판매를 노동으로 인정하거나 성매매를 비범죄화하는 데 대하여 분명한 반대를 피력한 데 비하여, “자율적인 의
사에 의하여 성매매를 선택한 경우라 하더라도, ... 인간의 존엄성을 자본의 위력에 양보하는 것이 되므로 강압에
의한 성매매와 그 본질에 차이가 없다”고도 하여 급진 여성주의적 인식을 보인 대목도 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다수의견의 주조(主調)에 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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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 것이다. 타락의 결과로 치부하기 쉽다. 성판매여성들이 판매하는 성(性)과 그것이 판매되

는 공간이 보호받아 마땅한 사적인 것이라는 생각도 덜할 것이다. 그곳은 쫓아내어야 할 타락

한 공간이기 때문이다. 도덕보수주의자에게 성매매는 보호할 가치 있는 노동이 아니다. 생존권

과 관련하여, 그들에게 성판매여성들은 빈곤 등 딱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지원을 해서라도 선

도할 대상이겠지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서 사치와 낭비를 하였다면 사정이 

다르다.21) 관련 정책에 성판매여성이 자신들의 생각을 개진할 기회란 인정되지 않는다. 

 

2. 급진 여성주의 시각에서

이들은 모든 성매매를 성폭행이라고 여긴다.22) 성인 여성이 자발적으로 동의해서 물리적인 

폭력 행사 없이 이루어지는 성매매도 그러하다. 성매매는 여성을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여기

고 억압하는 가부장적인 세계관의 발로로서, 사람을 사고파는 인신매매행위이며, 여성을 노예

로 부리는 일이다. 그래서 성을 사는 행위나 그런 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는 형법으로 그것도 엄

격하게 처벌해서 금압하여야 한다. 반면에, 모든 성판매여성은 남성이 여성에 대하여 행사한 

폭력의 희생자들이기에, 그들은 형법으로 처벌할 대상이 아니라 구출하고 보호할 대상일 뿐이

다. ‘무고한 희생자’ 신화 또는 미신에 기반하고 있는 이념이다. 이들이 보기에는 모든 성판매

여성이 성매매피해자이므로, 성판매여성이 ‘성매매피해자’인 경우에만 처벌하지 않는 현행 성

매매처벌법은 부당하다.23) 그리고 탈성매매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적극 지지한다. 

앞의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재판관 2인의 ‘일부 위헌의견’에 이런 생각이 담겨있다. 즉, “성

판매자도 형사처벌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국가의 지나치게 과도한 형벌권의 행사로서 헌

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2인의 재판관은 성매매를 “가부장적 사회구조와 노동 시장

의 구조적 문제, 빈곤 등이 결합된 복합적인 문제”로서 “본질적으로 남성의 성적 지배와 여성

의 성적 종속을 정당화하는 수단이자 성판매자의 인격과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로 이해하였

다. 그리고 성판매여성 처벌이 성매매 근절에 효과적이지 않고, 오히려 성판매여성에 대한 사

회구조적 억압과 차별, 착취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여성과 모성의 보호라는 헌법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도 성판매여성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반면에 

성구매자 처벌은 가부장적 사회구조에서 고착되어 온 남성본위의 성인식을 바로잡고, 성매매 

21) 앞의 헌법재판소 결정 다수의견이 모든 성판매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볼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한 부분에서 제시된
구별이기도 하며, 성판매여성의 탈성매매 자금 지원에 반대하는 여론의 큰 이유이기도 하다.

22) 박정미, 서구 ‘2세대 페미니즘’의 성매매 논쟁-전개 과정과 이론적･실천적 함의-, 페미니즘 연구 제9권 2호(2009),
233-267면 중 240-4면; 주승희, “법여성주의 이론의 흐름과 형사법에의 투영-성매매특별법을 중심으로-”(윤진숙
편, ｢페미니스트 법이론의 전개｣, 세창출판사, 2018, 298-317면), 303-4면 참조.

23) Ji Hye Kim, “Korea's New Prostitution Policy: Overcoming Challenges to Effectuate the Legislature's Intent to
Protect Prostitutes from Abuse”, Pacific Rim law & policy journal, Vol.16 No.2 [2007], 493-52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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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을 막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듯이, 급진 여성주의는 성매매를 어떤 것이든 여성의 인간존엄을 부

정하고 노예화하는 폭력행위로서 인간존엄을 침해한다고 본다. ‘성인 여성이 자발적으로 선택

하고 동의해서 기망이나 폭력 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여성이 ‘제대로 생

각했다면’ 그런 결정을 할 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판매여성의 그런 결정은 ‘진정한’ 것이 

아니기에 자기결정권이나 행복추구권으로 보장받을 수 없다.24) 성판매여성의 신체적 안전 보

호는 급진 여성주의자들에게 민감하고 높은 관심사항이지만, 그들이 판매하는 성(性)과 그들

의 일이 이루어지는 공간의 내밀성은 보호받을 대상이 아니다. 폭력의 현장일 뿐이기 때문이

다. 성판매를 직업으로 선택할 자유나 노동권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요청되는 것은 탈성매매

일 뿐이며, 여기에 필요한 지원은 적극적으로 한다. 하지만, 이런 성매매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 성판매여성들이 성판매를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거나, 자신들의 일로 인정하고 

보호, 지원해달라고 하는 뜻을 개진할 수 있는 여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은 선도해

서 교정할 대상일 뿐이기 때문이다.

3. 성노동권주의 시각에서

성매매를 여타 임노동과 동일시하는 생각이다. 자유주의나 사회주의에 기초해서, 또는 포스

트모던주의를 배경으로 해서도 주장된다.25) 자유주의에 기초해서 보면, 여성은 자신의 몸에 대

한 통제권을 가지며, 여기에는 성을 자유롭게 사고 팔 성적 자기결정권도 포함된다. 성매매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직업 중 하나이다. 사회주의 쪽에서 보면, 성판매여성은 여느 임노동

자와 마찬가지로 착취당하고 소외되는 노동자일 뿐이거나, 거기에 더해 가부장제적인 성착취

까지 당하는 곤경에 처해있다. 남성/여성, 이성/감성, 중심/주변, 정상/비정상, 동일자/타자 등을 

전제하는 근대질서의 이분법적 사고를 전복하고자 하는 포스트모던주의에서는 성판매여성을 

“질병의 생산자라기보다는 치료사로, 타락한 사람이라기보다는 교육자로, 일탈자라기보다는 

성전문가로, 상업적 상품이라기보다는 여성사업가로” 보기까지 한다.26) 자유주의나 포스트모

던주의를 배경으로 하는 생각에 작동하는 신화나 미신은 ‘자유로운 성노동’이라고 하겠고, 사

회주의 성노동론에는 ‘임노동 없는 세상’이 그런 신화나 미신으로 작동한다고 할 수 있겠다.

24) 앞에서 보았듯이, 성판매여성의 시위를 두고서 당시 여성부장관이 그들을 ‘스톡홀름 증후군’에 빠진 것으로 평가한
것이 이런 사정을 잘 보여준다.

25) 박정미, 앞의 글, 252-7; 주승희, 앞의 글, 308-313면 참조.
26) 김은경, “성매매에 관한 페미니즘 담론과 형사정책적 딜레마”, ｢형사정책｣ 제14권 제2호(2002), 32-73면 중 4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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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성매매를 정당한 노동의 한 종류로 인정하면, 성매매에 대한 도덕적 낙인과 처벌은

적극적으로 타기되어야 한다. 성판매자와 성구매자 뿐 아니라 업주와 알선자들도 죄가 없다.

따라서, 현행 ‘성매매처벌법’은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 

2016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재판관 1인이 제시한 전부 위헌의견에는 이런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많다. 즉, 성매매는 다른 서비스업에서 제공되는 노동과 본질적으로 다

르지 않다는 것이며, 누구에게도 해악이 되지 않고,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이유가 없는 행위라

는 생각이다. 비인간성, 폭력, 착취 등의 문제는 성매매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사회적 낙인 때

문에 생겨나며, 성매매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오히려 성판매여성의 생존을 위협하는 커다란 

인권유린을 낳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하였다. 결론적으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

반하여 성판매자 및 성매수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불특

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만을 처벌하므로 평등원칙에 위배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런 입장에서 성판매여성의 인권침해현황을 어떻게 파악하는지는 국제사면위원회가 “성

노동자의 인권을 존중, 보호, 구현할 국가의 의무”로 제시한 내용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

다.27) 이들은 성노동자들의 인권침해가 성매매 범죄화, 낙인, 성(gender)에 기초한 폭력과 차

별에서 비롯하며, 다층적이고 상호교차하는 여러 차별과 구조적 불평등이 성매매 진입과 성

매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성매매 진입단계에서, 국가는 생계를 위해 성노동

을 해야 하는 경우가 없도록 적절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고 차별과 구조적 불평등을 시정해

야 하며, 성매매를 범죄로 다루는 것은 성노동에 참여하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부양할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에게까지 해를 끼친다

고 경고한다. 성판매를 하고 있는 사람들과 관련하여서는, 낙인과 차별, 범죄화로 인한 여러 

인권 침해(생명권, 자유권, 자율권, 신체의 자유, 평등권, 고문 또는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보장권, 보건권, 교육권, 생각과 표현의 자유,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 공정하고 우호적인 노동환경에 대한 권리, 가족생활을 하고 가족을 

만들 권리, 인권침해를 구제받을 권리 등), 신체적 폭행 및 성폭행, 착취 등으로 나누어서 그

들의 곤경을 검토하고, 낙인철폐정책, 비범죄화, 차별 시정, 노동법과 보건법의 보호, 주거와 

교육 서비스 제공, 단결권 보호, 행위주체성 존중, 정책수립 참여 보장 등의 정책을 펴야 한다

고 주장한다. 끝으로, 성매매를 그만두는 과정에서는 그들이 원할 때 언제라도 떠날 수 있게, 

교육과 취업기회를 포함한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되 “재활” 프로그램을 강제해서는 안 되며, 

전과기록이나 고용이력 같은 것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성관념에 따른 낙인과 차별

을 시정해서 그 때문에 교육과 취업에 지장이 있거나 폭력에 시달리지 않도록 해야하는 등의 

27) Amnesty International, 앞의 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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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가 국가에 있다고 천명하였다.

4. 규제주의 시각에서

이 입장은 성매매를 도덕적으로 적극 긍인하지는 않지만, 형법으로 전면 금지하는 데는 반

대한다. 온건한 도덕보수주의나 소극적인 자유주의 입장에서 성매매를 소극적으로 용인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28) 사회도덕을 보호하고 성판매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성매매를 일정하

게 규제하고자 하는 입장이다.29) 즉, 형법과 행정법 및 지방자치단체규칙으로 호객을 금지하

거나, 합법적으로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지역을 정하거나, 성매매를 허가하는 식으로 성매매를 

규제한다. 따라서, 이 체제에서 성매매는 다른 서비스 분야보다 엄격한 규제 하에서 합법적으

로 영위될 수 있다. 성판매자들은 단결권을 비롯한 노동권을 전면적으로 보장받지는 못 하며, 

다른 노동자들만큼 사회보장을 받지 못 할 수 있다. 탈성매매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도덕보수

주의나 급진 여성주의와 마찬가지로 지지를 할 수 있다. 

이 입장에서는 성매매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현행 성매매처벌법에 반대하며, 사회도덕과 성

판매여성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지역제한이나 허가제와 같은 규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본다. 

이들은 성매매가 그 자체로 성판매여성의 몸과 성(性)을 지나치게 대상화하기 때문에 인간

의 존엄을 해치는 면이 있다고 보지만, 범죄화는 지나친 대응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의 나약함

이나 저마다의 어려운 사정에서 비롯할 수 있는 일이고, 그래서 관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나친 사회적 낙인과 배제가 다시 그들의 존엄과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생

각한다. 성노동주의 입장에서 성판매여성이 침해받고 있다고 보는 여러 인권과 기본권에 대

하여 그들만큼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지는 않겠지만, 특히 신체적 자유와 

안전, 사생활과 주거의 안전, 보건권 등의 면에서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 보이며, 여타의 

권리에 대하여도 부분적으로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

5. 평가와 정리

이제까지 살펴 본 여러 시각의 적실성을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도덕보수주의에 대하여는 

우선 관점의 편협함과 고루함을 지적해야 하겠다. 성(性)에 대하여 다양하게 생각하고 실천할 

28) 도덕적으로 나쁘다고 생각하면서도 법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행위들의 자유주의적 기초에 대하여는 졸고, “나쁜
것에 대한 관용”, ｢법철학연구 제17권 제2호, 2014, 85-106면 참조.

29) 이하의 설명은 Petra Östergren, “From Zero-Tolerance to Full Integration: Rethinking Prostitution Policies”, De
mandAT Working Paper No. 10, 2017(https://www.demandat.eu/publications/zero-tolerance-full-integration-rethi
nking-prostitution-policies)의 분류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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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가능성을 부정하기 때문이며, 이는 오늘날 갈수록 개방적으로 되어가는 성문화와도 

맞지 않는다. 성문화의 변화를 사회도덕의 붕괴로 여길 수는 없을 것이다. 도덕보수주의는 성

판매자들의 소외와 고통에 너무 둔감하고, 위의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전부위헌의견이 주장한 

바대로, 여러 ‘성소외자’의 처지를 외면하는 문제도 크다. 또, 사회도덕을 지키기 위하여 성판

매자를 처벌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하여 사람을 수단으로 삼는 것이기에 인간존엄을 침해

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그래서 성판매자의 인권에 대한 적절한 시각을 제시할 수 없다. 

관점의 편협함은 급진 여성주의에서도 문제된다. 성매매의 다양성과 성판매여성의 동기와 처

지의 다양성을 외면하고, 자발적인 성매매가 있을 수 없다고 하면서 성판매여성의 행위주체

성(agency)을 부정하고 그들의 자율성과 진정성을 무시하는 것은 성판매여성의 소외와 고통을 

직시하는 태도가 아니다. 

성노동주의의 경우 그 바탕에 자리할 수 있는 ‘자유로운 성노동’이나 ‘노동해방’ 또는 ‘주

류 질서 전복’ 등의 생각 역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성판매여성들이 직

면한 소외와 고통에 적극 대응한다는 면에서는 여타의 입장들에 비할 바 없는 장점을 가진다. 

규제주의는 다른 입장들보다 내용의 일관성이 떨어져 보이지만, 성판매여성의 인권문제에 대

처하는 가장 현실적인 태도일 수 있다.

성판매여성이 침해받고 있는 인권과 기본권은 어떤 눈으로 보아야 좋을까? 그에 대한 답

은 그들이 처한 소외되고 고통받는 현실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 자신들의 이데올로기

에 따라서 성판매여성들의 소외와 고통을 외면하거나 일면만을 보는 도덕보수주의와 급진 여

성주의로는 안 되겠다. 성판매여성들의 곤경은 성노동주의와 규제주의 사이에서 사회 현실을 

감안하여 현명하게 법과 제도를 만들고 시행해서 풀어가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우선 성매매

를 범죄화한 것부터 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앞에서 보았듯이, 성판매여성이 처한 곤경의 

제일 깊은 곳에 사회적 낙인이 있고, 범죄화는 그 자체로 성판매여성의 인권과 기본권을 크게 

침해할 뿐 아니라 사회적 낙인을 공식화하고 강화하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IV. 마치면서

이제까지 한국의 성판매여성들이 처한 곤경을 소외와 그 때문에 가중되는 고통을 중심으

로 해서 대략적이나마 살펴보고, 그들의 이런 소외와 고통을 인권과 기본권의 맥락에서 어떻

게 파악할 수 있을지를 여러 상이한 시각에 따라서 찾아 보았다. 그런 끝에, 성판매여성 뿐 아

니라 구매자도 처벌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성노동권주의나 규제주의가 도덕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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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나 급진 여성주의보다 성판매여성의 인권과 기본권을 더 적절하게 보는 시각이라는 결론

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첨언하자면, 성판매여성들이 침해받고 있는 인권이나 기본권들을 개별적으로 파악하기보

다는 하나로 묶어서 제시할 필요와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 이를 ‘소외’에 대응하는 “사회적 

통합권(the right to social integration)”이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권리는 성판매여성 뿐 아

니라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노동자처럼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배제당하는 사람들이 침해받

는 인권과 기본권을 담아서 소외와 배제를 극복할 목표이자 방편으로 쓸 수 있으리라는 기대

도 든다. 다른 기회에 이런 생각을 발전시켜서 보일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모로 부족한 

발표를 맺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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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현재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기초법 전임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전공은 법철학이다. 현대 과학기술이 사회구조 및 법체계 그리고 우리 사고에 어떤 

변화를 야기하는지, 이에 대해 법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관심이 많다. 지은 책

으로는 [법철학](공저), [민사법질서와 인권], [빅데이터와 인권], [법해석학], [제4차 

산업혁명과 법], [인공지능과 법](공저) 등이 있다. 이외에 “객관적 귀속 재검토” 

(2018), “법과 문화: 유기천 교수의 형법철학을 예로 하여”(2019) 등과 같은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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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1974년에 태어나서 법학을 공부하여 2006년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박사논문의 주제는 중지미수로 연구결과는 중지미수의 이론(경인문화사, 2008)으로 

출판되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울산대학교에서 일하였고, 2011년부터 지금까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법총론, 형법각론, 형사소송법, 특별형법 등을 

가르치고 있다. 2013년부터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여러 분야 중 최근에는 주로 죄수론과 재산범죄를 공부하고 있다. 2018년에는 “형법 

제10조 제2항의 해석론(형사정책)”, “수용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몇 가지 제언(교정

연구)”, “경찰･검찰 수사권 조정에 관한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검토(경찰법연구)”, 

“상상적 경합 개념의 발전에 대한 역사적 고찰 - 독일형법을 중심으로 -(법사학연구)”, 

“사기죄의 처분행위와 처분의사에 관한 대법원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 “상상적 경합과 양형(사법)”, “동승자가 특가법상 도주차량

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가?(비교형사법연구)”의 글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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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을 통한 인간 존엄성의 보호

- 혐오범죄를 중심으로 -

최 준 혁 

인하대학교 교수

I. 머리말

발표자는 2014년 6월 13일에 열렸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개원25주년 기념 춘계공동학술세

미나 “형사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 전망”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경험이 있다. 당시에도 한국형

사정책학회 몫의 발표를 맡았는데 그 일을 맡게 된 이유는 당시 학회의 편집간사였기 때문이

었고 “사전예방 중심의 형사정책”이라는 제목으로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하였다.1) 

그후 5년이 지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개원 3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이 자리에서 이야

기할 기회를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특히 오늘의 학술대회는 ‘인간의 존엄’이라는 

막중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발표자가 맡은 세션의 주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형사정책

적 프로그램’이다. 

인간의 존엄이라는 중요한 개념과 형사정책이라는 포괄적인 범주를 함께 고려하면서 다른 

발표와 (적어도 소재에서) 중복되지 않기 위해서, ‘인간의 존엄이 형법이론에서 어떠한 의미

를 갖는지의 문제를 인간의 존엄 개념을 법익과 연결시켜서 검토하는 시도’로 발표의 방향을 

정하였다. 리스트(Liszt)에 따르면 형사정책은 ‘범죄원인 및 형벌효과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에 

의거한 원칙들의 체계적인 총체개념으로서, 국가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형벌 및 형벌과 유사

한 제도들을 이용해서 범죄를 퇴치해야 한다.’2) 법도그마틱은 해석학적 학문으로서 현행법의 

체계화 및 해석에 기여하는 반면, 법정책의 대상은 현행법이 아니며 현행법은 단지 정당하다

고 여겨지는 표상의 발전과 현실화에 대한 출발점의 의미만을 갖는다는 점에서 형법이론과 

형사정책은 구별되나 형법학은 기존 형벌체계의 운용과 해석에 결정적인 지침을 주므로 형사

정책의 연구에도 규준이 되며,3) 형사정책의 정책적 결정은 해석학의 발전과 일치해야 올바르

1) 졸고, “사전예방 중심의 형사정책: 예방의 의미, 방법, 한계에 관하여”, 형사정책연구 제25권 제2호(2014 여름).
2) Liszt, „Kriminalpolitische Aufgaben‟, in: Aufsätze und kleinere Monographien Band I, 1999 (Nachdruck 1905), S.
250. 번역은 찌프(김영환･허일태･박상기 옮김),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7면.

3) 박상기･손동권･이순래, 형사정책(제11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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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도그마틱은 자신의 해결책을 형사정책의 전체구상 안에서 발전시켜야 한다.4) 그렇다면 형

사정책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을 형법이론으로 삼는 방법은 충분한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하며, 

다만 발표자의 역량이 이 무거운 주제를 다룰 정도로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이 걱정될 뿐이다. 

1. 아이히만과 ‘악의 평범성’

아돌프 아이히만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으로 국가안보부의 유태인과의 과장이었다. 그

는 1941년부터 1945년까지 유태인 문제에 대한 ‘최종해결(Endlösung)’, 즉 대량학살의 실무 책

임자였으며 각지의 강제수용소로의 이송을 담당하였다. 그는 2차세계대전 종전 이후 숨어살

다가 체포되어 1961년 12월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지방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형은 

1962년 6월 1일에 집행되었다.5) 한나 아렌트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6)에서 아이히만 재판에 

대해 보고하였는데, 이 책의 본문에 해당하는 부분의 15장 ‘판결, 항소, 처형’에서 아이히만의 

사형집행 장면을 서술하면서 다음의 말로 마무리한다. “두려운 교훈, 즉 말과 사고를 허용하

지 않는 악의 평범성을(349면).” 악의 평범성은 이 책의 부제이기도 하다.

아렌트7)는 책의 후기에서도 다시 악의 평범성을 논의한다(391면). “나는 또한 진정한 논쟁

이라면 이 책의 부제에 대한 것이었어야 했다고 생각할 수 있었다. 나는 재판에 직면한 한 사

람이 주연한 현상을 엄격한 사실적 차원에서만 지적하면서 악의 평범성에 대하여 말한 것이다. 

... 자신의 개인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데 각별히 근면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는 어떠한 동기도 

갖고 있지 않았다. ... 이 문제를 흔히 하는 말로 하면 그는 단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결코 

깨닫지 못한 것이다(강조는 아렌트). ... 그는 어리석지 않았다. 그로 하여금 그 시대의 엄청난 범

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게 한 것은 (결코 어리석음과 동일한 것이 아닌) 순전한 무사유였

다. 그리고 만일 이것이 ‘평범한’ 것이고 심지어 우스꽝스런 것이라면, 만일 이 세상의 최고의 

의지를 가지고서도 아이히만에게서 어떠한 극악무도하고 악마적인 심연을 끄집어내지 못한다

면, 이는 그것이 일반적인 것이라고 부르는 것과 아직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8) 

4) 찌프(김영환･허일태･박상기 옮김), 형사정책, 15면.
5) Ebert, Die „Banalität des Bösen‟ - Herausforderung für das Strafrecht, Sächsische Akademie der Wissenschaften

zu Leipzig 2000, S. 5.
6) 한나 아렌트(김선욱 옮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한길사, 2006.
7) 아렌트의 논의인 ‘권리를 가질 권리’(그에 대한 설명으로 김대근, “‘권리를 가질 권리’를 갖는다는 것”, 형사정책연구
소식 제149호(2019), 61-65면)도 인간의 존엄을 설명하는 시도로 논의된다. 일본에서의 논의의 예로 金 相均, 差別
表現の法的規制, 法律文化社, 2017, 199頁.
반론으로 손제연, 법적 개념으로서의 인간존엄,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 논문, 2018. 2. 85면.

8) 에버트(Ebert)는 아이히만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는 점에서 형법이론에 관한 논의를 시작한다. Ebert, Die
„Banalität des Bösen‟ - Herausforderung für das Strafrecht, S. 9. 아이히만의 특성을 일관성으로 논의하는 아비
샤이 마갈릿(신성림 옮김), 품위있는 사회, 동녘, 2008, 62면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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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빈딩의 “생존가치 없는 삶의 절멸의 허용”

1920년, 독일의 형법학자 빈딩(Karl Binding)은 세상을 떠나기 직전 정신과의사인 호헤

(Alfred Hoche)와 함께 생존가치 없는 삶의 절멸의 허용(Die Freigabe der Vernichtung 

lebensunwerten Lebens)이라는 제목의 소책자를 썼다.9)10) 생존가치 없는 삶이란 중병에 시

달리는 사람에 대한 꼬리표로서, 생존가치 없는(lebensunwert)이란 회복할 수 없는 저능함(빈

딩) 또는 정신적인 사망상태(호헤)에 대한 다른 표현이다. 허용이란, 생존가치 없는 삶에 대하

여 국가권력이 합법적으로 절멸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의 법률용어이다. 절멸은 학문의 기준

에 따라 가스나 음독, 아사 등의 방법으로 시행되는 살해이다. 

히틀러는 ‘치료 불가능한 환자’들에게 ‘안락사’를 허용함으로써 대량학살을 시작했고, 자신

의 학살계획을 ‘유전적으로 손상을 입은’ 독일인(심장과 폐질환 환자)들을 제거함으로써 마무

리하려고 하였다.11) 나찌스 시대에 정신질환자를 살해한 의사인 Heyde/Sawade에 대한 1962년

의 형사재판의 공소장에 의하면, 희생자의 수는 10만명을 넘었다.12)13)

 

3. 역사적 경험에서의 교훈

첫째, 누가 보아도 악한 행위를 처벌할 필요가 있다. 20세기의 전체주의적 독재에 관한 경

험은, 이상향을 약속하는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국가에 의해 조직된 중한 불법의 길을 열어젖

히는지 잘 보여주었다.14) 그에 대응하여, 2차세계대전이 끝난 후 1945년의 국제연합헌장 전문

9) 빈딩(1841-1920)은 독일의 형법학자로서 저서 “규범과 그 위반(Die Normen und ihre Übertretung)”에서 논의한 규
범이론은 그 이후의 독일 형법학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규범이론과 법익에 대한 간략한 설명으로 Lagodny,
Strafrecht vor den Schranken der Grundrechte, J.C.B.Mohr 1996, S. 148.
호헤(1865-1943)는 독일 프라이부르크에서 임상에 종사하던 정신과의사로 1902년부터 1933년까지 프라이부르크
정신병원의 원장으로 재직하였다. Nauke, Einführung, in: Binding/Hoche, Die Freigabe der Vernichtung
lebensunwerten Lebens, BWV 2006, VIII.

10) 나우케(Nauke)는 빈딩의 주요한 주장인 실정법(Gesetz)과 규범(Norm)의 구별이 생존가치 없는 삶의 절멸을 법률
적으로 허용하는 길을 열었다고 보았다. Nauke, Einführung, in: Binding/Hoche, Die Freigabe der Vernichtung
lebensunwerten Lebens, XIII.

11) 아렌트(김선욱 옮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392면.
12) Nauke, Einführung, in: Binding/Hoche, Die Freigabe der Vernichtung lebensunwerten Lebens, BWV 2006,

XXXVII. 치료불가능한 환자에 대한 안락사 프로그램에 관한 설명으로 Mitscherlich･Milke(Hrsg.), Medizin ohne
Menschlichkeit, 16. Aufl., Fischer 2004, S. 236ff.

13) 빈딩의 형법이론이 나찌스의 체제불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는 그 자체로 매우 흥미로운 논의대상이나 여기
에서 다룰 내용은 아니다. 다만 나찌스 시대의 법학은 빈딩이 주장한 이론, 즉 법익개념이 내용적으로 개방되어
있다(이론적인 체계개념으로 내용이 비어있다는 지적으로 Frommel, Präventionsmodelle in der deutschen
Strafzweck-Diskussion, Duncker & Humblot 1987, S. 117; Hörnle, Grob anstössiges Verhalten, Vittorio
Klostermann 2005, S. 15)는 점을 선호하기는 하였으나 빈딩 자체는 계몽적-자유주의적 사상가라는 이유로 거부
하였다. Fiolka, Das Rechtsgut Band 2, Helbing & Lichtenhahn 2006, S. 541.

14) Ebert, Die „Banalität des Bösen‟ - Herausforderung für das Strafrecht, S.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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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본적 인권과 인간의 존엄 및 가치’가 등장했고 패전국인 이탈리아(1947년), 일본(1947년), 

독일(1949년)이 헌법에 이를 수용하였다.15) 독일기본법에서의 인간의 존엄은 나찌스의 체제불

법에 대한 반작용으로서16) 독일기본법은 이를 소위 영구보장의 대상으로 규정하여 다른 기본

권과 구별되는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다.17) 2차세계대전 이후 뉘른베르크나 도쿄의 전범재판

이 있었고 그 후에도 계속 일어난 대규모 인권침해 및 인도법 위반사례에 대해 해당국가의 

국내형사사법제도가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하여 구 유고나 르완다에 대한 임시

재판소를 설치하였고 그 후 상설의 국제형사재판소가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필요성을 잘 보여준다. 

둘째, 이러한 대량학살의 전단계의 행위도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는 법률에 의해 금지된다(자유권 규약 제

20조 제2항). ‘반유대주의, 제노포비아, 인종적 증오를 확산시키거나 선동하거나 고취하거나 

정당화하는 모든 형태의 표현 또는 소수자, 이주자, 이주 기원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공격적

인 민족주의, 자민족중심주의, 차별, 적대 등에 의해 표현되는 불관용에 근거하는 다른 형태의 

증오(1997년 10월 30일의 유럽평의회 각료회의의 혐오표현에 관한 권고)’는 소수자에 대한 혐

오표현으로서, 이를 통하여 대중에게 차별과 적대를 선동하여 구체적인 행동이 촉발될 가능

성이 있다면 선제적인 개입이 불가피하다.18) 규범이 부족한 곳에서 새로운 권리를 창출할 것

을 강력히 요청하는 현대적 인간존엄의 담론은 집단학살이나 모멸감과 비하를 유발하는 체계

적이고 구조적인 형태의 심각한 침해 사안에서 인간존엄을 보호할 권리를 추가적으로 발생시

키도록 요구한다는 설명19)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존엄’ 개념은 그 개념의 ‘존엄함’을 확보하고 드높이기 

위해서라도 섬세하게 사용될 필요가 있다. 생명공학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존엄 논변이 다시 

전면에 등장하게 만들었으며20) 하나의 예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도 인간의 존엄 및 

15) 이계수, “인간존엄과 민주법학 – 노동, 젠더, 장애”, 민주법학 제63호(2017), 15면; 잔트퀼러, “인간의 존엄성, 그리
고 도덕적 권리의 실정법적 변형”, 철학연구 제34집(2007),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183면.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
도 판결에서 이를 언급한다. Nettesheim, „Leben in Würde‟: Art. 1. GG als Grundrecht hinter der Grundrechten,
JZ 2019, 1.

16) Neumann, Das Rechtsprinzip der Menschenwürde als Schutz elementarer menschlicher Bedürfnisse. Versuch
einer Eingrenzung, ARSP 103(2017), 296.

17) Hassemer, Die Menschenwürde ist ein Solitär-Aber auch ihr Verständnis unterliegt dem sozialen Wandel, ZRP
2005, 101.
독일기본법 제79조(기본법의 개정) ③ 연방을 각지방으로 분할편성하는 것, 입법에 있어서 지방의 원칙적인 협력
또는 제1조와 제20조에 규정된 원칙들에 저촉되는 기본법개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18) 홍성수, 말이 칼이 될 때, 어크로스, 2018, 31면, 120면.
19) 손제연, 법적 개념으로서의 인간존엄, 111면.
20) Hilgendorf, Menschenrechte, Menschenwürde, Menschenbild, in: Hilgendorf･Joerden(Hrsg.), Handbuch

Rechtsphilosophie, J.B.Metzler 2017, S.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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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을 강조하고 있다.21) 생명공학기술의 발전에 의해 인간의 본성 또는 본질을 규정할 때 

정신적-심리적 인격체성의 요소보다는 자연적-물리적 생명체성의 요소가 보다 결정적인 의미

를 가지게 되었으며,22) 인간이 스스로 선택할 능력이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존재라고 보았던 

법률적인 관점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잠재력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23)은 분명하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이 논증은 생명윤리에 관한 논의에서 자신의 견해를 다른 경쟁적인 견해와 구

별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비판에 대면한다. 존엄에 대해 호소하면서

도, 더욱 상세한 다른 개념에 대하여 모호하게 재진술하거나 다루는 주제에 대한 의미에 아무

런 더함이 없는 단순한 슬로건에 지나지 못한다는 것이다.24) 이렇게 되면 인간의 존엄은 ‘별 

가치 없는 것’으로 격하되고, 교회의 설교를 위한 미사여구 정도밖에 되지 못하며, 이 개념에 

대한 원용이 임의적이고 협잡에 불과하다는 오명을 쓰게 될 수 있다.25) 인간의 존엄이 최종논

변으로 활용되어 논의가 종결되면 그 후 인간의 존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할 수 없게 된

다.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과 그 근거지움은 생명윤리의 문제를 해결할 때 인간의 존엄성 논변

이 도움을 줄 수 있는지와 구별할 필요가 있다.26) 

인간의 존엄 논증은 기계신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되며, 이 논증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없

는 영역에서 원용되어서도 안 된다.27)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존엄 개념이 모호하다는 점

이 이 개념의 사용 자체를 반대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으며28) 위에서 논의한 인간의 존엄과 

관련된 문제점은 개념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용방법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인간의 존엄은 어떻게 형법과 연결되는지, 특

히 이 개념의 사용을 구체화하는 방법으로 인간의 존엄이 법익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를 혐오

2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을 연구하거나, 배아나 유전자 등을 취
급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장 배아 등의 생성과 연구

제1절 인간 존엄과 정체성 보호(강조: 발표자)
제20조(인간복제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체세포복제배아 및 단성생식배아(이하 "체세포복제배아등"이라 한다)를 인
간 또는 동물의 자궁에 착상시켜서는 아니 되며, 착상된 상태를 유지하거나 출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행위를 유인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22) 임미원, “생명윤리의 관점에서 본 칸트의 인간존엄의 개념”, 칸트연구 제19집(2007), 274면.
23) Nettesheim, JZ 2019, 6.
24) 손제연, 법적 개념으로서의 인간존엄, 119면.
25) 힐겐도르프(김영환･홍승희 옮김), “남용된 인간의 존엄 – 생명윤리논의의 예에서 본 인간의 존엄이라는 논증의

문제점 -”, 법철학연구 제3권 제2호(2000), 260면.
26) 그런데 생명공학에 관한 논의에 인간존엄성을 끌어들일 경우, 인간의 존엄성의 한계가 불명확하다는 점 때문에 연
구를 봉쇄한다는 문제점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 원칙 자체의 가치를 떨어뜨릴 위험성도 있다. 권수
진･신의기･최준혁, 형사특별법 정비방안(10): 보건･의료･마약･생명윤리 분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241면.

27) Hassemer, ZRP 2005, 101.
28) Neumann, ARSP 103(2017),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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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매개로 해서 논의하겠다.

II. 본문

1. 인간의 존엄

(1) 인간의 존엄의 내용을 이해하는 방법

가. 역사적 접근

인간의 존엄의 보호, 또는 인간의 존엄의 침해란 인간의 존엄이 무엇인가라는 개념의 정립

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존엄의 내용을 확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 방법 중의 하나는 개념에 대

한 이해의 역사적 변천에 대한 파악이다. 

인간의 존엄에 대한 생각의 기원은 고대에까지 거슬러갈 수 있다. ‘존엄성’은 어떤 지위를 

차지한 사람에게 주어져야 마땅한 높은 사회적 신분과 명예, 정중한 대우를 표시하는 개념으로 

시작하였다.29) 다음으로 인간이 자연과 구별되는 특별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인간상의 형성과 

존엄이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은 이미 플라톤의 저작에서도 찾을 수 있다.30) 그러나 이러한 논

의가 본격적으로 제시된 글은 키케로의 의무론이라고 한다. 키케로는 존엄성을 오직 인간이 

동물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인간의 본성이 다른 가축이나 짐

승보다 얼마나 뛰어난가를 밝히는 것은 언제나 의무에 대한 모든 탐구와 관련된다. 가축과 짐

승은 모든 것이 충동에 의한 감각적 쾌락 이외에는 아무 것도 느끼지 않지만, 인간의 정신은 

배우고 사고하는 데에서 함양된다.” 그 후 중세의 피코 델라 미란돌라는 인간의 존엄성에 관

하여라는 제목으로 알려진 연설에서, 인간의 특징은 사전에 부여된 역할을 단순히 이행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으며, 인간은 스스로의 운명을 선택하는데 왜냐하면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없

는, 가능성의 범위 안에서 자신을 형성할 능력을 신이 주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31) 

그런데 모든 인간이 존엄하다는 명제의 현대적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것은 칸트의 목적으로서의 인간 존엄성의 원칙, 줄여서 인간 존엄성의 원칙이다.32) 칸트가 윤

리형이상학 정초에서 밝힌 “네가 너 자신의 인격에서나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서 인간(성)

29) 손제연, 법적 개념으로서의 인간존엄, 14면.
30) Hilgendorf, Menschenrechte, Menschenwürde, Menschenbild, S. 367.
31) 키케로와 피코 델라 미란돌라에 관한 설명은 마이클 로젠(공진성･송석주 옮김), 존엄성, 아포리아, 2016, 36면 이
하; Hilgendorf, Menschenrechte, Menschenwürde, Menschenbild, S. 367. 신의 형상에 대한 모상이라는 생각은 이
미 창세기에도 나타난다. Sander, Grenzen instrumenteller Vernunft im Strafrecht, Peter Lang 2007, S. 281.

32) 백종현, “칸트 ‘인간 존엄성 원칙’에 비추어본 자살의 문제”, 칸트연구 제32집(2013), 2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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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고 결코 한낱 수단으로 대하지 않도록, 그렇게 행위하라는 원

칙”은 그 이후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칸트 이전의 인간성은 신의 형상에 의존하는 신학적 전

제에 토대를 두고 있었던 반면, 철학적 논증을 통해 인간성을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것으로 굳건한 토대 위에 세운 것은 칸트의 이성 중심의 철학이다. 

인간의 수단화 또는 도구화 금지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칸트의 설명을 독일의 헌법학자인 

뒤리히(Dürig)는 소위 객체공식으로 표현하였으며 이는 독일기본법 제1조의 이해에 큰 영향을 

미쳤다.33) 뒤리히는 구체적인 인간이 객체로, 단순한 수단으로, 대체가능한 양적 크기로 비하

되면 인간존엄성은 침해된다고 설명하였다.

나. 헌법에서의 인간의 존엄

독일기본법에 의하면 인간의 존엄은 건드려져서는 안 된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기본법 

제1조 제1항을 기본법의 최상위의 헌법질서로 보았으며, 학자들도 이러한 근본기능을 인정하

여 이 조문이 역사적-구체적 공동생활의 규범적 전제로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독일의 

국가성의 의미라고 보거나 공동생활의 기초라고 설명하고 있었다.34) 인간의 존엄에 관한 규

정을 인간존엄의 권리라고 해석할 때에는, 이 권리는 절대적이므로 상대적 권리와는 달리 제

한이나 형량의 대상이 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상대적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에

는 일단 침해가 되었는지 확인한 후 비례원칙에 따라 이러한 침해가 정당한지 검토하는 이단

계 접근방식을 택하는 반면, 인간의 존엄에 대한 모든 침해는 바로 위반이라고 설명하게 될 

것이다.35)

우리 헌법에서는 인간의 존엄이 세 번 등장한다.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

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

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선언한다. 제32조 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

간의 존엄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하며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선언한다. 

이중 가장 중요한 조문은 개별기본권보다 앞서 규정되어 있는 제10조이며 여기서의 인간존엄

에 대해 학자들은 최고규범으로서 모든 법령의 효력과 내용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는 근본원

리라고 보거나, 기본권 보장의 이념의 기초라고 설명하거나 헌법상의 이념 또는 원리라고 설

명한다. 헌법재판소는 구치소내 과밀수용에 대한 위헌확인결정36) 등의 결정에서 인간의 존엄

33) 임미원, “생명윤리의 관점에서 본 칸트의 인간존엄의 개념”, 281면; 손제연, 법적 개념으로서의 인간존엄, 24면.
34) Nettesheim, JZ 2019, 1.
35) 손제연, 법적 개념으로서의 인간존엄, 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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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헌법이념의 핵심으로, 국가는 헌법에 규정된 개

별적 기본권을 비롯하여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까지도 이를 보장하여야 하며, 이

를 통하여 개별 국민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확보하여야 한다는 헌법

의 기본원리를 선언한 것이다. 따라서 자유와 권리의 보장은 1차적으로 헌법상 개별적 기본권

규정을 매개로 이루어지지만,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기본권 

형성에 있어서 최소한의 필요한 보장조차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

과 가치를 훼손한다면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위반된다.”

다. 인간의 존엄이 논의되는 맥락에 대한 의문

먼저, 인간이라는 종의 보호 또는 특정한 인간상37)의 보호를 목적으로 인간의 존엄 논변을 

끌어들이는 경우가 문제가 된다. 생명윤리에 관한 논의에서 인간의 존엄 개념이 적용되는 범

위와 정도는 보호대상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 이 개념이 가장 엄격하게 적용되는 대상은 

모든 살아있는 인간이다. 다음으로 생물학적 종으로서의 인간에 속하였거나 속했던 것에 해

당하는 탄생 이전의 배아와 태아, 사망 이후의 시체에는 이 개념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적용된

다. 모든 살아있는 인간이 갖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권리가 형량이 불가능함에 반하여 배아

와 태아, 시체에 대하여는 이들이 갖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권리를 다른 권리 및 의무와 형

량하여 보호의 정도를 결정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인류 전체를 보호대상으로 하는 경우로, 말

하자면 인간이라는 종의 존엄성을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앞의 두 가지와 다

르게 이때는 인간존엄성을 개인이 아니라 전체가 보유하게 되며, '자연에 반함‘이 인간의 존엄

성의 침해라는 설명이 대부분이다.38) 형법에 인간의 종의 보호를 위한 처벌규정을 도입한 프

랑스형법이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39)40) 

다음으로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에 반하는 결정의 근거로 인간의 존엄이 제시되는 경우가 

있다. 자살이나 안락사 또는 장기이식이 대표적인 경우이며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핍쇼 판

36)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3헌마142 전원재판부 결정.
37) 그에 대한 비판으로 고봉진, “생명윤리에서 인간존엄‘개념’의 총체성”, 법철학연구 제11권 제1호(2008), 92면.
38) Birnbacher, Bioethik zwischen Natur und Interesse, Frankfurt am Main 2006, S. 86; Birnbacher,

Menschenwürde -abwägbar oder unabwägbar? in: Kettner(Hrsg.), Biomedizin und Menschenwürde,
Frankfurt am Main 2004, S. 253ff.

39) 그에 대한 논의와 배아보호에 대한 잠재성논증, 정체성논증, 연속성논증에 대한 비판은 권수진･신의기･최준혁, 형
사특별법 정비방안(10): 보건･의료･마약･생명윤리 분야, 239-241면.

40) 실제로 독일연방헌법재판소도 종으로서의 인간의 본질(Gattungswesen)에 관하여 언급할 때에는 종의 존엄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종에 속하는 개인의 존엄을 이야기한다. Seelmann, Respekt als Rechtspflicht? in: Brugger･
Neumann･Kirste (Hrsg.), Rechtsphilosophie im 21. Jahrhundert, Surkamp 2008,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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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41)이나 프랑스 꽁세유데따의 난쟁이던지기 판결42)도 이와 관련된다.43) 이러한 논의는 인간

존엄이 높은 수준의 인간성으로 이해될 수 있고 그 인간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율적 선택도 

제한될 수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 국가의 후견주의적 개입을 정당화한다는 비판을 받는다.44) 

그러나 인간의 존엄은 ‘잔혹하고 이상한 처벌의 금지’에서처럼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

가의 조치에 대한 판단근거로 작용해야 하며,45) 특정한 인간상을 전제로 하여 국가가 개인의 

자율 및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근거로 원용되어서는 안 된다.46)47) 

(2) 논의의 단초

인간의 존엄성이 어떤 확정적인 내용을 가지기 어렵다는 점을 역사적 고찰은 보여준다. 인

간의 존엄성은 선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가치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정의되고 발전하

며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 

다음으로, 인간의 존엄이 최상위의 헌법질서 또는 근본적인 법원칙이라는 점에 쉽게 동의

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이러한 동의가능성에는 이 개념의 추상성 및 불명확성이 수

반한다.48) 개념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은 소제기의 기초가 되는 주관

적 권리가 아니라 객관적 원칙이나 해석의 지도원칙 등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도 한다.49) 독일 헌법학의 논의에서는, 독일기본법 제1조를 설명하면서 역사적 고찰과 연결하

여 존엄 개념에 어떠한 의미를 형성하려는 시도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시도의 기반에

는 인간의 존엄이 인간의 특성으로 영구불변이며 가치적이고 특별하다는 생각이 깔려있다.50) 

41) 그에 대하여 마사 너스바움(조계원 옮김), 혐오와 수치심, 민음사, 2015, 269면.
42) 그에 대하여 로젠, 존엄성, 85면: 손제연, 법적 개념으로서의 인간존엄, 71면.
43) Seelmann, Menschenwürde als Würde der Gattung - ein Problem des Paternalismus? in: Hirsch/

Neumann/Seelmann (Hrsg.), Paternalismus im Strafrecht, Nomos 2010, S. 241.
44) 2017년 독일형법에 새로 도입된 영업적 자살방조죄(제217조: 그에 대한 설명으로 김성규, “‘업무로서 행해지는 자
살방조’의 범죄화 – 독일 ｢형법전(Strafgesetzbuch)｣ 제217조의 신설에 관한 일고찰”, 강원법학 제52권(2017),
1-32면)에 대하여, 자기결정권을 근거로 하면 개별사례에서의 처벌되지 않는 자살방조와 처벌되는 영업적인 자살
방조를 구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지적으로 Kargl, Strafrecht, Nomos 2019, S. 123. 독일법상 자살방조가 처벌
되지 않는데 영업적이라는 이유로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이러한 형태의 관여가 생명을 존중하라는 명령에
반하지도 않는다는 지적으로 Lackner/Kühl, Strafgesetzbuch, 29. Aufl., 2018, § 217.

45) 허일태, “형사법적 관점에서 인간의 존엄과 형사책임의 근거”, 고려법학 제49권(2007), 1138면.
46) Neumann, ARSP 103(2017), 300.
47) 촉탁승낙살인죄와 자살관여죄 규정을 두고 있는 형법의 규범체계를 강조하면서, 국가의 생명보호의무가 발동하기
시작하면 개인의 생명처분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해 줄 수는 없고 이는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를 전제로 하는 헌법의
인간존엄에 부합하는 결론이라는 입장으로 최민영, “안락사와 생명처분권 – 형법 제252조 해석을 중심으로 -”, 안
암법학 제34권(2011), 324면.

48) Sander, Grenzen instrumenteller Vernunft im Strafrecht, S. 283.
49) Kargl, Strafrecht, S. 177. 사실 이러한 모호성은 법익 개념에 대한 비판이라는 점은 흥미롭다.보호가 필요한 모든
객체를 총체적으로 하나의 개념으로 묶는다면 추상적인 일반화가 되어 내용이라기보다는 보여주기식의 성격을 가
질 수밖에 없으며 고도의 추상성과 인식의 최소가치를 갖는 이론이 된다는 것이다. Hörnle, Grob anstössiges
Verhalten, S.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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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인간의 존엄의 규범성을 법에 선행하거나 법의 외부에 위치하면서 존엄의 개념에 내

용을 부여하는 어떠한 질서와 연결하겠다는 노력은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인간의 존엄성 및 그 보호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

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우며 동일

한 사안에 대한 찬반논거로 동시에 주장될 수도 있다.51) 

그리고, 헌법이나 국제규범에서 인간의 존엄은 침해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라고 명문화하

고는 있으나, 개별법률에서 명시되어 있는 인간의 존엄이 다른 기본권과 대등한 지위라고 보

이는 사례도 존재한다. 하나의 예로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②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한다.

  ③ 범죄피해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각종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이 조문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만하다. 그런

데 법률이 인간의 존엄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의 실마리는 제2조에 명시하

고 있는 내용 및 제2조의 제1항, 제2항, 제3항과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존엄이 최종적인 논변이고 다른 권리보다 선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하면 

제2항과 제3항에서 언급하는 명예, 사생활의 평온 및 절차참여권은 모두 인간의 존엄의 발현

형태 또는 그 구체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법률에서의 인간의 존엄은 제

1항에서의 ‘범죄피해상황에서 빨리 벗어나는’이라는 수식어와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으며, 이 

법률 제2장(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 정책)의 조문도 이의 근거이다.

50) Nettesheim, JZ 2019, 2.
51) 권수진･신의기･최준혁, 형사특별법 정비방안(10): 보건･의료･마약･생명윤리 분야, 241면.

제7조(손실 복구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지원의 필요성 등에 

따라 상담, 의료제공(치료비 지원을 포함한다),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지원, 그 밖

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30.>

  ②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일시적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보호시설의 운영을 범죄피

해자 지원법인,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그 밖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4. 12. 30.>

  ③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중략)



316  Criminal Justice for Human Dignity and Values

범죄피해자의 지원을 위한 여러 조치 중 범죄피해자를 직접적인 대상자로 하지 않는 제10

조와 제11조를 제외하면 논의해야 할 조문은 손실복구 및 지원(제7조), 형사절차 참여보장(제

8조), 정보제공(제8조의2),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보호(제9조)이다. 이중 제9조는 제1항이 명시

하듯이, 제2조 제2항의 명예 및 사생활의 보호와 쉽게 연결시킬 수 있다. 제8조와 제8조의2도 

범죄피해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지만 해당사건에 대한 범죄피해자의 참여권(제

2조 제3항)과 연결된다. 그렇다면 국가가 범죄피해자의 지원을 위해 해야 하는 조치 중 인간

의 존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문은 손실복구 및 지원이라고 보인다.

국제규범에서도 인간의 존엄이 다른 권리와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예를 찾을 수 있다.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은 다음과 같이 규율한다. 

제3조(국제적 성질을 가지지 아니하는 충돌) 체약국의 영토 내에서 발생하는 국제적 성격을 띠지 아니한 

무력충돌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충돌의 각 당사국은 적어도 다음 규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제8조(형사절차 참여 보장 등) ① 국가는 범죄피해자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담당자와 상담하거나 재

판절차에 참여하여 진술하는 등 형사절차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범죄피해자가 요청하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결과, 공판기일, 재판결과, 형집행 및 보호관찰 집

행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의2(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① 국가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범죄

피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범죄피해자의 해당 재판절차 참여 진술권 등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정보

2.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단체 현황 등 범죄피해자의 지원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 한 진술이나 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등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훈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 증진과 효율적 보호･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범죄 수사에 종사하는 자, 범죄피해자에 관한 상담･의료 제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홍보 및 조사연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

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적절한 지원이 이

루어질 수 있도록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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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및 신체에 대한 폭행은 제1항 가호에서 금지되고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대우에 의해 

예시된 존엄성에 대한 침해는 제1항 다호에서 금지된다. 제네바협약에서 존엄을 중요하게 다

루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나, 이때의 존엄성은 세계인권선언이나 독일기본법에서처럼 인권의 

몇몇 기본 조합에 토대를 제공하는 의미가 아니라, 전쟁포로인 인간이 정중하게 대우받아야 

할, 즉 그 사람이 ‘존엄하게’ 대우받을 권리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이다.52)

(3) 인간의 존엄의 작동방법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존엄이 문제가 되는 사안에서 인간존엄의 제한이 인정된다고 하더라

도 비례성원칙을 통해 다른 가치들과 비교형량한 후에야 인간존엄의 침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존엄의 제한 자체를 부인하거나 제한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사안에

서 헌법을 위반하는 인간존엄의 침해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는 독일기본법과 그에 대한 일

반적 해석론,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과 비슷한 입장이다.53) 이미 언급하였던 구치소내 과

밀수용에 관한 위헌결정에 따르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헌법이념의 핵심이며, 헌법상 기본

권 및 열거되지 않은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통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존중되

고 확보되며 국가에게는 그러한 의무가 있다. 자유와 권리의 보장의 매개는 1차적으로 헌법상 

개별 기본권규정이나,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기본권 형성

52) 로젠, 존엄성, 82면.
53) 손제연, 법적 개념으로서의 인간존엄, 87면.

1. 무기를 버린 전투원 및 질병, 부상, 억류 기타의 사유로 전투력을 상실한 자를 포함하여 적대행위에 

능동적으로 참가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인종, 색, 종교 또는 신앙, 성별, 문벌이나 

빈부 또는 기타의 유사한 기준에 근거한 불리한 차별없이 인도적으로 대우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상기의 자에 대한 다음의 행위는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이를 금지한다.

  가. 성명 및 신체에 대한 폭행, 특히 모든 종류의 살인, 상해, 학대 및 고문.

  나. 인질로 잡는 일.

  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 특히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대우

  라. 문명국인이 불가결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법적 보장을 부여하는 정상적으로 구성된 법원의 사전재

판에 의하지 아니하는 판결의 언도 및 형의 집행.

2. 부상자 및 병자는 수용하여 간호하여야 한다. 국제적십자위원회와 같은 공정한 인도적 단체는 그 용

역을 충돌당사국에 제공할 수 있다. 충돌당사국은 특별한 협정에 의하여 본 협약의 다른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도록 더욱 노력하여야 한다. 전기의 규정의 적용은 충돌당사국의 법적지위에 영향

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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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 최소한의 필요한 보장조차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한다고 판단되면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등장한다.54) 이

때의 인간의 존엄은 보충적인 문제해결방법(Auffangsproblemlöser)이다.55)

인간의 존엄 논변에 대한 이러한 활용방법은 형법에서의 사회상규와 유사하다고 보인다. 

사회상규의 개념을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겠으나 형법의 임무는 법익보호와 함께 사회윤리적 

행위가치의 보호라고 설명56)하며 구성요건해당성을 제한하는 개념으로도 사회적 상당성이 

등장한다. 형법전에는 위법성조각사유와 관련해서 사회상규는 정당행위에 관한 제20조에 명

시되어 있는데, 체계적 해석상 위법성조각사유 전체를 관통하는 근거라고 이해되지만 실제로

는 다른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때 보충적으로 검토한다.57)

물론 인간의 존엄은 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회상규와 비슷하지만, 그 자체

로 불가침이므로 사회상규와 다르다고 보인다. 그러나 사회상규의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지

적58)에서 나타나듯이 형량불가능이라는 속성은 인간의 존엄을 구체적인 권리로 이해하는 방

식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인간의 존엄이란 기존의 다른 이익이 요청하는 것보다 특별하고 우

선적인 보호를 요한다는 생각을 관철하면, 이익형량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불가침의’ 인간

의 존엄이란 대항불가능한 개념으로 작용하게 된다. 형법에서 이익형량이 논의되는 긴급피난

을 생각해 보면 피난행위로 인해 보호되는 법익이 침해되는 법익보다 우월해야 한다. 이때 법

익의 우월성은 형법각칙의 개인적 법익에서의 규정순서에 따라 일응 판단할 수 있으며, 생명

은 다른 인격적 법익보다 우선하며 재산적 법익보다 우선한다. 만약 명예훼손을 존엄이라는 

법익으로 재구성하고 존엄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면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생명훼손도 긴급

피난으로 정당화될 수 있을지 모른다. 만약 존엄이 일종의 정신적 이익으로서 법익이라고 파

악하면 형법이론에서의 논의와 조화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며, 이를 피하기 위해 존엄의 범위

를 재구성하면 그 범위가 축소될 위험성이 존재한다.

54) 이 결정을 보면 헌법재판소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기본권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 분명하다.

5.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제한되는 기본권(강조; 발표자)
이 사건 수용행위로 인하여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수용행위로 인하여 행복추구권, 인격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주장
도 하고 있으나, 위 기본권들의 침해를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침해를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에 포섭될 수 있으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55) Nettesheim, JZ 2019, 8.
56) 이재상･장영민･강동범, 형법총론(제9판), 박영사, 2018, 1/13.
57) 김성돈, 형법총론(제5판),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8, 271면.
58) 사회상규를 ‘국민인간의 건전한 도의적 감정’이나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으로 이해하면 고도의 추상성 때문에
법관의 자의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성돈, 형법총론, 343면.



Presentation 03 Session Ⅲ

인간 존엄과 가치의 형사사법적 실현  319

(4) 권리로서의 인간의 존엄의 이해

인간의 존엄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간존엄에 관한 특정한 개념에서 출발하여 보

호범위를 연역적으로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존엄이 침해된 경험에서 귀납적으로 그 의미

를 찾는 방법이 낫다고 보이며 이를 규범적 시각이라고 부를 수 있다.59) 노예제도나 잔인한 

고문, 대량학살 등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사안이 존재한다고 보이며, 그러한 사안의 존재로

부터 침해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인간의 존엄이 존재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떠한 

사안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회구성원의 규범적 이해에 기반한다. 인간의 존엄성이란 지성

이나 푸른 눈처럼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소유’할 수 있는 속성이 아니라, 상호인정이라는 

상호인격적 관계에서만, 그러니까 인격 상호간의 평등한 관계에서만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불

가침성’을 말한다.60)

그리고 인간의 존엄은 단순한 객관적 가치질서가 아니라 개인의 주관적 권리라고 본다. 인

간의 존엄의 속성이 헌법이념의 핵심이며 최상의 법가치라고 보는 동시에, 모든 인간은 인간

으로서 존엄하다고 보면서 이를 자신의 권리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면 모순이다. 그

리고 애초에 침해할 수 없는 실체라면 규범적으로 보호할 필요성도 없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다.61) 

다음으로 인간의 존엄은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이중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네테스

하임(Nettesheim)의 설명처럼 두 가지 방법으로 작용한다고 보인다. 헌법재판의 차원에서는 인

간의 존엄은 한편으로는 전체의 헌법질서를 받치는 기능을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특히 기본

적이거나 윤리적으로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기본권보호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이용된다. 인간

의 존엄이 권리라는 관점에서는 포괄적 권리로서 누락된 권리를 보충하는 기능과 추가적이고 

독립적인 특수한 권리로서의 기능을 구별하자고 설명한다.62)

2. 형법과 헌법의 관계

형법 역시 인간의 존엄을 보호하는 수단이다.63) 인간의 존엄성 보호는 우리 형법의 기초가 

되는 대전제인데, 이는 헌법의 자유권과 평등권의 존재내용이며 적법성원리의 핵심이다.64) 그

59) Neumann, ARSP 103(2017), 292.
60) 하버마스(장은주 옮김), 인간이라는 자연의 미래, 나남출판, 2003, 71면; Neumann, ARSP 103(2017), 299.
61) Neumann, ARSP 103(2017), 292.
62) 손제연, 법적 개념으로서의 인간존엄, 131면.
63) Kargl, Strafrecht, S. 61. 이재상･장영민･강동범, 형법총론, 1/13은 형법의 의무인 사회윤리적 행위가치의 보호는
사회에서 공존하는 타인에 대한 존중의 의사 자체를 보호하는 의미라고 설명한다.

64) 이용식, “형법에 있어서 인권보호-형법의 체계론적 검토를 중심으로-”, 형사정책 제14권 제2호(2002), 279면; “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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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법익보호라는 형법의 임무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10조 제2문에서 비롯된다.65)

형법의 임무는 법익보호라고 전통적으로 이해하고 있었으나 헌법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면

서 독일에서는 다른 방향의 논의가 전개되었다. 티데만(Tiedemann)은 헌법과의 관계를 논의하

면서 형사정책과 형법도그마틱을 구별한다. 헌법은 형사정책에 ‘지침과 자극’을 주는 방법으로 

영향을 끼치고 형태를 형성하는 반면에, 형법도그마틱은 형법이론과 형사판례의 관심사로서 

개별법의 영역으로 형사법원의 관할로 형법도그마틱의 근본문제는 제한된 범위에서만 헌법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66) 라고드니(Lagodny)는 형법규범에 대한 독일연방헌법재판소

의 논의를 수용하여, 입법자에게 넓은 입법재량이 존재하기 때문에 형법의 법익이론은 큰 의미

가 없고67) 규범의 보호목적이 아니라 비례성원칙이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형법적인 불법판단은 가령 행정법적 조치와는 달리 미래의 효과만이 아니라 과거의 행위

에 대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질적인 차이가 있으나 형법은 국가가 법익보호를 위해 동원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므로 비례성원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점은 분명하다.68) 하지만 국가

형벌권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에 대한 해결의 두 가지 방향, 즉 그 정당성을 담보해줄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모색하는 측면과 형벌권의 행사와 적용에 헌법적 제한을 가하는 측면에서 비

례성원칙은 후자의 영역에서 주로 기능하는 반면 형법에 대한 제한을 위해서는 책임성, 보충

성, 단편성, 겸억성 등 형법 내재적 제한요소들이 동원된다.69) 비례원칙의 적용을 위해서는 

형량이 필요한데 그를 위해서는 보호되는 이익이 전제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법익이론과 헌

법은 연결된다.70)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보호를 위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 이상의 보호

조치를 취했는가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사에서는 과소보호금지원칙71)이 적용되는데, 

법익 개념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서는 이 원칙을 구체화할 수 없다.72) 나아가 헌법의 가치질서

는 형법을 통해 어떠한 법익을 보호해야 하는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기본권의 배후

에 위치한 개개인의 이익은 형법에 의해서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성 원칙을 통해 본 형법과 헌법의 관계”, 형사법연구 제25호(2006), 34면.
65) 이상돈, 형법강론(제2판), 박영사, 2017, 6면.
66) Tiedemann, Verfassungsrecht und Strafrecht, C.F.Müller 1991, S. 6.
67) Lagodny, Strafrecht vor den Schranken der Grundrechte, S. 424ff. 이 논의를 따른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근친상간
죄 결정에 관하여 Greco, Was lässt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von der Rechtsgutslehre üblig? ZIS 5/2008. 235.
Hassemer, Darf es Straftaten geben, die ein strafrechtliches Rechtsgut nicht in Mitleidenschaft ziehen? in:
Hefendel/Hirsch/Wohlers (Hrsg.), Die Rechtsgutstheorie, Nomos 2003, S. 56도 참고.

68) Baumann/Weber/Mitsch/Eisele, Strafrecht Allgemeiner Teil, 12. Aufl., Gieseking 2016, 2/17.
69) 이용식, “비례성 원칙을 통해 본 형법과 헌법의 관계”, 35-36면.
70) Baumann/Weber/Mitsch/Eisele, Strafrecht AT, 2/18.
71) 그에 관하여 이부하,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와 과소보호금지의 원칙”, 인하대학교 법학연구 제17집 제2호(2014), 55면.
72) Hassemer, Die Rechtsgutstheorie, S.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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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혐오범죄 규율의 전제 

인간의 존엄이 권리이며, 헌법과의 관계에서도 형법이론이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

였다. 아래에서는 인간의 존엄을 혐오범죄에 관한 형법의 규율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지 

검토해 보겠다. 

가. “인간의 존엄성을 실정법의 원리, 개념 및 규범으로 개념화시키는 것만이 존엄성의 보

장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는 것, 다시 말해 인간인 모든 이의 자유와 평등에 대한 적절

한 이해를 허용한다”73)는 주장은 경청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언뜻 보면 인간의 존엄이 

명문화되지 않으면 보호되지 않는다는 선언처럼 보여 ‘어떤 사람들을 놀라게 할지도 

모르는’ 이 주장의 배경에는, 인권이 전(前)실정적 효력을 갖는 이유는 인간의 ‘본성’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이라는 근본적인 가치와 기저로서의 규범, 그리고 그 규범

이 법률로서의 인권과 기본권으로 구체화되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깔려있다.74) 구체화

되는 형태로서의 실정법의 원리, 개념, 규범에는 형법이론에서의 법익도 해당된다.

나. 이미 형법이 어떠한 구성요건에서 보호하고 있는 법익이라면 인간의 존엄을 보호하겠

다는 명목으로 새롭게 그에 대한 구성요건을 창설할 필요는 없다.75) 보호법익이 없는 

범죄는 없다고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헌법의 기본권은 형법이론에서는 법익을 

통한 논의로 실현되기 때문이다. 만약 인간의 존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어떠한 처벌

규정이 존재한다면 과연 이익형량이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발생할 것이며76) 이익형량

이 가능하다고 본다면 불가침성과의 관계가 문제되는데 형법은 생명 이외에는 이익형

량에 관한 정교한 이론을 개발하지 못하였다.77)

다. 어떠한 행위를 불법이며 범죄라 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여 이를 규제할 것인지의 

문제는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회와의 상호관계를 함수로 하여 시간과 공간에 따라 그 

결과를 달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은 그 사회의 시대적인 상황･사회구성원들의 

73) 잔트퀼러,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도덕적 권리의 실정법적 변형”, 168면.
74) Sandkühler, Einführung, in: ders. (Hrsg.), Menschenrechte in die Zukunft denken, Nomos 2009, S. 26.
75) 같은 설명으로 Nettesheim, JZ 2019, 10.
76) 이때의 인간의 존엄은 실제로는 규칙이 아니라 원리라고 이해될 것이다. 페터스(정종섭･박진완 옮김), “규칙과 원
리로서의 기본권”, 서울대학교 법학 제43권 제4호(2002), 322면.

77) 독일형법 제130조의 불처벌과 관련해서는 제7항에서 언급하는 소위 사회상당성조항(제86조 제3항)이 논의되는데
제86조 제3항은 위헌조직선전물 반포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을 배제하는 사유로 독일의 통설은 이해한다. NK-StGB-
Paeffgen, § 86 Rn. 38. 제130조가 명예훼손죄와 비슷한 측면이 있으나 명예훼손죄에 대한 제193조(정당한 이익의
옹호)는 이 죄의 위법성조각에 원용할 수 없다고 설명하며(NK-StGB-Ostendorf, § 130 Rn. 40) 모욕죄에 관한 설
명에서 긴급피난의 예를 들기는 한다(NK-StGB-Zaczyk, § 185 Rn.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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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 등에 의하여 결정될 수밖에 없으며, 기본적으로 입법권자의 의지 즉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입법권자의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한다.78) 공동생활에서 나의 자유의 한계가 

타인의 권리라는 점은 부연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그런데, 형법의 법률유보 원칙뿐만 

아니라 형법이 규정하는 내용을 본질적인 부분에 제한해야 한다는 것도 인간의 존엄에

서 도출되는 요구이다.79)

라. 정치적인 토론의 대상이 되며 법률적으로 금지되는 행위가 모두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

는 것은 아니다.80) 혐오범죄에서는 혐오표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모욕죄

와 연결되어 논의되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을 사회적인 존중요구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인격권에서 도출되는 수많은 존중요구, 가령 타인의 생명이

나 신체, 자유 등을 침해하면 안 된다는 등의 존중요구 중 하나로서 누구나 공동생활을 

하는 구성원 모두에게 지는 의무이다.81) 동일한 문제상황에 대하여 법영역에 따라 일

반적 인격권, 기본권, 명예 등의 서로 다른 개념을 이용해 설명하고 있기는 하나82) 명

예나 일반적 인격권에 대한 어떠한 침해가 곧바로 인간의 존엄의 훼손이 되는 것은 아

니다. 인간의 존엄이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출발하면 인간의 존재의 

핵심영역을 침해한 경우에만 존엄의 훼손이라고 보아야 한다.83)

III. 맺으며 

타인에 대한 혐오나 증오와 같이 적대적 감정을 표출하는 혐오표현은 그 내용이 타인이 

속한 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감정을 내포함으로써 차별적 혐오표현이 된다. 

위 II. 3에서의 논의를 충족시킨다는 전제에서 차별적 혐오표현은 형법전에 규율할 수 있

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므로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가치판단의 표시가 공연히 이루어질 

때 그 사람의 사회적 가치는 침해되고 사회의 가치가 침해됨에 따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생

활하고 발전해 나갈 가능성도 침해받게 될 뿐만 아니라, 특히 현대사회에서 미디어와 정보통

78) 헌법재판소 2011. 6. 30. 선고 2011헌바199결정.
79) Kargl, Strafrecht, S. 61.
80) Nettesheim, JZ 2019, 10.
81) 졸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해석론 - 가중처벌요소와 공범을 중심으로 -”, 형사정책 제25권 제3호(2013),
95면. 나치스 당시 형법개정논의에서 명예에 대한 죄를 개인적 법익의 정점에 두어 생명에 관한 죄보다 먼저 규
정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같은글, 76면.

82) Seelmann, Rechtsphilosophie im 21. Jahrhundert, 419.
83) Greco, ZIS 5/2008. 238; Hörnle, Grob anstössiges Verhalten, S.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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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모욕적 행위가 쉽게 전파될 수 있고 그러한 행위가 초

래할 수 있는 피해가 과거에 비하여 극심하며 피해 회복 또한 쉽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

면 모욕 행위에 엄정한 책임을 묻기 위하여 과태료 등 보다 경미한 제재가 아닌, 피해자의 고

소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형사처벌을 그 제재 수단으로 선택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인 것으로

서 국가형벌권 행사에 관한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헌법재판소의 

모욕죄 헌법소원도 이러한 생각의 근거가 될 수 있다.84)

혐오범죄에 대한 처벌을 한다고 할 때에도 그에 대한 처벌은 형법의 원칙에 따를 필요가 

있으며85) 구체적으로는 혐오표현 중 증오선동이 입법의 대상이 될 것이다.86) 외국의 입법례

로는 제국형법 시대에는 계급투쟁의 선동을 처벌하는 조문이었던87) 독일형법 제130조88)나 

그와 비슷한 규정인 스위스형법 제261조bis또는 캐나다형법 제318조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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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와 훈육에서 포용과 후원으로

- 핀란드 사례를 통해 본 교정정책의 새로운 전망*1)-

김 형 주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전임연구원

I. 문제제기

구금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구금시설에 가두어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강제 처분을 의

미한다. 구금은 감옥이라는 장치를 통해 범죄자를 징벌하고 개조하는 강력한 형벌 방식으로 

기능하는데, 특히 19세기 말 감옥의 구금 기술이 정교화 되면서, 대중들은 감옥이 효과적인 

통제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고 더욱더 확신하게 되었다. 그러나 감옥을 통한 구금이 어떻게 작

동하는지 어떤 효과를 생산하는지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한다. 감옥이 높다란 담장과 쇠창살

로 그것을 보이지 않게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감옥은 범죄가 발생하거나, 범죄자에게 

선고되는 형벌이 논란이 될 때만 호명될 뿐이다. 구금은 감옥 속으로 사라졌고, 감옥 내부의 

구조나 죄수들의 삶은 잊혀진지 오래다. 그런 의미에서 구금은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구금은 가장 믿음직한 형벌방식으로 간주되고 있다. 범죄를 저지

른 범죄자는 감옥에서 오랫동안 구금되어야 한다. 구금을 통한 형벌, 이것은 우리에게 돌이킬 

수 없고, 반박 불가능한 하나의 확고한 믿음이 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믿음이 구금에 대해 알지 못한 채 그저 상상으로 구성되었다는데 있다. 우

리는 범죄자를 구금함으로써 그를 처벌하고 또 다른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지만, 정말로 구금

이 그러한 효과를 생산하는지 알지 못한다. 또 다른 문제는 이러한 믿음이 구금에 관한 진지

한 성찰과 이론적 논의를 가로막는데 있다. 잔혹한 범죄 뒤에 뒤따르는 논쟁은 형의 기간이 

적절한가에만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무기징역과 같은 장기형 혹은 사형과 같은 극단적인 형

이 선고될수록 대중들은 안도한다. 범죄자의 폭력은 용인되지 않지만 사회적으로 혹은 대중

적으로 죄수에게 가해지는 가혹한 형벌에 대한 정당성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감옥에 오

랫동안 구금하면 범죄는 처벌되고 예방되는 것인가? 구금이 실제로 그런 기능을 하는가? 라

는 질문은 금기시될 뿐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구금의 문제를 감옥제도를 통해 접근하고자 한

1)* 이 글은 박사논문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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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금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서 한걸음 물러나, 구금의 작동방식과 죄수

들의 삶을 수면 위로 끌어 올려 구금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성찰해보고자 한다. 

사회에서 범죄와 범죄자를 다루는 방식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적 경험 등 여러 요

인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각국의 형사제도는 매우 다양한 형태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문화권별로, 사회체제별로, 혹은 지역별로 공통된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 “법학자들은 동일한 계통에 속하는 법질서를 법체계(legal system, Rechtssystem), 법가족

(family of law, Rechtsfamilie), 법권(Rechtskreis) 혹은 법문화(Rechtskultur)라고 부르며 구분하고 

있다.”1)

구체적으로 법계는 학자들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되고 있는데, 특히 “쯔바이케르트-쾨츠

(Zweigert-Kötz)는 ①법질서의 역사적인 유래와 발전, ②그 법질서에 있어서의 지배적인 특수

한 법학적 사고방식, ③특히 특징적인 법적 제도들, ④법원(法源)의 성질과 그 해석, ⑤이데올

로기적 요인들의 다섯 가지로 법계를 구분한다. 그들에 따르면 세계의 법권은 라틴법권

(romanischer Rechtskreis), 독일법권(deutscher Rechtskreis), 북구법권(nordischer Rechtskreis), 영미

법권(Rechtskreis des Common Law od. anglo-anerikanischer Rechtskreis), 극동법권(femöstlicher 

Rechtskreis), 이슬람법권(islamischer Rechtskreis) 및 힌두법권(Rechtskreis der Hindu-Rechts)의 8

개의 법권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는 현대 비교법학에서 가장 세련된 법계론으로 인

정받고 있다.”2)

여기서 이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북구법권이다. 북유럽은 형벌에 관한 태도에서 다른 법권

과 극명하게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극동법권과 이슬람법권을 포괄하는 

아시아, 구체적으로 중국과 싱가포르, 이슬람 문화권 일부에서는 신체형을 통한 형벌을 추구하

고 있다. 반면 서구 국가들은 신체형보다 구금형을 선호한다. 특히 영미법권의 국가들은 대규

모 구금을 선호한다. 영어권 국가들의 인구 10만 명 당 죄수의 비율은 뉴질랜드가 214, 영국의 

잉글랜드와 웨일즈 146.4, 스코틀랜드 142.4, 미국 666, 캐나다 114, 호주가 172에 달한다.3) 

하지만 북유럽은 신체형을 추구하지 않으며 구금을 통한 형벌 역시 지양한다. 북유럽은 

“구금을 확대하기보다 형사제재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법 앞의 평등을 강조하는 신고전주의적 

원칙을 대폭 수용하고 일반예방을 강조하며, 오히려 특수 구금시설을 폐지한다. 마찬가지로 

형법개정을 통해 자유형에 대한 대안을 추구하고 죄수의 권리를 확대하는 등 선진적인 교정

정책을 보여주고 있다.”4) 북유럽 여러 국가들 중에서 핀란드는 죄수의 비율이 가장 낮을 뿐만 

1) 최종고, 아시아법의 법계와 체계, 아시아법제연구, 법제연구원, 2004, 2면.
2) 최종고, 주 2)의 논문, 8-9면.
3) www.prisonstudies.org

4) 한인섭, 북구의 형사정책 연구: 형벌 및 행형의 이론과 실제, 지역연구 3권 2호, 1994, 205-25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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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매우 혹독했던 구금 방식을 단기간에 북유럽식 제도로 탈바꿈시켰다는 점에서 특이

하다. 핀란드는 처음부터 다른 북유럽 국가들의 감옥제도와 비슷한 제도를 표방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핀란드의 죄수 비율은 20세기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높았고, 1990년에 비

로소 이웃국가들과 비슷해졌다.5)” 1960년대까지 감옥에서 죄수들은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비

인도적인 처우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었다.6) 

그러나 핀란드는 1960년대에 북유럽식 형사제도를 받아들이면서, 구금을 지양하면서 감옥 

조건을 개선했다. 핀란드는 1960년대 후반의 감옥개혁 운동과 북유럽 형사정책 관계자들의 

협력을 통해 죄수의 수를 대폭 줄이고, 죄수의 인권을 개선시켜나갔다. 여러 차례의 감옥법 

개정을 통해 1970년대에는 수용조건의 개선되었고, 80년대에는 복지정책이 교정정책과 결합

되었으며, 90년대에는 죄수의 인권뿐만 아니라 기본권(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까지 보장

되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죄수의 약물문제에 대해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인도적’ 교정정

책의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7)

이처럼 핀란드의 감옥제도는 북유럽 문화권 안에서도 특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연구

는 핀란드의 구금 방식과 한계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구금의 문제를 재성찰하고자 한다. 구

체적으로 이 연구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핀란드 감옥에서 구금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둘째 핀란드 구금 방식의 한계는 무엇인가? 셋째, 구금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Ⅱ. 연구방법과 자료

핀란드는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인도주의적인 감옥제도를 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연구에서 핀란드의 감옥제도가 연구대상이 된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것이 정말로 인

도주의적인지, 감옥의 외양과 내용만 바뀌었을 뿐 결국 기존과 다를 바 없는 것인지 구체적으

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2014년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약 3년 동안 핀

란드에 거주하면서 연구 자료를 수집했다. 2015년 7월에는 핀란드 뚜르꾸(Turku)의 구(舊)감옥

을 방문하여 감옥 내부를 둘러보고 사진을 촬영했다. 뚜르꾸 감옥은 2007년 건물을 신축하여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였는데, 이 후 구(舊)감옥의 일부가 일 년에 한 차례씩 시민들에게 개방

5) Von Hofer, H. & Lappi-Seppälä, T. & Westfelt, L, Nordic Criminal Statistics 1950-2010, Summary of a report.
8th revised edition. Stockholms universitet. Kriminologiska institutionen, Rapport 2012:2, 2012, 16면.

6) Honkala, K, “YK:n ihmisoikeudet vankiloihin!. Marraskuun liikkeen suomalaisen kontrollipolitiikan kritiikki,
1967-1972”, 2011 참조.

7) 김형주, 핀란드에서 구금 방식의 전환과 함의: 1975년-2015년, 감옥법 개정을 중심으로-, 형사정책 제31권 제1호,
2019, 249-28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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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었다. 다행히 구(舊)감옥은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있었고, 감옥의 구조와 공간을 이해

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또한 핀란드 투르쿠 대학(Turun Yliopistio)과 오보 대학(Åbo 

Akademi), 헬싱키 대학(Helsingin Yliopisto)의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거나, 헬

싱키 대학의 범죄학 및 법정책 연구소 연구자와 엠네스티 관계자와 접촉하여 관련 사항을 파

악했다. 여기서 수집된 자료는 주로 감옥법8)과 감옥규칙, 정부와 의회의 제안서, 옴부즈맨의 

조사 보고서 등 공식적인 기록물과 감옥제도와 죄수들의 경험에 관한 논문과 브로셔, 신문과 

잡지, 그리고 영상과 사진 자료 등이다. 따라서 연구는 수집 문헌들을 분석하는 방법을 통해 

핀란드의 구금에 접근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핀란드 감옥의 구금 방식을 분석하는데 감옥법과 감옥규칙이 주되게 활용되었

다. 핀란드에는 총 26개의 감옥이 있는데 각 감옥은 규칙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또한 거의 

모든 감옥이 최근의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규칙을 개정해 놓았다. 이외에 감옥제도 전반에 

관한 자료는 대부분 형사제재본부 사이트(www.rikosseuraamus.fi)를 통해 수집하였다. 형사제재

본부는 감옥규칙을 비롯한 교정제도 전반에 관한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고, 

2000년대 이후 매년 연차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자료실과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어서 많

은 자료를 활용할 수 있었다. 특히 2017년은 핀란드의 근대적 교정제도가 확립된 지 150주년

이 되는 해였기 때문에 본부는 교정제도의 역사에 관해 풍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구금의 작동방식과 한계를 파악하는데 죄수들을 인터뷰한 논문과 보고서, 신문과 

잡지, 영상 자료와 옴부즈맨 보고서 등을 활용했다. 특히, 핀란드 감옥과 관련된 영상자료와 옴

부즈맨 자료는 감옥 내부와 죄수의 경험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영상들은 핀란드 

감옥 연구자들과 KRIS(Criminals’ Return Into Society) 각 지부 관계자들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확보한 것이다. 이 연구는 수집한 자료를 중심으로 핀란드에서 구금의 작동방식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핀란드 감옥의 규율과 그것이 행사되는 방식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Ⅲ. 핀란드 감옥 제도와 구금 방식

1. 감옥 제도

핀란드에는 총 26개의 감옥이 있다. 형사제재본부는 남부와 서부, 동북부 세 지역으로 관

할지역을 구분하고 있는데, 감옥은 이들 지역에 각각 6개와 8개, 그리고 12개가 위치해 있다. 

형사제재본부가 이런 식으로 지역을 구분한 이유는 남부 지역은 수도(헬싱키)가 위치에 있는 

8) 감옥법은 1974년 1995년, 2005년, 2015년 안이 수집되었고, 이 연구에서는 2015년 개정법을 주로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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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의 수도권으로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서부 지역은 스웨덴 언어를 쓰는 핀란드 

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동북부 지역은 면적은 넓으나 숲과 호수가 많고 

북극권에 가까운 탓에 기온이 낮아 작은 도시들이 분산되어 있으며 인구수 역시 적어 이런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

2017년 현재, 죄수의 66%가 폐쇄형 감옥에, 34%가 개방형 감옥에 수감되어 있으며(RISE, 

2017: 11), 폐쇄형 감옥보다 더 자유로운 조건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간주되는 죄수(경범죄자, 

청소년죄수, 모범수, 가석방 대기자 중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하고 규정을 잘 지킬 것으로 

판단되는 죄수)가 개방형 감옥으로 이송된다. 남성과 여성은 감옥 내 별도의 시설에 분리 수

용되며, 함멘린나(Hämeenlinna) 부근에 위치한 바나야(Vanaja) 개방형 감옥은 죄수가 자신의 

아동과 머무를 수 있는 가족사동이 있다. 죄수는 감옥에서 매일 음식과 의복을 지급받고, 감

옥 규정과 보안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복을 입을 수 있다. 죄수가 사복을 입고자 한다면 관리

는 스스로 해야 한다.9) 

<표 3-1>에서 보듯이 핀란드에는 총 26개의 감옥이 있고 이중 12개의 폐쇄형 감옥과 3개

의 폐쇄형과 개방형이 병존하는 감옥, 11개의 개방형 감옥이 있다. 폐쇄형과 개방형이 병존하

는 감옥 중 요껠라와 바싸 감옥은 폐쇄형 감옥 안에 별도의 사동으로 개방형 감옥이 있고, 싸

따꾼따 감옥은 폐쇄형과 개방형이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폐쇄형과 개방형을 포함한 모든 

감옥은 주로 남성 죄수를 수용하고 있다. 이 중 규모가 가장 큰 것은 수도에 있는 헬싱키 감

옥으로 총 232개의 수용거실(전체 감옥 평균 수용거실 수 111개)이 있다. 여성 죄수는 폐쇄형 

감옥의 경우 함멘린나, 쀠하셀까, 그리고 바싸 감옥에서 수용하고 있으며, 함멘린나 감옥은 여

성 죄수 전용 감옥으로, 전체 여성 죄수의 상당수(약 60%)를 수용하고 있다. 개방형 감옥의 

경우 바나야 감옥이 여성 죄수를 수용하고 있다. 여성 죄수는 2017년 현재 총 죄수의 8%, 년 

평균 230명이 있다.10)

9) Rikosseuraamuslaitos, Rikollisuuden ja rikosten uusimisen vaheneminen laskivat rikosseuraamusasiakkaiden maar
aa. 2015. 3. 26. http://www.rikosseuraamus.fi/fi/index/ajankohtaista/tiedotteetjauutiset/2015/03/rikollisuudenjarikost
enuusimisenvaheneminenlaskivatrikosseuraamusasiakkaidenmaaraa.html, 2018. 8.18 검색. 참조.

10) RISE, Criminal Sanctions Agency Statistical Yearbook 2017, 201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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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핀란드 26개 감옥과 규모

감옥유형 지역 감옥명 수용거실 수
평균죄수 수
(2017년)

폐쇄형

남부

헬싱키(Helsinki) 232 250

반따(Vantaa) 183(구치 및 이송) 201

리히마끼(Riihimäki) 223 214

서부

함멘린나(Hämeenlinna) 112(여성) 91

뀔마꼬스끼(Kylmäkoski) 113 123

뚜루꾸(Turku) 255 276

동북부

꾸오피오(Kuopio)
93

/20(석방대기실)
94

/24(석방대기자)

미껠리(Mikkeli) 110 117

오울루(Oulu) 80 82

뻴소(Pelso) 58 57

쀠하셀까(Pyhäselkä) 87(남녀) 83

쑤께바(Sukeva) 181 175

폐쇄형과 
개방형 
병존

남부 요껠라(Jokela)
84(폐쇄)
/40(개방)

96(폐쇄) 
/48(개방)

서부

싸따꾼따(Satakunta)
: 꼬위리오 지역(Köyliö, 폐쇄형)

  후이띠넨 지역(Huittinen, 개방형)

73(폐쇄)
/107(개방)

총 157

바싸(Vaasa)
58(폐쇄, 남녀)
/12(개방, 남성)

총 75

개방형

남부
수오멘린나(Suomenlinna) 100 137

께라바(Kerava) 94 101

서부

바나야(Vanaja) 60(여성)/10(가족)/40(남성) 총 126

까위라(Käyrä) 73 67

비뿔라(Vilppula) 73 84

동북부

유카(Juuka) 40 42

께스틸라(Kestilä) 46 51

라우까(Laukaa) 59 61

나라야르비(Naarajärvi) 101 97

쑬까바(Sulkava) 48 53

윌리또르미오(Ylitormio) 40 40

총계
1,962(폐쇄)
943(개방)

2,040(폐쇄)
922(개방)

※ 출처: Rikosseuraamuslaitos, 2018.11.24 자료를 재구성

<표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옥에서 수용거실의 수와 평균 죄수의 수는 거의 차이가 나

지 않는다. 대부분 평균 죄수의 수가 수용거실의 수를 초과하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다. 이것



352  Criminal Justice for Human Dignity and Values

은 죄수들이 대부분 독거생활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심지어 리히마끼, 함멘린나, 싸따꾼

따, 바나야 까위라 감옥은 수용거실의 수보다 년 평균 죄수의 수가 더 적다. 이는 핀란드가 구

금을 지양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넘쳐나는 죄수들로 감옥의 조건이 열악해 지고 있

는 미국이나 감옥을 신축하고 있는 한국과는 대조적이다.

2. 구금 방식

가. 배제하거나 포용하는 구금 방식의 혼용11)

핀란드는 감옥에서 배제하는 구금 방식(폐쇄형 감옥)과 포용하는 구금 방식(폐쇄형 감옥 

일부 사동, 개방형 감옥)을 적절하게 배합하면서, 포용하는 구금 방식을 폭넓게 활용하고 있

다. 배제하는 방식은 죄수를 훈육이 필요한 위반자로 보면서 엄격한 감옥 규율을 강제하지만 

포용적인 방식은 죄수를 보호와 후원이 필요한 약자로 보고 느슨한 규율을 통해 죄수를 관리

하는 특징이 있다. 첫째, 배제하는 방식은 폐쇄형 감옥에서 시행되고 있다. 폐쇄형 감옥에서 

죄수는 사회와 분리된 시설에서 짜인 규율체계 안에 격리되고 분류된다. 죄수는 정해진 시간

표에 따라 노동과 활동을 해야 한다. 감옥에서 통제는 크게 분류, 시간과 동작, 그리고 보건과 

징벌의 형태로 가해진다. 먼저, 감옥은 죄수가 도착하는 즉시 일정한 절차를 거쳐 분리 수용

한다. 이 후 평가센터에서 죄수에 대한 평가와 형기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치료와 활동을 

진행한다. 각 감옥은 죄수를 수월하게 통제하기 위해 사동 혹은 사동 내의 공간을 분리하여 

운영한다. 분류를 통해 교정담당자는 죄수를 서열화하여 다르게 처우함으로써 죄수를 순종하

게 한다. 또한 감옥은 죄수를 분류할 뿐만 아니라 감옥의 시간에 포박한다. 감옥은 공간을 구

획하고, 죄수를 구분할 뿐만 아니라 시간을 세분화하여 그 속에 죄수를 편입시킨다. 죄수에게 

시간은 정해진 채로 주어져 있을 뿐이다. 죄수는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밥을 먹고, 노동해

야 하며, 정해진 시간에 취침한다. 죄수는 범죄행위에 대한 참회와 반성뿐만 아니라 근면한 

시민으로 거듭나야 한다. 

또한 감옥에서 죄수는 건강해야 한다. 핀란드 감옥의 목표는 죄수의 사회복귀에 있다. 사

회복귀는 죄수를 노동과 교육에 참여시키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죄수가 육체적･정신적

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사회복귀에 지장이 생긴다. 

형사제재본부는 죄수가 사회복귀 준비를 하지 못한 채 석방된다면 다시 범죄를 저지를 우려

11) 이 절은 핀란드 감옥법과 감옥규칙을 참조하여 요약한 것이다. 폐쇄형 감옥의 사동 공간 구획은 Arkkitehdit MV
oy, Oulun Vankila Rakennushistorian Selvitys, 2011, 6/20면을 참조하고, 사동 내 죄수의 분리 수용은 Helsingin
감옥 규칙 12장을 참조. 핀란드의 포용적인 구금방식, 특히 개방형 감옥의 사례는 김형주, 핀란드 개방 교도소의
기원과 구금방식, 교정연구 제28권 제4호, 203-23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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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수의 건강 유지가 중요하다. 특히 핀란드 감옥은 인도주의와 정

상성의 원칙을 표방하기 때문에 죄수에게 적절한 식사와 운동, 치료와 재활의 기회를 제공한

다. 마지막으로, 감옥은 죄수에게 징계를 부과한다. 분류와 시간, 그리고 보건이 죄수의 신체

에 간접적으로 개입하여 규율의 관계망 속으로 편입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면, 징계는 죄수에

게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여 규율을 강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방식들이 핀란드에서 

구금의 작동을 보증한다.

둘째, 핀란드는 포용적인 구금 방식을 광범위하게 사용한다. 포용적인 구금 방식은 폐쇄형 

감옥의 일부 사동(여성과 아동 거주 사동, 약물문제 죄수 거주 사동)과 개방형 감옥에서 사용

되고 있다. 감옥에서 죄수는 아동와 함께 생활할 수 있으며, 그들의 생활조건과 방식은 사회

의 그것과 거의 부합한다. 특히 아동의 조건은 감옥 당국의 규율에 앞서 고려된다. 따라서 아

동이 구금을 재편한다. 약물문제가 있는 죄수 역시 별도의 사동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활

동과 시간을 보장받는다. 다양한 프로그램은 외부와 협력 속에서 마련되고, 죄수는 프로그램

을 통해 자신의 주체성을 키워간다. 이와 같은 방식은 ‘중간처우시설’인 개방형 감옥에서 두

드러진다. “개방형 감옥에서 죄수는 일반 주택과 비슷한 외관의 숙소에서, 사복을 입고 (필요

할 경우) 외부로 나가 노동하고 교육을 받는다. 죄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 받고, 임대

료를 내며,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한다. 죄수는 제한적이지만 인터넷과 휴대전화, 그리고 소셜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자유 시간에는 취미생활을 즐기고, 때때로 견학이나 소풍을 나가

기도 한다. 그리고 이들은 2개월마다 3일 간의 휴가를 갖는다.”12)

나. 배제하거나 포용하는 구금 방식의 비교

핀란드 감옥에서 구금 방식은 죄수를 외부로부터 얼마나 배제하는가 혹은 포용하는가에 

따라 일정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물론 이 같은 비교는 상대적이다. 배제하는 구금 방식 역

시 일과 시간 이외에 수용거실에서 사복착용을 허용하고 양질의 식단과 온라인 교육을 제공

하고 있으며 이메일과 흡연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과 비교했을 때에도 상당히 

진전된 방식이다. 다만 포용하는 구금 방식에 비해 격리와 규율의 정도가 높을 뿐이다. 이 절

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감안하면서 두 방식을 비교한다. 이는 배제와 포용의 정도 및 실제 내

용에 따라 비교할 수 있다. 먼저 배제와 포용의 정도는 <표 3-2>와 같다.

12) 김형주, 핀란드 개방 교도소의 기원과 구금방식, 교정연구 제28권 제4호, 2018, 2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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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배제하는 방식과 포용하는 방식의 비교13)

구분 배제하는 방식 포용하는 방식

시설과 보안 담장과 철책을 통한 완전한 격리 경비가 없는 일반주거시설

규율의 정도 강함 약함

활동의 종류와 방식 한정적, 내부 활동 다양함, 외부 활동

죄수의 자율성 적음 많음

죄수의 외부 접촉 외부 접촉 제한 더 많은 외부접촉 허용

죄수에 대한 입장 훈육이 필요한 위반자 보호와 후원이 필요한 약자

<표 3-2>에서 보듯이, 배제하는 방식과 포용하는 방식은 시설과 보안, 규율의 정도, 활동 

종류, 죄수의 자율성, 죄수의 외부접촉, 죄수에 대한 입장과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죄수를 

배제하는 방식은 보안이 엄격한 시설에서 강한 규율을 통해 죄수를 훈육하고 자유를 제한하

고 있는 반면, 포용하는 방식은 경비가 없는14) 일반주거지와 같은 시설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

은 자유를 허용하고 있다. 경비가 없다는 사실과 외부 혹은 죄수 상호 간에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 구금 방식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구금은 외부 그리고 

죄수 상호 간의 격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높은 수준의 보안을 전제로 하는데 이 방식은 그

러한 양식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배제하는 방식은 죄수를 

훈육이 필요한 위반자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포용하는 방식은 죄수를 보호와 후원이 필요한 

약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중범죄를 저지른 죄수는 배제하는 방식으로, 경범죄

를 저질렀거나 중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형기를 채우고 사회복귀를 준비하는 죄수를 포용

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3-3>과 같다. 

<표 3-3> 배제하는 방식과 포용하는 방식의 구체적인 차이15)

13) 이 표는 형사제재본부에서 제공하는 각 감옥의 전경사진과 감옥 규칙을 바탕으로 그 특징을 요약한 것이다.

14) 시설과 죄수를 관리하는 직원이 있을 뿐이다. 

15) 이 표는 폐쇄형 감옥인 뻴소 감옥 일과표와 개방형 감옥인 수오멘리나 감옥 규칙과 DAY ORDER, 께라바 감옥 

규칙, 바나야 (여성)감옥 규칙, 헬싱키 감옥의 약물 사동 자료(C41 & C42)를 토대로 재구성한 것이다. 뻴소 감

옥 일과표는 Rauhamaa, Olli-Pekka. (2005). Vankien tiedontarpeet ja tiedonhankinta, Tampereen yliopisto, 

Informaatiotutkimuksen laito, 26-27면 참조.

구분
배제하는 방식 포용하는 방식

폐쇄형 감옥 개방형 감옥 엄마 아동(개방형)16) 약물(폐쇄형)

외관
담장과 철책 

위압적
전형적인 주택 

아파트형
전형적인 주택

폐쇄형 감옥 
내부 별도 구역

의복 죄수복 사복 사복 죄수복

운동
주 3회 2시간 여가 활동, 

주 1회 1시간 야외 
운동(뻴소감옥)

하루 약 7시간 자유 시간
(수오멘린나 감옥)

하루 최소 1시간 야외활동
하루 1시간 야외활동

(헬싱키 감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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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은 배제하거나 포용하는 구금 방식을 구체적으로 비교한 것이다. 배제하는 방식과 

포용하는 방식은 시설의 외관, 의복, 이동, 소통, 자유, 식사, 통제, 운동 모든 면에서 서로 다

르다. 다만 약물 죄수의 경우 폐쇄형 감옥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외관과 의복, 소통과 식사, 

통제와 운동에 관한 부분은 폐쇄형 감옥과 차이가 없다. 하지만 약물 죄수는 폐쇄형 감옥의 

사동 내 별도 구역에서 거주하고 있고, 폐쇄형 감옥의 죄수보다 1시간 늦게 기상하여 3-4시간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더 많은 자유 시간과 활동을 누린다. 일반적으로 폐쇄형 감옥의 죄

수는 하루 8시간 일하고 도서관 이용이나 종교 활동을 매일 할 수는 없지만, 약물 죄수는 그

것을 할 수 있다. 

<표 3-3>에서 보듯이, 배제하는 방식은 죄수에게 죄수복을 입히고, 이동과 의사소통, 물품 

소유를 제한하고 분류와 시간표, 징계를 통해 죄수를 통제한다. 하지만 포용하는 방식은 배제

하는 방식과 달리 죄수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자유와 시간을 허용한다. 이것은 특히 개방형 

감옥에서 두드러진다. 개방형 감옥에서 죄수는 사복을 입고 다른 죄수와 소통할 수 있으며 외

부로 출입할 수 있다. 그/녀는 휴대전화와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주 1회 외부 상점

에 들려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다. 개방형 감옥은 사회의 일반 조건과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시설의 외관과 구조는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 형태이고, 일과 시간 이외에 나머지 시간에 죄수

는 자유 시간을 갖는다. 물론 개방형 감옥도 짜인 시간표가 있고, 물품 소유에서도 제한이 있

다. 하지만 개방형 감옥에서 죄수는 자신의 일과표를 스스로 조직할 수 있고 폐쇄형 감옥보다 

더 다양하고 많은 물품을 수용거실에 비치할 수 있다. 배제하는 방식과 포용하는 방식의 차이

는 노동과 교육부분에서도 나타난다.  

 

16) 폐쇄형인 함멘린나 여성 감옥에도 엄마와 아동이 거주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수는 적다. 엄마･아동은 주로 바나야
개방형 감옥에 거주한다.

구분
배제하는 방식 포용하는 방식

폐쇄형 감옥 개방형 감옥 엄마 아동(개방형)16) 약물(폐쇄형)

이동
이동 제한 

무단 이동 금지
밤 10시 이전 이동자유, 허가 
후 외부 외출 (께라바 감옥)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원하는 시간에 이동 가능

폐쇄형의 다른 죄수 
보다 1시간 늦게 기상 

하루 3-4시간 정도 
활동 

다양한 프로그램과 
야외활동 참여 

흡연

소통
죄수 상호 간 
의사소통 금지

죄수 상호 간 
의사소통 허용

죄수 상호 간 
의사소통 허용

자유
물품 소유 제한

흡연 
흡연, 휴대전화, 소셜미디어, 

사회활동, 쇼핑
낮잠과 휴식  

아동의 조건이 결정

식사 공동 취식
일부 개방형 

죄수 직접 조리
죄수 직접 조리

통제 분류, 시간표, 징계
분류 없음, 시간표, 징계 

있으나 징벌방 없음
분류 없음, 시간표, 징계 

있으나 징벌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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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배제하는 방식과 포용하는 방식의 노동과 교육 비교17)

구분 공통점과 차이점 배제하는 방식 포용하는 방식

노동

공통점 목재(10/8), 금속(6/7), 부동산 (4/5), 청소(3/2), 자동차 수리(1/1)  

차이점

종류
세탁･봉제･수선(5), 인쇄(3), 주방보조(2),
자전거 수리(1), 조리(1) 

수공예(3), 농장(3)

시간 주당 35시간 주당 38시간 15분

보수와 
장소

교부금 지급, 내부 노동
임금지급, 세금 및 임대료 납부, 
외부 노동

교육

일반
교육

공통점 기초교육(11/4) 

차이점 교육프로그램 수의 차이 외에 다른 차이 없음

직업
교육 

공통점 금속(4/5), 경비(1/1), 목공(3/3), 자동차 정비(2/3), 조리(1/3), 건축(1/7)

차이점 의복･신발(2), 제본(2), 피부관리(1), 농업(1) 정보처리(2), 정원관리(2)

※ 표 설명: 이 표에서 포용하는 구금 방식은 개방형 감옥을, 세부 내용에서 괄호 안의 숫자는 배제하는 방식(왼쪽)과 포용하는 방식
(오른쪽)의 노동과 교육프로그램 수를 의미한다.

<표 3-4>는 배제하는 구금 방식과 포용하는 구금 방식의 노동과 교육 활동의 종류와 수를 

보여준다. 먼저 노동의 종류와 수는 양측 모두 비슷하다. 노동은 가구조립이나 금속 패널 제작 

등 목재와 금속을 이용한 노동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건물관리나 건축과 같은 부

동산 관리가 뒤를 잇고 있다. 포용하는 방식에서 수공예 노동을 제공하는 것은 개방형 감옥이 

죄수의 생산품을 일반인에게 직접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공예 노동은 죄수를 한 가지 일

에 집중시킬 수 있고 생산품이 판매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개방형 감옥에서 죄수는 

동물과의 교감이나 작물 생산 활동을 통해 정신적 안정과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고 말한다.18) 

노동 부분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보수와 장소에 있다. 배제하는 방식은 죄수에게 보수로 

교부금을 지급하고 주로 감옥 내부에서 노동하지만, 포용하는 방식은 죄수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해주고 죄수는 자신의 보수로 세금과 임대료(거주비)를 내며, 주로 감옥 외부(지역 사회)

에서 일한다. 죄수를 사회와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일반 조건과 다를 바 없이 

대우하고 사회인으로 활동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포용하는 방식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

준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교육의 면에서는 노동과 달리 종류와 수에서 양측이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포용

하는 방식에서는 기초교육, 즉 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 프로그램의 수가 배제하는 방식에 비

17) 이 표는 각 감옥의 규칙과 형사제재본부 웹사이트 제공자료, 그리고 Vankiloiden opetustarjonta 2016를 토대로 재
구성한 것이다.

18) A closer look at Finland's 'open prisons’, France 24 Focus, 2018.05.18, https://www.youtube.com/watch?v=0P2
8uBM0ryU. 2018. 11. 7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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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절반 이하로 낮다. 기초교육보다 직업교육에 더 치중하기 때문이다. 직업교육에서 특징은 

포용하는 방식에서 조리와 (주택) 건축의 수가 배제하는 방식에서보다 상당히 많고 정보처리 

교육을 진행한다는 점이다. 조리와 건축, 그리고 정보처리는 다른 노동에 비해 복잡한 기술과 

높은 숙련도를 요구한다. 죄수는 개방형 감옥에서 더욱 실질적인 직업교육을 받고 사회로 재

진입할 수 있다. 

이처럼 배제하는 구금 방식과 포용하는 구금 방식은 여러 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물

론 두 방식 모두 특정한 시설에서 일정한 규율체계를 기반으로 죄수를 격리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수준은 매우 다르다. 핀란드의 구금은 이 두 가지 상이한 방식이 교묘하게 접합된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구금 방식은 의도했던 바를 충분히 달성하고 있는지 

한계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핀란드가 구금을 통해 의도했던 것은 인도주의와 정상성

의 원칙을 기반으로 죄수의 완전한 사회복귀를 통해 석방 후에 법을 위반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겠다는 것이었다. 과연 죄수는 구금 공간에서 과거의 사고와 습관을 교정하고 사회적응 훈

련을 받아 사회로 나가고 있는가? 다음 장에서는 죄수의 경험을 중심으로 구금의 한계를 비

판적으로 검토한다. 

IV. 구금의 한계: 죄수 반발, 내부 분할, 자의적 제재의 돌출

1. 제도화에 대한 죄수의 저항

감옥이 죄수를 구금하여 격리, 노동, 교육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규율과 기술적 

장치를 통해 죄수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감옥은 죄수가 입소하는 순간부터 엄격한 신체검

사를 통해 그들이 금지 물품을 반입해 들어오는지 검사한다. 일부 죄수가 항문에 담배나 마약, 

현금을 넣어 반입을 시도했기 때문에 과거 한국의 감옥에서 죄수는 신체검사 시 교도관들 앞

에서 발가벗고 앉고 일어서기를 반복해야 했으며, 미국의 감옥에서는 발가벗은 엉덩이를 높이 

쳐들어 항문을 까고 감옥 직원에게 보여줘야 했다.19) 현재는 그런 관행이 사라졌지만, 항문 검

사는 여전히 시행한다. 예를 들어 한국의 감옥에서 죄수는 입소 시 옷을 전부 벗고 가운을 입

은 뒤, 커튼이 쳐진 공간에 들어가 카메라가 부착된 바닥에 쪼그려 앉아 자신의 항문 속을 검

사받는다. 교도관은 모니터를 통해 죄수의 항문을 검사하고 금지 물품이 있는지 확인한다. 

이것은 하나의 예일 뿐이지만, 죄수에게 가하는 통제의 방식과 효과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제 죄수는 감옥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교도관의 관찰과 감독 아래 놓인다. 죄수는 입소 당

19) 제임스 리, 샌퀸틴 감옥의 얼간이들, 인문당, 199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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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터 겪은 이 같은 위압감과 수치스러움으로 인해 위축되고 순종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죄수는 교도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복종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전

락한다. 이처럼 감옥은 단순히 죄수의 신체를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그의 자유를 박탈하는 곳

만은 아니다.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감옥은 자유의 박탈을 신체에 대한 통제를 통해 진행한

다. 이제 감옥은 거칠고 위험하기 짝이 없다고 여겨지는 범죄자(죄수)에게 죄수복을 입히고 

번호를 부여하며, 그들을 세세하게 분류하여 규율의 그물망 속으로 집어넣는다. 

감옥에서 교도관은 죄수의 범죄행위뿐만 아니라 그의 기질이나 현재 상태, 미래의 개선 가능

성까지 평가한다. 그가 저지른 범죄 경력의 결과뿐만 아니라 이를 거슬러 올라가 범죄의 원인이 

되었던 요인들을 포착해야 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통제방식을 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파악

하는 것이야말로 죄수를 교정하고 감옥의 질서를 유지하며, 재범을 막는데 필수적이라는 논리

가 밑바탕에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죄수는 감옥에 구금됨으로써 모든 것을 감옥에 의탁해야 

한다. 죄수는 그저 교도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다시 처벌을 받는다. 

핀란드 역시 사회복귀를 목표와 인도주의와 정상성의 원칙을 표방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죄수의 주체성을 보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억압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렇다면 죄수는 이

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죄수는 감옥제도가 구축한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가. 탈 활동: 죄수의 자기 생성의 기획

최근 핀란드 감옥에서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죄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표 4-1>는 2017

년 현재 핀란드 감옥 죄수의 주중 평균 활동 비율을 보여준다.

<표 4-1> 죄수의 주중 평균 활동 비율(%), 2017년  

년도/구분 생산
건물
관리

개방형감옥/ 
민간작업

내부
관리

교육
기타 
활동

질병
참여 
없음

기타
(출정 등)

2017년(%) 13 10 5 3 8 15 3 32 11

활동참여
여부

참여 참여하지 않음

※ 출처: RISE, 2017: 20

<표 4-1>에서 보듯이 전체 죄수 중 약 54%의 죄수가 활동에 참여하고, 나머지 46%의 죄수

가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는 죄수는 생산 노동에 가장 많은 

13%의 죄수가 참여하고 있고, 건물관리(10%)와 민간노동(5%)이 뒤를 잇고 있다. 교육에 참여

하고 있는 죄수는 8%, 기타활동은 15%였다. 기타활동은 약물남용 방지 프로그램, 재범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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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그리고 기타 사회복귀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거의 절반에 가까운 죄수가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 32%의 죄수가 

아무런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고, 11%가 조사와 재판을 위해 검찰과 법원을 출입해야하는 

이유로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질병을 이유로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는 3%로 나타

났다. 그나마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죄수의 비율은 2009년의 53%에 비해 줄어든 것이다. 그렇

다 하더라도 전체 죄수의 절반이라는 상당히 많은 수의 죄수가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형사제재본부는 직원 수가 충분하지 않고 일부 감

옥에서 활동을 위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죄수가 가진 복합적인 문제와 감옥 안전 

등의 이유로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죄수가 많다고 설명하고 있다.20) 

<표 4-2>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죄수 비율(%), 2005년-2017년21)

구분/년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생산 18 19 17 17 15 15 15 13.4 13 13 14 13

건물관리 11 10 9 9 9 9 9 10.2 9 10 10 10

개방형감옥
/민간작업

3 4 5 5 4 5 5 5.2 6 6 5 5

내부관리 5 4 3 3 3 3 3 3.2 3 3 3 3

교육 8 9 9 9 9 8 10 7.7 7 8 7 8

기타 활동 9 10 6 6 7 9 10 10.5 11 12 13 15

질병 5 5 5 5 5 4 4 3.3 4 4 5 3

참여없음 21 28 37 37 38 38 36 38.4 39 35 37 32

기타(출정 등) 20 11 9 9 10 9 8 8.1 8 9 6 11

※ 출처: RISE, 2009: 38; RISE, 2017: 20을 재구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여 년간 감옥에서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죄수의 수는 증가하거

나 일정 수준에서 고착되는 경향을 보인다. <표 4-2>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 감옥에서 죄수

의 주중 평균 활동의 비율을 보여준다. <그림 4-2>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듯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죄수는 2005년 21%에서 점차 늘어나 2014년에 39%로 정점에 이른 다음 약간의 하향세

를 보인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30%대 중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질병과 기타활동

을 이유로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수를 더하면 그 비율은 더 증가한다. 

20) RISE, 주 11)의 보고서, 19면.
21) 2010년의 통계가 없는 것은 형사제재본부가 연간보고서 발간을 2009년을 끝으로 중단했다가 2011년부터 다시 발
간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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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죄수 전체 비율(%) 2005년-2017년

년도/구분 질병 참여 없음 기타(출정 등) 총계(%)

2005 5 21 20 46

2006 5 28 11 44

2007 5 37 9 51

2008 5 37 9 51

2009 5 38 10 53

2011 4 38 9 51

2012 4 36 8 48

2013 3.3 38.4 8.1 47.8

2014 4 39 8 52

2015 4 35 9 48

2016 5 37 6 48

2017 3 32 11 46

※ 출처: RISE, 2009: 38; RISE, 2017: 20을 재구성

<표 4-3>에서 보듯이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죄수 비율과 질병과 외부 출정을 나가는 죄수 비

율을 합하면 비율은 약 50%까지 상승한다. 이 비율은 감옥 노동과 교육, 재활을 뺀 나머지이기 

때문에 이 수치가 실질적으로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죄수의 비율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비율 역

시 2005년을 기점으로 상승을 거듭하다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약간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2006년 감옥 개정 이후 

인도주의와 정상성의 원칙이 감옥법에 명문화되면서 죄수의 권리가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즉 죄수가 자신의 의사표시를 분명하게 할 수 있게 되었고, 감옥은 인도적 원칙에서 

이를 고려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반대로 감옥에서 통제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활동

에 참여하지 않은 죄수가 늘어났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핀란드는 인도적 조치들을 대폭적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1990년대 말부터 특히 약물에 관해 통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곧 죄

수에 대한 평가기준이 세분화되고 엄격해진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감옥이 정한 기준에 미달

하는 죄수는 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다. 

나. 구금 탈주: 탈옥과 무단이탈

핀란드 감옥에서 죄수가 탈옥하는 일은 종종 일어난다. 만약 죄수가 탈옥하면 그는 벌금 

혹은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 만약 개방형 감옥에서 죄수가 무단으로 이탈하다면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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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동안 징벌방에 유치된다. 개방형이나 재활기관에서 무단이탈은 탈옥으로 보지 않기 때

문이다. 죄수의 탈옥이나 무단이탈이 발각되면 당국은 경찰에 이 사실을 알리고 경찰은 절차

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다. 형사제재본부는 죄수의 탈옥을 최소화하기 위해 탈옥의 요인을 면

밀하게 분석한다.22) <표 4-4>는 지난 10여 년간 폐쇄형 감옥의 탈옥 건수와 개방형 감옥과 재

활기관에서 무단으로 이탈한 건수를 보여준다.

<표 4-4> 탈옥과 무단이탈 건수 2008년-2017년

구분 탈옥
개방형감옥에서 

무단이탈
재활기관에서 

무단이탈년도 총계
폐쇄형 감옥에서 

탈옥
감옥내부에서 

탈옥 

2008 16 14 8 55 9

2009 17 13 1 67 4

2010 12 10 1 54 9

2011 12 7 1 82 5

2012 17 11 6 62 15

2013 15 9 5 56 16

2014 14 13 7 39 9

2015 10 8 2 42 29

2016 10 9 4 55 9

2017 8 7 5 63 10

※ 출처: RISE, 2017: 39

<표 4-4>에서 보듯이 지난 10년 동안 매년 탈옥 건수는 8건에서 17건이었다.  탈옥 부분에

서 ‘폐쇄형에서 탈옥’은 폐쇄형 감옥이라는 장소에서 탈옥이 아니라 폐쇄형 감옥에 소속되어 

있는 죄수의 탈옥을 의미하고, ‘감옥 내부로부터 탈옥’은 폐쇄형 감옥에서 탈옥을 의미한다. 

총계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이 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사례가 있거나, 중복 분류된 사례가 있

기 때문이다. 폐쇄형에서 탈옥한 죄수의 수는 2008년 16건에서 2017년 8건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대부분의 탈옥은 감옥 밖에서 발생했는데, 예를 들어 외부 작업장 혹은 감옥 직원이나 

다른 직원의 계호 중에 발생했다.23) 개방형 감옥의 무단 이탈자 수는 2000년 중반부터 증가하

기 시작하여 2011년에는 82건으로까지 증가했다. 그 이후로 무단이탈자 수는 다시 10년 전의 

수준으로 감소했다. 2017년에는 개방형 감옥에서 63건의 무단이탈이 발생했다. 재활기관에서 

22) Rikosseuraamuslaitos, Karkaamisetjaluvattapoistumiset. https://www.rikosseuraamus.fi/fi/index/taytantoonpano/ja
rjestysjaturvallisuus/karkaamisetjaluvattapoistumiset.html. ,2018. 12. 5 검색.

23) RISE, 주 11)의 보고서,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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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이탈 역시 2015년 29건까지 증가했다가 2017년에 다시 10건으로 줄었다.

죄수의 탈옥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다. 개방형 감옥에서보다 폐쇄형 감옥에서 

탈출이 적은 것은 보안수준이 더 높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런데도 폐쇄형 감옥에서 탈출 사례

가 발생하는 것은 폐쇄형 감옥의 죄수 역시 외부 출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탈옥 

사례가 외부로 출입할 때 발생한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하지만 개방형 감옥에서 무단이탈

은 좀 다른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 왜냐하면 핀란드에서 개방형 감옥의 구금은 폐쇄형 감옥

과 달리 죄수에게 더 많은 자유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개방형 감옥의 죄수는 폐쇄형 

감옥의 죄수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외부로 출입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무단이탈이 발생

했을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죄수가 개방형 감옥에서 이미 외부출입의 자유를 더 많이 누리

고 있는 조건에서 징계를 받을 것이 분명한데도 무단이탈을 한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특히 개방형 감옥의 죄수는 면밀한 판단에 의해 선택받아 이송되어온 죄수이다. 물론 

죄수의 개별적 일탈 혹은 범죄성도 문제겠지만, 결국 개방형 감옥의 구금 역시 문제를 가진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현황은 핀란드가 표방하고 있는 인도주의와 정상성의 원칙이 부분적으로 결함을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테면 핀란드는 감옥의 조건을 개선하고 죄수를 인도적 차원

에서 처우하고, 여러 가지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죄수의 사회복귀를 돕고 있는

데, 그러한 정책 역시 죄수의 주체성을 억압하기 때문에 죄수는 여기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는 

것이다. 죄수는 활동하지 않거나 탈옥, 무단이탈하는 것으로 구금 방식에 대응한다. 위의 수치

에서 보듯이 당국의 요구에 벗어나 활동을 하지 않는 죄수들은 거의 고정적으로 절반이 되고, 

탈옥과 무단이탈을 하는 죄수 역시 일정한 수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결국 구금을 통한 죄수

의 교정이라는 원칙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모든 구금 방식을 죄수의 말을 경청하고 죄수의 

주체성이 발현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하지 않을까? 

2. 구금에 포함되면서 배제되는 죄수

핀란드 감옥에서 죄수는 규칙을 잘 지키고 사회복귀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감옥이 제공하

는 조치에 따라 별다른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오멘리나 감옥에서 한 죄수는 

총기로 사람을 해쳐 구속되었지만, 폐쇄형 감옥에서 1년을 보내고 나머지 1년 반을 개방형 감

옥에서 보내고 있다. 그는 매일 아침 감옥 사무실에서 직원과 면 대면으로 간단한 약물 조사

를 받고 지역의 직업학교에 다니면서 금속세공기술을 배운다. 그는 감옥에서 이발사로 일하

고 있는데, 석방되면 이발소를 차리는 것이 꿈이다.24) 께라바 감옥의 또 다른 죄수는 양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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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양을 키우며 스스로 매우 만족스러운 감옥 생활을 하고 있으며, 또 다른 죄수는 감옥에

서 별다른 공포는 없으며 죄수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기회가 더 주어진다고 말한다.25) 

하지만 이들과 달리 죄수들 사이에서 혹은 감옥에서 또 다른 폭력과 차별에 노출되는 죄

수 역시 존재한다. 그들은 감옥이라는 공간 속에 포함되어 있지만, 다른 죄수와는 달리 상대

적으로 더 비참한 환경에 놓여 있거나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배제된 

존재이다. 표면적으로 감옥에는 어떠한 공동체, 즉 공동의 목표나 정체성을 공유하는 집단도 

없으며 잘 짜인 사회적 구조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감옥 내의 죄수는 모두가 평등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감옥 내에서도 보이지 않는 위계가 존재하며 그 위계는 폭력을 생산한

다. 핀란드의 감옥제도 역시 예외는 아니다.

가. 젊은 죄수와 여성 죄수에 대한 폭력

일반적으로 감옥에서 죄수는 계획된 일과에 따라 통제된 생활을 한다. 하지만 감옥 역시 

죄수라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잦은 다툼과 폭력이 발생한다. 문제는 죄수들 

상호 간의 폭력이 때때로 힘없는 죄수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일어난다는 데에 있다. 여기서 말

하는 힘없는 죄수는 어리거나, 가족이나 돈이 없거나, 육체적으로 약하거나, 감옥 내의 조직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감옥에서 죄수가 가족과 돈 혹은 조직이 없다는 이유로 힘없

는 약자가 될 이유는 왜일까? 

예를 들어 보자. 여기 4명의 죄수가 생활하는 혼거 수용거실이 있다. 한 명은 갱단 출신으

로 약물범죄로 구금된 젊은 죄수 A이고, 한 명은 지속적인 가정폭력으로 복역 중인 노인 B이

다. 또 다른 한 명은 탈세로 구속된 중년 C이고, 나머지 한 명은 절도죄로 구금된 고아 출신 

십대 D이다. 이 수용거실의 암묵적인 우두머리는 갱단 출신 A이다. 그는 감옥 내부 그리고 외

부의 조직과 연결되어 있어 원하는 음식은 물론이고 필요한 물품도 마음대로 구매할 수 있다. 

조직에서 흘러들어온 자금과 감옥 내부의 조직원들은 그에게 권력을 주었다. 감옥 내 혹은 수

용거실에서 싸움이 나거나 교도관과 분쟁이 생기면 그가 나서서 해결하곤 했기 때문에 당연

히 그가 우두머리가 되었다. 다음으로 C는 영치금이 많아서 때때로 방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사주기 때문에 방 사람들이 좋아한다. 우두머리인 A도 C는 함부로 하지 않는다. C의 가족들

이 정기적으로 면회를 오기 때문이다. 가족들이 정기적으로 면회를 온다는 것은 C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A가 C를 괴롭히거나 폭행한다면 이는 곧 가족들에 밝혀져 큰 

24) These Prisoners Have Their Own Keys, Therapy Horses, And Leave Prison Every Day, NBC News,
2017.10.18, https://www.youtube.com/watch?v=35QL080lkAw. 2018. 11. 7 검색.

25) France 24 Focus, 주 16)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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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 방에서 가장 약자는 B와 D이다. B와 D의 공통점은 가족과 돈이 

없다는 것이다. B는 가정폭력을 저질러 구속되기 전부터 가족과 단절되었고 D는 고아 출신으

로 애초에 부모가 없다. 만약 A가 B와 D를 괴롭히거나 폭력을 행사해도 달리 저항할 방도가 

없다. 때때로 D는 A가 원할 경우 수용거실 내 구석에서 성관계를 맺기도 한다. 그 대가로 A

는 D에게 원하는 물품을 사주고 그의 뒤를 봐준다.26)

이처럼 감옥 안의 생활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간단하지 않다. 따라서 감옥 안에서의 폭

력도 가장 힘없는 죄수가 당하게 된다. 특히 이들을 대상으로 한 동성 간의 성폭력은 큰 두려

움이 되고 있다. 인도적인 감옥을 표방하고 있는 핀란드도 이 문제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2007년의 연구에 따르면, 핀란드의 후이띠넨 감옥에서 강간은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 많은 

죄수가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있다. 조사에 응한 죄수 중 9명은 감옥에서 처음으로 동

성과 성관계를 맺었다고 인정했다. 문제는 이러한 경험이 석방 후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석방된 죄수들은 석방 후에도 이성과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만약 감옥

에서 동성 성폭력을 경험하기 전에 이성과 경험이 없는 경우 이런 어려움은 더 가중되었다.27) 

이것은 비단 이성과 관계를 맺는 부분만의 문제가 아니다. 만약 어떤 죄수가 감옥에서 지속해

서 성폭력을 경험했다면, 그것은 그가 사회에 적응하는데도 영향을 준다. 

하지만 일부 죄수는 강압적인 성관계가 아닌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맺기도 한다. 특히 젊은 

죄수는 이 같은 관계에 쉽게 참여한다. 감옥은 젊은 죄수에게 가혹한 곳이다. 젊은 죄수는 어

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를 해결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젊은 죄수는 문제 해결의 

대가로 자발적으로 자신의 몸을 보상으로 내놓을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성을 상납하는 죄수의 

목적은 경제적 이득을 취함과 동시에 감옥에서 좀 더 편한 생활을 하자는데 있다. 그들은 성

을 상납하고 성을 상납 받은 죄수로부터 담배와 사탕, 의약품과 음식 등을 대가로 얻는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경우 섹스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돈이 없는, 하지만 생활에 필요한 비품을 

원하는 많은 어린 죄수들이 있다. 게다가 그들은 그들의 다리 사이에 뭔가가 들어오는 것을 즐

긴다. 그들을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은가?”28)

이 같은 현실을 형사제재본부도 인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부는 18세 미만의 젊은 

죄수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18세 미만의 죄수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성인 

죄수와 분리되어야 한다.29) 젊은 죄수는 성인 죄수로부터 가해지는 신체적･정신적 폭력에 노

26) 이 예는 핀란드 감옥 죄수들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필자가 가공한 것이다.
27) Ekunwe, I, Gentle Justice: Analysis of Open Prison Systems in Finland. A Way to the Future?, Tampere

University Press, 2007, 111면.
28) Ekunwe, I, 주 25)의 논문, 1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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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된 있는 취약한 집단이고 그들을 분리하는 것은 그들의 안전을 위해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

한 조치는 젊은 죄수에게 맞는 교정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준

다. 결과적으로 젊은 죄수의 재범을 막으면서 사회적 포용성도 향상하는 효과가 있다.30) 따라

서 만약 젊은 죄수가 특정한 요구에 따라 성인 죄수와 공동생활을 한다고 해도 교도관은 그

에게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비슷한 사례는 여성 죄수에게서도 일어난다. 바싸 감옥에서 여성 죄수는 남성 죄수가 대부

분인 사동의 일부분에 거주한다. 하지만 일부 여성 수용거실은 화장실의 문이 없거나, 남성 

수용거실에 비해 방의 크기가 작다. 특히 대부분의 거실에 화장실 문이 있는 조건에서 여성 

죄수의 방에 있는 화장실에 문이 없는 것은 성별의 차이를 두지 않는다는 핀란드 감옥의 원

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죄수는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화장실 문이 없다면 다른 

가구의 배치를 통해 거주공간과 화장실을 분리하여 그의 사생활을 보호해야만 한다. 여성 죄

수가 남성 죄수에 비해 차별을 겪는 사례는 비단 이 뿐만이 아니다. 조사에 따르면, 여성 죄수

가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일주일에 1시간이었고, 체육관과 도서관은 일주일에 두 번

밖에 갈 수 없었다. 여성 죄수는 자신이 수용거실을 벗어나 이동할 때 남성 죄수가 창문을 통

해 희롱을 했고 그 때문에 외출을 꺼리기도 한다.31) 여성 죄수가 남성 죄수 보다 권리가 제약

되는 이유는 남성 죄수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고 여성관련 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남성 죄수가 먼저 운동장과 체육관, 도서관을 이용하면 그 다음 빈 시간

에 여성 죄수가 이용한다. 분리수용 원칙에 따라 남녀를 구분해야 하지만 남성 죄수의 수는 

많고 시설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 죄수가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핀란드 감옥이 내린 결론은 젊은 죄수와 성인 죄수, 여성 죄수와 남성 죄수를 가능

한 한 명확히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도관은 여성 죄수가 안전함을 느낄 수 있고 부적절

한 행동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어 실외 활동에서 남성이 

여성을 볼 수 없도록 담장으로 명확히 구획해야 한다. 핀란드 당국은 이들을 분리하는 것이 

인도주의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이들을 분리하는 것이 인도적인지,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지, 형사제재본부가 내세우는 정상성의 원칙에는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사회에서 남녀는 강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정상성의 원칙을 표방한다면 분리의 원칙이 여기서 

적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29) Vankeuslaki, 2015: 5장 2조.
30) EOAK/2705/2017: 23면.
31) EOAK, 주 28)의 자료,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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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원인은 오히려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감옥이 사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욕

망을 충족할 할 방법이 제한되어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 역시 부

족하며, 공간적으로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차별과 폭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감옥이 죄수

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다양한 방도를 마련하거나 지역사회와의 연계 속에서 외부인들이 지속

해서 죄수와 접촉하게 한다면 혹은 공간을 열고 함께 거주한다면 문제는 달라질 수 있다. 실

제로 덴마크의 한 개방형 감옥에서 남녀 죄수는 한 건물에서 부엌과 응접실 등의 공간을 함

께 이용하며 생활하고 있다. 남성 죄수와 여성 죄수가 이같이 공간을 함께 이용하며 생활하는 

방식이 오히려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말한다.

“여자와 남자가 함께 생활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같은 성별끼리 구금되는 곳과 비교했을 

때 문제가 덜 발생하거든요. 문제가 오히려 많지 않아요.”32)

한발 더 나아가 구금 자체를 해체하고 전혀 다른 식으로 형벌을 부과하거나 구금 장소의 

생활방식을 새롭게 재편할 수도 있다. 실제로 폐지론자인 크리스티는 외로움과 시설을 넘어

서(2017)라는 책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스스로 삶을 조직해가는 노르웨이의 한 산골 마을

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것이 가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33) 일례로 크리스티는 아이들을 추행

한 장애를 가진 23살 젊은이가 감옥 대신 비다로슨(Vidaråsen)이라는 마을로 보내진 사례를 보

여주고 있다. 이 젊은이는 마을에서 다시 현금지급기에 손을 대 감옥으로 보내졌다가 다시 마

을로 돌아왔고 몇 달을 지내다 다시 다른 마을로 옮겨졌다.34) 그는 결국 감옥으로 보내졌지

만, 어린 소녀가 성적으로 학대받아 살해되어 노르웨이 전역에서 공포가 확산되고 있을 때 아

동을 추행한 범죄를 저지른 그가 구금형이 아닌 (대안적) 마을로 보내졌다는 사실은 이례적이

다. 물론 아주 작은 사례에 불과하지만, 이 같은 상상력은 구금 대안을 생각하는데 공유될 필

요가 있다.

나. 이민자 죄수에 대한 차별

핀란드에서 이민자 죄수는 감옥 안에서 소외되고 있다. 이민자 죄수는 대부분 핀란드에서 

상당 기간 거주하면서 핀란드 시민권을 얻었거나 아직 얻지 못한 사람을 포함한다. 그런데도 

그들은 감옥에서 이방인 취급을 받는다. 이민자 죄수는 크게 종교, 언어, 가족 접견 및 거주의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실 감옥법은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 죄수가 감옥에서 누릴 

32) 덴마크 ‘열린 감옥’: 감옥의 틀을 깨다, KBS ‘글로벌 정보쇼 세계인’, 2016.03.19.
33) Christie, N, 윤수종･강내영 옮김, 외로움과 시설을 넘어서, 울력, 2017.
34) Christie, N, 주 31)의 자료, 40-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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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교도관은 이를 죄수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 

‘죄수는 감옥에 도착할 때 죄수의 상황과 권리 및 의무를 즉시 통보 받아야 한다. 감옥에 있

는 죄수는 필요에 따라 가장 널리 사용되는 언어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35) 또한 

‘죄수는 멀리 있는 가족과 비디오 또는 그와 유사한 수단을 통해 접촉할 수 있어야’ 한다

(Vankeuslaki, 2015: 15장 15조). 따라서 이민자도 이와 같은 수단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민자 죄수는 이와 같은 내용을 통보받지 못했거나, 통보받더라도 언어상의 문제

로 이를 이해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미껠라 감옥에서 이민자 죄수는 교도관으로부터 죄수의 

권리와 의무, 감옥의 일정과 활동에 대해 통보받지 못했다(EOAK/4397/2016: 17). 또한 바싸 

감옥에서 이민자 죄수는 감옥의 안내를 도와줄 직원으로부터 철저히 무시당해 감옥의 구조를 

이해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소요해야 했고, 감옥에 스카이프(Skype) 화상 통화 시스템이 갖춰

져 있고 이를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이외에 자신의 

가족 및 친지와 연락할 길이 없다는 사실에 분노했다.36) 또 다른 이민자 죄수는 감옥 프로그

램에 참여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충분하게 설명해주지 않는 직원의 태도를 지적하면서 통

역의 문제를 제기한다. 그녀는 몸이 아파 의사의 진찰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고 결국 간호사

를 통해 진료를 받았다. 하지만 그녀는 간호사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37)

위 죄수의 언급은 이민자 죄수가 언어 문제로 감옥 내의 프로그램에 동참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위급 상황에 굉장히 취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교도관은 죄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통역관을 통해 죄수의 접근권을 보장해야 하고 이들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현실

은 그렇지 않았다. 한 죄수는 통역관을 요청했지만 핀란드어를 배우라는 대답만 들었으며, 심

지어 핀란드어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안내해주지도 않았다고 토로한다.38) 

감옥에서 죄수는 단순히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로만 살아가지 않는다. 죄수는 감옥에서 교

육을 받고, 노동을 하고 때로는 가족과 지인들을 만나기 때문에, 죄수는 때로는 학생과 노동

자로, 때로는 가족의 일원이나 친구로 살아간다. 하지만 이민자 죄수는 피부색이나 언어 등의 

문제로 감옥에서 이러한 역할을 다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어려움은 제도적 미비에서만 비롯

되지 않는다. 이민자 죄수는 교도관의 경멸적인 시선이나 태도를 그대로 경험한다.39) 이민자 

죄수는 언어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직원의 눈빛과 몸짓에 더 민감하다. 직원의 차별은 적

극적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이미 은연중에 죄수들에게 전파되고 있다. 이민자 죄수 중에서

35) Vankeuslaki, 2015: 5장 2조.
36) EOAK, 주 28)의 자료, 13-14면.
37) EOAK/4397/2016: 41면.
38) EOAK, 주 35)의 자료, 40면.
39) EOAK, 주 35)의 자료,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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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히 피부색이 검은 사람은 더 많은 차별을 겪고 있다. 

“나는 변호사와 접견을 하고 접견실을 나가려고 했다. 그때 나는 변호사와 함께 있었다. 나는 여

러 번 소리쳐 사람을 불렀지만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결국 다른 문을 통해 나갈 수밖에 

없었다. 그 문을 열어주었던 어떤 여직원이 나에게 말했다. ‘깜둥이(Neekeri) 여기서 뭐하고 있

어?’ 나는 그 직원에게 당신은 인종차별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직원은 나에게 되물었다. ‘그

러니까 깜둥이, 여기서 뭐하는 거냐고?’…. 나는 방으로 돌아가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말했고, 친

구들은 명백한 인종차별이라며 이의를 제기하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다른 직원에게 가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 그 직원은 영어를 잘 하는 직원이었고, 그는 해당 직원에게 말을 해보겠노

라고 했다. 후에 영어를 잘 하던 그 직원은 나에게 당신이 제기한 문제는 내가 다룰 수 있는 문

제가 아니라고 대답했다. 나를 도와주려던 그 직원은 뭔가 곤경에 처한 것이다(죄수 O).”40) 

핀란드어로 네케리(Neekeri)는 영어로 니그로(Negro) 혹은 니거(Nigger)를 의미한다. 우리말

로 검둥이 혹은 깜둥이를 칭하는 이 말은 대단히 모욕적인 단어이다. 이민자 죄수에 대한 차

별은 단순히 언어폭력에 그치지 않는다. 아프리카계 이민자 죄수의 주장이나 요구는 감옥에

서 상대적으로 쉽게 무시된다.

“예를 들어 누군가 교도관에게 무언가를 요구했을 때, 그것이 가능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특히 

흑인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예를 들어 내가 머리가 아파 약을 요청했을 때, 직원은 ‘나는 모르겠

다’고 말했다. 며칠을 베개도 없이 침대에 누워있어야만 했다. 나는 방 안의 버튼을 눌러 베개를 

달라고 요청하려고 했지만 직원은 잠을 자고 있었다. 이런 일은 자주 일어났다(죄수 B).”41)

위의 사례는 일부 이민자 죄수와 일부 직원에 대한 사례이지만, 교도관의 이민자 죄수에 대

한 태도와 이민자 죄수가 겪는 차별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이민자 죄수는 직원들의 눈빛과 태

도, 실제로 그들이 보인 행동 때문에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차별은 

감옥에서 생활하는데 큰 장애가 된다. 죄수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죄수의 요청이 별다

른 이유 없이 거부되는 것은, 핀란드의 감옥제도가 천명하고 있는 ‘구금형은 자유의 박탈로 충

분하며, 모든 죄수는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원칙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민자 죄수는 교도관과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죄수들 사이에서도 차별을 겪는다. 예를 들

어 식사 시간에 이민자 죄수들은 핀란드인 죄수들과 떨어져 무리지어 식사한다. 식당에서 가

장 밝고 좋은 자리는 핀란드인 혹은 백인들의 자리이다. 가장 구석에 어두운 자리는 이민자들

40) Huhta, H, (2012), Maahanmuuttajana suomalaisessa vankilassa, etnografinen tutkimus vankila-arjesta,
Rikosseuraamuslaitoksen monisteita 5/2012, 45면.

41) Huhta, H, 주 38)의 논문, 45-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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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자리이다. 집시들의 피부는 하얗지만, 백인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러시아인 역시 ‘흑

인’ 이민자 죄수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 앉는다. 한 죄수는 식당의 자리 배치에 대해 크게 신

경 쓰지 않았지만 다른 이민자 죄수는 자신이 “이민자들 사이에서 식사하는 것은 자신의 안

전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단호히 말했다.42) 이는 비단 식당의 자리배치 문제만이 아니다. 이

민자 죄수는 수용거실 안에서도 다른 일반 죄수들에게 배척당한다. 

“내가 한 수용거실로 배치되었을 때, 그곳에 있는 핀란드인 죄수들이 소리를 질렀다. ‘우리는 

이 사람을 원하지 않아’, ‘안돼, 안돼’, ‘왜 흑인을 우리 방으로 데려온 거야?’, ‘뭐야?’. 나는 그

런 존재이다. 무슨 냄새 때문도 아니다. 그놈들이 그런 놈들이다. 지독한 놈들. 난 도대체 이해

할 수 없다(죄수 B).”43)

이 같은 현실에 대해 감옥 소장은 첫째, 종교가 다른 이민자 죄수를 위해 다른 식단을 준비

하고, 죄수가 이맘(Imams, 이슬람 사제)을 요청한 경우 그를 초청해 준다. 둘째, 언어의 측면에

서 이민자 죄수를 위해 영어, 스웨덴어, 독일어, 그리고 러시아어로 된 책을 도서관에 비치하고, 

핀란드어 능력이 떨어지더라도 작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이민자 죄수는 일반적으

로 주말에 가족들을 만날 수 있지만, 가족들이 해외에서 온 경우 그 시간을 연장해주고 있다. 넷

째, 이민자 죄수의 편의를 위해 수용거실은 이민자들끼리 살 수 있도록 한다.44) 이민자 죄수가 

그들끼리 살 수 있게 한다는 것은 한편에서 인도적이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인도적이지 않다. 

그것은 또 다른 분리이자 격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리는 직원과 이민자 죄수 혹은 이민자 

죄수와 다른 죄수 상호 간의 거리만 멀어지게 할 뿐이다. 또한 핀란드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죄

수들만 모여 있게 됨으로써 감옥의 정보와 활동으로부터 소외되는 악순환을 낳는다.  

이처럼 형벌의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단순히 범죄자를 감옥에 구금한다고 해서 

끝나지 않는다. 감옥 안에서 또 다른 소외와 차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히 구금

형을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분리하여 신체를 구속하여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만 해석하지 말

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혹자는 범죄자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러한 불편과 폭력, 그리고 

차별은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누가 우리에게 ‘자유의 박탈’ 이상의 것을 범죄자에게 

가하도록 허락했는가? 무엇이 이를 정당화하는가? 라는 물음에 우리는 쉽게 답을 내릴 수 없다. 

특히 핀란드처럼 개방적이고 인도적인 감옥을 표방하는 곳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

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는 구금 자체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성찰해야 한다.

42) Huhta, H, 주 38)의 논문, 46면.
43) Huhta, H, 주 38)의 논문, 49면.
44) Huhta, H, 주 38)의 논문, 33-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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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자화된 억압과 자의적 제재

핀란드가 인도주의와 정상성의 원칙에 따라 감옥을 개혁하면 할수록 새로운 기능과 규칙

이 추가될 수밖에 없다. 죄수에게 주어지는 권리와 자유의 허용 한도를 넓히면서도 제한해야 

했고, 새로 추가된 감옥 정책 역시 명문화된 규칙을 따라야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사제재

본부와 감옥소장의 결정권한이 확대되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인다. 그리고 그에 따른 재량권

의 폭 역시 넓어진다. 문제는 사안에 대한 결정에 재량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여기서 결정 권한과 재량권은 일정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당국이 특정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

리기 위해서는 사안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사안에 대한 판단을 기초로 결정이 내려지기 때

문이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이 판단이다. 이 판단에 교도관의 재량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

다. 수많은 판단의 조합으로 결정이 만들어진다면 이 판단이 기록되고 축적되는 모든 과정에

는 교도관의 재량이 섞여있다. 

교도관의 재량이 개입될 수 있는 부분들은 감옥 규율의 거의 모든 부분에 걸쳐 있다. 죄수

의 복장, 물품 관리, 서신, 접견, 노동, 형기 계획 등의 분야에 조건과 한계가 있으며, 이에 대

한 교도관의 판단과 허가가 필요하다. 특히 죄수에게 가장 중대한 판단과 결정은 분류와 배치

에 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폐쇄형 감옥이나 개방형 감옥에 배치되는 것은 죄수의 가장 큰 

관심사이기도 하다. 이런 결정은 법원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형사제재본부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결정은 매우 신중해야 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감옥법 4장 9조는 죄수의 개방형 감옥과 폐쇄형 감옥으로의 배치에 대해 다루고 있다. 벌

금형과 1년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법정에서 바로 개방형 감옥에 배치할 수 있다. 다

만 죄수는 개방형 감옥에서 약물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만약 개방형에 배치

할 수 있는 죄수가 개방형 감옥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적합하지 않고, 당국의 명령에 따르

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범죄행위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리고 개방형 감옥을 

무단으로 이탈할 것이 예상되면 그는 폐쇄형에 배치해야 한다.45) 또한 죄수는 폐쇄형 감옥에 

수감되더라도 위의 조건을 충족하면 개방형으로 이송될 수 있고, 반대로 이러한 조건을 위반

하면 개방형에서 다시 폐쇄형으로 이송될 수 있다. 여기에서 핵심은 어떤 감옥이 죄수에게 적

합한지 여부와 죄수가 규정을 준수하고 보안 위험을 야기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에 대한 고려는 사회복지 및 심리와 같은 전문적인 영역과 결합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

다. 그리고 죄수가 저지른 사소한 잘못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감옥은 

자신들이 파악하고 있는 죄수에 대한 판단만을 근거로 혹은 죄수가 저지른 특정한 사건을 기

45) Vankeuslaki, 2015: 4장 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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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으로 이송을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시설의 미비로 일부 죄수를 개방형으로 이송하지 못할 

때, 혹은 반대의 경우에도 임의로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이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형사제재본부와 감옥 소장, 그리고 교도관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4-5>와 같다. 

<표 4-5> 재량이 개입될 수 있는 부분: 감옥법과 감옥 규칙

용어 자체가 추상적인 경우

‣ 신뢰할만한 죄수는 사복을 입을 수 있다.

‣ 죄수는 적절하지 않은 옷을 입지 않았을 경우 처벌을 받는다.

특정 단서를 달았지만 범위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

‣ 죄수를 검사 할 수 있는데 가능하면 증인이 있을 때 검사를 해야 한다.

‣ 규정을 위반한 접견 방문자에게 최대 6개월 간의 접견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고, 필요하다면 방문금지는 

갱신될 수 있다.

‣ 당국은 범죄 예방의 목적이나 특별한 사유 없이 서신을 검열을 할 수 없다.

‣ 접견 방문자에게 검사의 필요성을 넘어서는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 접견 방문자가 신분을 증명하지 못하면 판단에 따라 특별한 감시 하에 접견한다.

‣ 특정 상황에서 죄수는 밖에서 일하거나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다. 

‣ 죄수는 수용거실에 비치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의 물품만을 소유할 수 있다.

‣ 감옥 직원은 필요하다면 물품들을 교체할 수 있다. 

당국 중심적인 판단을 설정한 경우

‣ 특정 죄수는 자유 시간을 갖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노동에서 제외될 수 있다. 

‣ 18세 이하 죄수는 개방형 감옥에 구금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되면 보내야 한다.

‣ 범죄 예방, 감옥 질서 유지, 죄수들의 안전 보장 차원에서 통화가 청취될 수 있다.

‣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서신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접견은 비디오 감시 장비를 통해 감시될 수 있다.

‣ 죄수는 감옥 직원의 명령에 순응하지 않을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다. 

‣ 개방형 감옥에서 당국은 무작위적으로 민간 작업장을 방문하여 감독을 진행한다. 

<표 4-5>는 감옥법과 감옥 규칙이 정한 규정을 일부 발췌한 것이다. <표 5-3>에서 보듯이, 

감옥 당국의 재량은 크게 용어와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당국 중심적인 판단을 설정하고 있는 

지점에서 생겨난다. 인도주의적 원칙에서 죄수에게 사복을 허용하지만 ‘신뢰할만한’ 죄수여야 

하고, ‘적절하지 않은’ 옷을 입을 경우 죄수는 처벌받는다. ‘신뢰할만한’ 혹은 ‘적절하지 않은’ 

것에 대한 판단은 교도관이 한다. 애초에 용어 자체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교도관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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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재량은 특정 조건을 제시했지만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곳에서 발생한다. 서신 

검열에서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접견에서 ‘특별한 감시’는 어떤 형태를 말하는 것인지, 

교도관이 입회하는 것인지, 카메라로 감시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마찬가지로 죄수는 ‘특

정 상황’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특정 상황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죄수는 교도관의 

재량에 기댈 수밖에 없다. 죄수가 소유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는 정해져 있지만, 그것의 수는 

‘합리적’이어야 할 뿐이다. 또한 당국은 특정 죄수에 대해 다른 처우를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것’과 ‘최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치 않을뿐더러 이것 역시 교도관의 입장에서 판

단할 뿐이다. 감옥이 통제에서 고려하는 안전과 보안도 마찬가지다. 감옥 소장은 언제든 질서

유지와 보안을 이유로 죄수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특히 ‘직원의 명령에 순응하지 않을 경

우’ 징계를 받는다는 규정은 자의적인 징계를 남발한 우려가 있다. 

이처럼 감옥에서 죄수에 가해지는 통제는 공식적인 징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

니다. 위에서 제기한 것처럼, 당국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죄수의 물품을 제한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언제든 다른 제재를 가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죄수가 아무리 감옥 

규칙을 숙지하고 이를 잘 따른다고 하더라도 당국의 재량에 따라 그들의 처우는 달라질 수 

있다. 감옥이 자의적인 권력을 획득하는 것도 이 지점에서이다. 당국의 재량은 이 부분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감옥에서는 교도관의 재량권 행사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잘못

된 관행들이 발견되었다.

<표 4-6> 감옥에서 재량 남용 사례

미껠라 감옥의 사례

‣ 죄수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

‣ 죄수에게 아동 만남을 허용하지 않는다.

‣ 직원들의 죄수에 대한 태도가 거칠다.

‣ 사소한 잘못에도 가혹한 징벌을 부과한다.

‣ 징계에 대한 충분한 판단 없이 바로 징벌방으로 유치한다.

바싸 감옥의 사례

‣ 죄수를 활동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하나의 징계로 사용하고 있다.

‣ 죄수의 소변검사 거부에 대해 징계를 부과했다.

‣ 약물 소유 의심 죄수에 대해 징계를 내렸지만, 징계처분에서 죄수의 변론을 듣지 않았고, 징계 절차를 진행하

지 않고 징계했다. 

싸따꾼따 감옥의 사례

‣ 징계가 결정되는 조건과 과정이 불확실하다. 

※ 출처: EOAK/4397/2016: 3-5; EOAK/2705/2017: 21-28; EOAK/3733/201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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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에서 보듯이 감옥에서 교도관은 죄수를 거칠게 다루거나 죄수의 재판 준비나 접

견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다. 특히 징계에서 적절한 징계 절차는 무시되고 있었으며, 기준조

차 모호했다. 징계에서 문제가 된 것은 징계처분을 부과할 때 죄수에게 반론권을 주지 않는 

것이었으며, 감옥 활동에서 죄수를 제외하는 것을 징계의 하나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감

옥에서 징계가 상당히 자의적으로 집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감옥은 외부로부터 철저하게 격리된 공간이다. 따라서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외

부에서 파악하기는 힘들다. 교도관이 재량을 쉽게 남용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

다. 교도관의 재량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한되어야 하고 감독 되어야 한다. 특히 징계의 절

차와 기준은 구체화해야 하고, 죄수의 반론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반대로 이런 은밀하고 자의

적인 조치들이 감옥을 하나의 형벌 제도로 떠받치고 있다. 감옥은 이 비공식적 기술을 통해 

고유한 권력을 행사한다. 사실 교도관의 재량은 감옥의 규율 체계에서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

고 있다. 감옥의 일상에서 죄수는 늘 규율을 행사하는 혹은 규율 행사에 재량권을 가지고 있

는 교도관들과 마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V. 구금의 재편: 폐쇄형 감옥의 축소와 개방형 감옥의 확대

1. 연구의 요약

사회적 인간으로서 개인은 다양한 일상 활동을 통해 주체성을 정립하고 다른 개인과의 관

계 속에서 그것을 변형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개인의 활동이 항상 타인 혹은 사회의 요구와 

조응하는 것만은 아니다. 때로 개인은 사회의 구성원들과 불화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 불화가 

극단적으로 표출되었을 때 사회는 해당 개인들에게 법적 제재를 가한다. 제재는 그들을 사회

로부터 단절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삶과 공동체와의 단절, 그것은 과거에 신체형과 추방으

로 행해졌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감옥을 통한 구금으로 작동한다. 구금은 죄를 지은 인간을 

구획된 공간에 강제로 배치하여 사회와 격리하고 모든 사회적 관계를 절단한다. 문제는 이러

한 구금이 감옥이라는 장치를 통해 작동하면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제 구금은 높

다란 감옥 담장 너머로 사라졌으며, 구금이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효과를 생산하는지 파악하

지 못하게 되었다. 

구금을 통한 형벌은 범죄자를 처벌하고 범죄를 예방해 줄 것이라고 여겨진다. 하지만 구금

은 많은 연구자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범죄율과 재범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 연구는 다른 국가들과는 다른 구금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핀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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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감옥제도에 주목했다. 특히 핀란드의 감옥에서 구금의 내용과 작동하는 방식, 그리고 구금의 

한계를 분석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핀란드의 구금 역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면 우리는 구금에 대해 다시 성찰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기본 가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연구 결과 핀란드는 배제하는 구금 방식과 포용적인 구금 방식을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었

다. 다만 한국에 비해 포용적인 구금 방식을 보다 폭넓게 사용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방식은 

개방형 감옥에서 두드러지는데, 개방형 감옥에서 죄수는 폐쇄형 감옥에 비해 많은 자유와 권

한을 누리고 살고 있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인도적’이라고 알려진 핀란드 감옥 제도 역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감옥에서 죄수는 활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때로는 탈옥하기도 한다. 지

난 10여 년 간 감옥에서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죄수는 전체 죄수 중에 거의 절반을 차지할 정

도로 증가하였다. 또한 지난 10여 년간 매년 8명에서 17명의 죄수가 폐쇄형 감옥에서 탈옥하

거나 55-82명의 죄수가 개방형 감옥에서 무단이탈했다. 이 같은 현상은 핀란드의 구금 방식이 

여전히 죄수의 주체성을 억압하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증명한다. 특히 개방형 감옥은 폐쇄형 

감옥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좋은 생활 조건과 자유를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무단이탈

이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결국 이 구금 방식 역시 부분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를 테면 핀란드는 감옥의 조건을 개선하고 죄수를 인도적으로 처우하고, 여러 가

지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죄수를 사회복귀로 이끌고자 한다. 그러나 그러한 정

책 역시 죄수의 주체성을 억압하기 때문에 죄수는 여기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는 것이다. 

구금은 또 다른 죄수, 감옥에 포함되면서 배제되는 죄수를 생산한다. 감옥 안에서 죄수는 

여러 가지 폭력과 차별을 마주하고 있다. 특히 젊은 죄수는 감옥 안에서 동성 간의 강압적인 

성폭력 혹은 합의된 성 거래를 하고 있으며, 여성 죄수는 남성 죄수에 비해 좋지 못한 조건에

서 생활하고 있다. 또한 이민자 죄수는 직원들과 다른 동료 죄수들로부터 차별을 당하고 있

다. 특히 피부색이 검은 아프리카계 이민자 죄수의 경우 그 정도가 심각하다. 대부분의 이민

자 죄수는 핀란드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게시판의 정보를 이해할 수 없었고, 그

들의 요구는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묵살되었다. 이에 대해 형사제재본부는 엄

격한 분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은 핀란드가 표방하고 있는 

정상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사회에서 사람들은 그렇게 분리되어 생활하고 있지 않기 때문

이다. 이처럼 구금의 문제는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다. 

또한 핀란드에서 구금은 그것의 특성상, 인도주의와 정상성의 원칙을 추구했기 때문에 상

당히 많은 규정들이 새로 추가되었다. 죄수의 권리와 자유를 확대하는 조항과 이것의 범주를 

규정하는 조항까지 구금 정책의 거의 모든 부분들에 걸쳐 세세한 규정들이 생겨났다. 새로운 

규정들로 인해 감옥의 권한이 확대되었으며, 자연스럽게 당국이 행사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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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넓어졌다. 하지만 규정된 용어와 범위의 모호함, 죄수가 아닌 감옥 운영자 중심의 규정은 

재량의 확대와 더불어 남용의 가능성까지 확대했다. 

따라서 ‘대규모 구금을 통한 형벌이 실패’했거나, ‘구금을 지양하는 핀란드식 형벌 역시 불

완전하다’라면 구금은 다시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핀란드 개방형 감옥의 한계까

지 극복하는 방향에서 대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 그것은 죄수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

고, 밀폐구조를 타파하여 외부와 연결하고, 여성과 소년, 이민자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며, 교

도관에 의한 자의적 제재를 금지하는 방향이 될 것이다. 또한 하나의 대안적 마을 안에 포함

된 형태(구별된 형태가 아니라)로 존재하는 방향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 제언: 대안 모색을 위한 ‘실험 감옥’ 조직

오늘날 한국사회도 민주주의가 성숙하면서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

되고 있고, 복지제도가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수용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을 관리해

왔던 제도에서 벗어나 사회 내 정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사회와 완전한 분리가 

아니라 어느 정도 접속을 유지하면서 수용자의 사회적 역량 손실을 최소화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장애인들의 탈 시설화가 그것이다. 그리고 군인들 역시 일과시간 외에 휴대전화 사

용과 외출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감옥제도 역시 이 같은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여 

격리보다 사회 내 처우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여기서 문제는 죄수에 대한 

의구심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이다. 그들은 시설 내에서 조차 때때로 규정을 어기고 크고 작

은 문제를 일으켜 위험한 존재라는 인식이 굳어져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교정사고가 끊

이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이 연구가 제안하는 것은 일종의 ‘실험 감옥’의 조직이다. 이미 지난 수십 년 동안 교정개

혁에 관한 수십 편의 논문과 연구보고서가 발간되지만 현실론과 이상론의 대립적 관점 속에

서 파편화되어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대단히 실천적으로 접근한 연구 역시 현실에서 별다

른 변화를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그동안 수많은 연구들이 유의미한 제안을 제기했음에도 불

구하고 교정개혁이 더디게 진행되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정치세력 혹은 사법당국의 확실한 

방향설정과 의지 부족, 개혁의 불확실성, 관행과 현실적 한계(재정과 법률정비, 조직개편과 교

정사고에 대한 책임문제 등)가 그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보안 대 교화, 질

서 대 인권, 배제 대 통합, 국가 독점 대 민영화의 딜레마에서 기인한 것일 수 있다.46)

46) 한인섭, 한국 교정의 딜레마와 당면과제. 서울대학교 법학 40권 1호, 20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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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가 제안하는 ‘실험 감옥’은 그 같은 한계를 극복해보자는 것이다. ‘실험 감옥’은 분

명한 목표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여러 정책들을 실험하는 것이다. 그것의 최종목표는 폐

쇄형 교도소의 축소와 개방교도소의 확대에 있다. 소규모 교도소에서 특정 죄수를 대상으로 

서로 다른 분야(보안, 출역, 계호, 전화, 서신, 접견 등)에서 단계적으로 정책을 시행하여 장･
단점을 면밀히 분석한 후에 그것을 개방형 감옥으로 발전시키고, 점차 개방형 감옥의 수를 확

대시키자는 것이다. 그것은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거니와 ‘교정당국이 많은 지식

을 축적하고 기술들을 체계화했지만 결국 재범방지에는 실패하고 있지 않는가’ 혹은 ‘정교해

진 구분과 체계가 오히려 비행을 생산하는 역효과를 발생시키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도 해소

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실험 감옥’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실험 감옥’의 목표는 응보가 

아닌 예방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죄수의 재범방지를 목표로 한다. 둘째, ‘실험 감옥’의 수용대

상은 중범죄자와 경범죄자(소년, 음주나 약물문제 죄수) 모두를 포함하는 방향에서 진행되어

야 한다. 핀란드의 개방형 감옥은 주로 경범죄자와 가석방 대상자를 위한 곳이지만, 경범죄자

뿐만 아니라 중범죄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되어야 한다. 그들 역시 사회에서 살아

가야 하고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하기 때문이다. 

셋째, ‘실험 감옥’의 규모는 작아야 한다. 적은 수의 수형자를 더 많은 수의 교도관이 혹은 

전문가가 담당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독립되고 자유로운 공간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거대

한 감옥에서 여러 사동과 뒤섞여 운영 되면 그 공간 자체가 주는 위압감과 정서적 불안정으

로 인해 본래의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 수 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분리이다. 따라서 넷째, 

‘실험 감옥’은 치료와 재활, 노동과 교육의 기능을 분리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치료와 

재활기능은 완전히 분리하여 독자기관화 하거나, 위탁운영 등을 통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교

정당국이 이 역할을 모두 감당할 수 없고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하더라도 ‘실험 감옥’에서는 시도할만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핀란

드 역시 감옥에서 재활기능의 분리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다섯째, ‘실험 감옥’의 공간은 다르게 구축되어야 한다. 천편일률적인 사동 구조, 수용 거

실을 바꿔야 한다. 똑같은 구조와 하얀 벽 안에서 생활하는 것은 죄수의 정신건강에도 좋지 

않다. 이것은 교정공무원에게도 이득일 것이다. 죄수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을수록 공무원의 

스트레스도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혁신적인 프로그램이라도 획일적인 건물에서 진행

된다면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를테면 네모반듯한 공간이 아닌 동그랗거나 세

모난 공간, 천정이 높거나 낮은 공간, 정원이나 공원, 놀이 시설 공간, 베란다 혹은 트인 공간, 

음악을 듣거나 녹음할 수 있는 공간, 요리를 배우고 팔 수 있는 공간 등이 있다면 전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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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에서 죄수와 교정공무원이 생활할 수 있을 것이고, 제공되는 교정 프로그램의 효과도 

커질 것이다. 공간변형이 어렵다면 적어도 벽면이라도 다채로운 색깔로 꾸며져야 한다. 사동 

복도에 그림을 걸거나 글씨를 거는 것도 단조로움과 지루함을 피하기 위해서 일 것이고, 죄수

의 정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다면 애초에 공간을 단조롭지 않고 정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설계하면 될 텐데 

왜 그렇지 못한 것일까? 바로 질서와 안전, 보안 문제 때문이다. 이 문제들이 다른 요구를 압

도하는 것이다. 하지만 공간구조를 바꾸면 분명 긍정적 효과를 발생시킬 것이다. 이미 학교나 

다른 시설에서 이를 탈피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꼭 보안문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일반인들도 아파트라는 천편일률적인 구조에서 살지 않는가라는 반론이 제

기될 수 있다. 하지만 거기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 대부분의 일반들은 그 공간에서 원하

는 사람들과 살고 있고,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감옥에서 죄수는 낯선 사람과 자유를 제약받으

며, 24시간 동일한 구조의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험 감옥’의 공

간은 반드시 다르게 구축되어야 한다.

여섯째, ‘실험 감옥’은 사회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공간의 변형만으로는 죄수의 재사회

화에 한계가 있다. 최소한의 조건만 갖추면 자유롭게 외부와 통근할 수 있어야 하고, 교육(기

초교육과 직업교육)과 노동(일자리)뿐만 아니라 사회활동(봉사활동 포함)을 할 수 있어야 한

다. 핀란드 개방형 감옥에서도 죄수는 사복을 입고 차를 몰고 시내를 드나들 수 있고, 외부에

서 자신의 취미활동을 즐길 수 있으며, 가족과 자유롭게 접촉할 수 있다. 또한 외부 단체와 기

관은 석방되기 전부터 죄수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출소 후 삶에 대해 지원하고 있

다. 따라서 ‘실험 감옥’은 사회와 동떨어져 위치하지 않아야 하고, 외관 역시 사회의 그것과 

비슷해야 하며, 죄수의 자유로운 외부통근이 보장되고 외부에서도 폭넓게 감옥 내부로 개입

할 수 있어야 한다.

일곱째, ‘실험 감옥’에서 죄수는 사복을 입어야 한다. ‘죄수복’은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낙

인의 표지이다. 죄수복은 죄수를 사회인에서 죄수로 전환시키고 그의 정체성을 규정하며, 관

리와 통제를 용이하게 한다. 하지만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죄수는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죄수복을 입고 죄수라는 정체성을 내면화한 죄수가 사회복귀를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실험 감옥’은 사회인을 죄수로 전환시키는 곳이 아니라 반대로 죄

수를 사회인으로 전환시키고 그의 재사회화를 돕기 위해 고안된 장소이기 때문에 사복 착용

은 반드시 필요하다.

여덟째, ‘실험 감옥’은 죄수의 권한을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 최근 영월 교도소에서 시행되

고 있는 수용자 자치제는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 비단 자치제가 아니더라도 죄수가 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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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입을 수 있고, 담배와 커피를 마실 수 있으며, 자신을 먹을 음식을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해먹을 수 있다면, 그리고 자신의 시간을 스스로 조직해 관리할 수 있다면 예상치 못한 효과

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실제로 감옥과 비슷한 환경에서 수용생활을 했던 장애시설 

장애인들이 증언하고 있는 바이다. 많은 탈시설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나온 후 가장 좋았던 점

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있다는 것을 꼽고 있다. 만약 죄수에게 

자신의 생활을 조직할 수 있는 권한을 허용하면 어떨까? 감옥은 이미 죄수를 사회로부터 분

리하여 사회적 자유를 박탈하고 있기 때문에 감옥 내에서 생활은 그들 스스로가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지 않을까? 만약 사건사고의 위험 때문에 권한이 축소되어야 한다면, 죄수

의 모든 권한을 박탈해야 옳다. 하지만 죄수의 모든 권한을 박탈한다고 해도 사건･사고가 일

어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따라서 사정이 그러하다면 권한을 확대하여 죄수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죄수가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당연히 사건･
사고에 대한 교도관의 책임도 축소되어야 한다. 권한의 확대는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조차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아래 사례는 그것을 보여준다.

“교도관과 함께 저의 오랜 옷가지가 들어있는 꾸러미를 열었는데, 이것은 교도관 자신으로서는 

너무도 자연스러운 어떤 일을 하는 것에 불과하였지만 저는 전에는 정말 결코 해보지 못한 일

이 되었어요. 즉 교도관은 나를 보며 가위를 건네어 주고서는 소지품 꾸러미를 가위로 끊고 이

것저것 꺼내 보라고 하더라고요. 교도관은 그렇게 말하고는 그냥 자기 일을 보더라고요. 그때 

저는 완전히 기절초풍할 정도로 어안이 벙벙해지고 말았어요. 그것은 제가 인간으로 다시 대접

받기 시작하는 최초의 일이었거든요. 완전히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그 일을 해냈어요. 이토록 소

박하며 간단한 행위와 제스처로 인하여 저는 곰곰이 생각해보게 되었지요. 형벌제도라고 하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날 수 없거든요.”47)

위의 사례는 영국 죄수의 사례로 다루기 힘든 죄수를 위해 특별히 마련된 ‘특수부 감옥’에

서 처음으로 날카로운 가위가 자신에게 주어지고, 그것을 사용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했을 

때의 경험을 이야기 하고 있다. 사실 교도관이 있을 때 날카로운 물건이 죄수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교도관은 죄수가 그것으로 자신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을 의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죄수에게 그것이 주어졌을 때, 죄수는 ‘기절초풍’할 정도로 충격

에 휩싸였고, 처음으로 인간답게 대접받고 있음에 감동했다. 심지어 그 역시 일반 감옥에서 

다루기 힘든 죄수로 분류되어 ‘특수부 감옥’으로 이송되어온 사람이었다. 이처럼 구금의 방식

이 죄수를 존중하고 그에게 더 많은 권한이 주어지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을 때, 죄수는 전혀 

47) 문성호, 스트레인지웨이스 감옥봉기: 감옥운동의 지평, 사람소리, 2009, 1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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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게 반응했다. 다시 말해 구금이 억압적인 방식에서 개방적인 방식으로 바뀐다면 오히려 

죄수가 더 빠르게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실험 감옥’의 조직은 죄수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전제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죄

수가 자기 삶을 조직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기회를 줘야한다. 실제로 문제를 

일으키는 죄수는 일부에 불과하고 대다수의 죄수는 규정을 잘 지키고 살아가고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죄수에 대한 의구심을 완전히 떨쳐 버릴 수 없고, 다른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소

년, 음주나 약물문제 죄수, 경범죄자, 그리고 규정을 잘 따르는 중범죄자 등 일부 죄수를 대상

으로 차근차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제 한국의 감옥제도 역시 범죄자를 밀폐된 시설에 격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따라서 먼저 개방형 감옥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폐쇄

형 감옥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이 같은 방식은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기도 하지만 죄수와 교

정공무원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중범죄자들 역시 다양한 실험을 통해 그들이 사회에서 새로

운 삶을 살 수 있는 방식을 배워가도록 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자와 일반시민이 범

죄를 행하지 않을 조건(집합의식)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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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김민이 박사는 2014년 8월 “보호관찰제도의 기능 변화와 현대적 과제”라는 주제로 

성균관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수여받았으며, 2010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 BK21 

사업을 거쳐 성균관대학교 글로컬 과학기술법 전문가 양성 사업단에서 과학기술법

제와 관련한 형사법적 쟁점을 연구한 바 있다. 박사학위 취득 후, 2015년부터 약 2년 간 

한국연구재단 박사후국내연수 지원을 받아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 Post-Doctor

로 있으면서 “보호관찰제도에 있어 보호의 기능변화”, “보호수용법제정(안)에 대한 

보완적 검토”,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에 관한 연구”, “보호관찰제도의 강성적 변

화에 따른 운용형태에 관한 연구” 등과 같이 “보호관찰”에 대한 연구를 계속적으로 

진행해 나갔다. 또한 미래창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법원 등 연구용역을 통해 형

사법 분야와 관련된 개인정보, 불량식품 등에 대한 연구도 진행한 바 있다. 2017년도

에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초빙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국제범죄수사를 통한 증거

의 증거능력, 해외 선진국의 감찰기구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현재 국회

도서관 법률정보실 국내법률정보과에 전문경력관으로 재직하면서, 국내법률회답, 최신

외국입법정보 발간 등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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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나오는 말

Ⅰ. 들어가는 말

｢헌법｣ 제10조 전문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추구권을 가진다

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법적 관점에서 ｢헌법｣ 제10조를 해석하면 모든 국민에는 범죄자도 포

함되기 때문에 범죄자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범죄자가 기소 후 공판단계를 거쳐 형 집행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사절차에서 범죄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아야 한다. 그래서 구속된 피의자와 피고인, 수형자, 그리

고 사회내처우 대상자들도 모두 존엄과 가치를 가진 인간으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이에 현행

법에서는 관련 규정을 통해 위 대상자들의 소위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두고 있고, 대

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해 ｢헌법｣ 제10조에서의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함을 선언하고 

있다. 즉 형사절차상의 모든 단계가 ｢헌법｣ 제10조의 전제 하에 통제되고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형사제재 중 하나인 보호관찰제도는 ｢헌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듯

하다. 보호관찰제도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기본법으로 하면서도, 관련 법률이 많다. 

이는 보호관찰제도가 다른 형사제재를 포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1) 보호관찰제도

* 이 발표문은 국회도서관 의견이 아닌 저자의 개인적 의견임을 밝힌다.
1) 보호관찰 담당기관인 범죄예방정책국은 업무의 범위를 보호관찰, 소년보호, 치료감호, 법교육으로 나누면서, 보호관

찰의 업무 속에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조사, 치료명령, 성충동약물치료, 전자감독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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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를 소년원이나 교도소 등에 구금하는 대신 사회 내에서 일정기간 준

수사항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 지도･감독을 통해 대상자를 재사회화하여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

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보호관찰제도가 도입되기 전 신체적 구속을 수반하는 형벌에 집중되

었던 과거와 비교했을 때 인권적인 형사제재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인지 보호관찰제도는 오

히려 형사제재로서의 정당성을 구하는 헌법적 통제에서 자유를 얻은 것처럼 보인다. 사회내 제

재수단으로 대표되는 보호관찰이 인도주의적 형사정책에 지향점을 가지고 있고, ｢형법｣의 보

충성 내지 비례성 원칙이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초기의 보호관찰의 기

본이념을 넘어 중대범죄자에게까지 적용이 확대되었다는 점은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다. 

보호관찰이 다양한 형태로 운용되면서, 보호관찰은 지도･감독을 통한 재사회화라는 기능

을 넘어 재범의 위험성이 큰 강력범죄자에 대한 감시･통제의 기능까지 담당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된 근거 법률이 보호관찰의 법적성격을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와 같은 보안처분으로 귀

결시키다가도 형 집행을 대체하는 수단으로도 귀결시킨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가 “재범의 위험성”에 대해 6개월마다 확인하는 규정이 있지만 보호관찰과 관련된 

전자장치부착명령과 성충동약물치료명령의 경우는 가해제 규정은 논외로 위와 같은 규정이 

없다. 즉 인도주의적 사회내처우의 대표적인 제재인 보호관찰이 오히려 대상자의 인권을 침

해할 여지가 큰 법률적 기반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위와 같은 보호관찰의 운용 형태로 비롯된 법적 성격의 문제와 보호관

찰의 기능 변화를 살펴보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호관찰대상자의 기본권 침해여부를 

｢헌법｣ 제10조와의 관련성 속에서 논의 해 보고자 한다. 

이에 이하에서는 먼저 우리나라 보호관찰 관련 법률이 입법화되는 과정과 각각의 입법화

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의 운용이 어떻게 변화되고 이에 따라 보호관찰의 법적성격과 기능

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를 근거로 ｢형법｣의 이원주의 입법체계를 전

제로 다양한 형태로 운용되는 보호관찰이 ｢형법｣의 자유보장적 기능과 죄형법정주의와의 관

계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검토하면서 보호관찰이 국가형벌로서 가지는 정당성의 근

거를 찾고자 한다(II). 다음으로 보호관찰이 형사제재로서 가지는 대상자의 기본권 침해요소에 

대해 개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헌법｣ 제10조와 보호관찰의 기능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형이 집행된 이후에 추가적으로 부가되는 성충동약물치료명령부 보호관찰과 위치추적전자장

치부착명령부 보호관찰을 중심으로 위와 같은 (보안처분)조건부 보호관찰대상자가 일반 보호

관찰대상자보다 기본권 보장에 취약한 부분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법적 개선의 필요성이 있

음을 검토하였다. 또한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가 부가 받게 되는 제재에 대해서도 기

본권 침해요소를 검토하였다(Ⅲ). 마지막을 나오면서 이 논문을 통해 보호관찰의 운용형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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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가 보호관찰의 기능을 재사회화에서 사회방위로 확대시키고 이에 따른 법적성격의 논의

를 더 확대시킨 것 이외에도, ｢헌법｣ 제10조에 따른 대상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측

면을 도외시한 것은 아닌지 고민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Ⅱ. 보호관찰제도의 입법화 과정에 따른 기능 변화

1. 보호관찰제도의 입법화 과정

우리나라 보호관찰이 대상자의 동의 없이 형사제재의 방법으로 부과되기 시작한 것은 

1963년 개정소년법으로 소년에 한정하여 보호처분의 하나로 적용되었다.2) 이후 1975년 사회

안전법이 제정되면서 보호관찰은 사상범 또는 공안사범으로 규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형 집행 

종료 후 집행되었다.3) 따라서 우리나라 초창기의 보호관찰의 모습은 사실상 프로베이션 형태

의 보호관찰4)이라기보다는 여전히 보안관찰법이라는 법률을 통해 남아 있는 보안관찰의 형

태, 또는 보호처분으로서의 보호관찰이라 할 수 있다. 1988년 제정된 보호관찰법 상의 보호관

찰이 프로베이션 형태의 보호관찰로 평가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편 보호관찰제도는 1988년 보호관찰법이 제정된 이후 1994년 4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성인 성폭력범죄자에게 보호관찰을 적용하기 시작하였

고, 1995년 ｢형법｣개정을 통해 전체 성인형사범으로 보호관찰 적용이 확대되었다.5) 보호관찰

이 성인범에게까지 적용된 것은 소년범에 한정되었던 보호관찰의 대상이 확대되었다는 측면

2) 우리나라가 독립하여 우리만의 보호관찰이 태동하기 시작한 것은 1961년 갱생보호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률에
서의 보호관찰은 형 만기종료 출소자, 가석방자, 가퇴원자, 형 선고유예자, 형 집행유예자 등에까지 관찰보호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향후 보호관찰의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평가되기도 하지만, 동법상의 관찰보호는 대상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실시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형사제재로서 보호관찰로 보기는 힘든 점이 있다(이승호, “우리나라 사
회내처우의 역사적 전개와 향후 발전방향”, 형사정책 8, 한국형사정책학회, 1996, 92면).

3) 제정 사회안전법 제3조 제1호에서 보안처분의 종류(보호관찰처분, 주거제한처분, 보안감호처분) 중 하나로 규정된
보호관찰처분은 1989년 6월 전부개정을 통해 제명이 보호관찰법으로 변경되면서 기존 3개의 보안처분의 종류는 보
안관찰처분으로 일원화되었다.

4) 이 논문에서 프로베이션 형태의 보호관찰은 일반적으로 통용하는 형의 집행을 유예한 형태(Probation)와 구금 후
잔형 집행의 기간 동안 사회에 나오는 가석방 형태(Parole)를 합친 의미를 말한다(김민이, 보호관찰제도의 기능 변
화와 현대적 과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10면). 김혜정, “법적성질의 재고찰을 통한 보호관찰의 형사정
책적 지위정립 : 보호관찰과 보안처분의 개념구별을 중심으로”, 형사정책 제13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01,
120면 각주 16에서도 Probation과 Parole은 같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보호관찰이라는 사회내처우에는 양자를 포함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서술되어 있다.

5) 보호관찰제도 도입 초기에는 보호관찰법상 소년범을 중심으로 그 적용이 본격화되었고 성인에 대한 보호관찰
은 예외적이었다. 1993년 12월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그 이듬해 4월 1
일부터 시행하였고, 성범죄자 성인에게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할 때는 일정기간 보호관찰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5년 12월 제14대 국회에서는 지난 5년 동안 끌어온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
었다. 전체 성인형사범에 대해서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때에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명할 수 있
게 하고, 가석방 또는 선고유예시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게 하였다(김민이, 앞의 박사학위논문, 30면 각주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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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지만, 보호관찰이라 명명하는 형태가 형 집행 종료 후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대상자를 

관찰하는 형태, 형벌 대신에 부과되는 보호처분의 형태, 그리고 형벌을 유예하면서 부과되는 

형태로 적용방식이 다양해졌다는 측면도 있다. 

보호관찰제도는 2008년 9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현재 법률 명칭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이 제정되면서 또 한 번의 변화를 겪었다. 보호관찰이 집행

됨에 있어 다른 사회내제재와 결합되는 형식으로의 변화이다. 즉 2008년 9월 시작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광의의 보호관찰제도의 업무에 속함은 물론, 법률을 통해서도 보호관찰과 함께 

부과되고 있다.6) 또한 2010년 7월 제정되어 2011년 7월부터 시행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하 “｢성충동약물치료법｣”이라 한다)이 형 집행 이후의 성충동약물

치료명령을 보호관찰관이 집행하도록 하면서 보호관찰을 종된 처분으로 결합해 놓았다.7)

현재 우리나라 보호관찰은 위와 같은 입법과정을 통해 아래 [표 1]과 같이 부과되는 형태, 

집행방법 등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그 요건에 있어서도 경미범죄에서부터 강력범죄 대상자까

지 부과가능하다는 점에서 한계 없는 듯한 형사제재로 자리 잡고 있다. 

[표 1] 보호관찰 관련 법률과 운용형태

6)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3항,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28조 제1항.
7) ｢성충동약물치료법｣ 제8조 제2항, 제23조, 제25조 제1항.

적용법률  관련 형사제도

소년법
- 단기보호관찰(4호처분), 

- 장기보호관찰(5호처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장

- 대상아동･청소년: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단기･장기보호관찰)

- 피해아동･청소년의 가해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장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보호관찰부 형의 선고유예

- 보호관찰부 형의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장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장

｢형법｣ 제3절, 제4절

｢형법｣ 제6절 - 형벌에 대한 보호관찰부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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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법｣의 자유보장적 기능과 보호관찰의 형사법적 지위

｢형법｣은 자유보장적 과제로서, 자의적인 국가형벌권의 행사로부터 시민의 ‘자유’를 보장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오늘날 ｢형법｣의 자유보장적 과제는 ｢형법｣의 존재로 인해 시민이 반

사적으로 국가로부터 자유를 보장받는 소극적 의미를 넘어, ｢형법｣의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한계를 가짐으로써 ｢형법｣이 범죄자에 대해 남용되거나 오용되는 것까지 막아야 한다는 적극

적 의미로까지 확대되었다.11) 또한 ｢헌법｣ 제37조 제2항은 ｢형법｣을 통한 자유제한도 헌법적 

한계를 지켜야 함을 선언하고 있어, ｢형법｣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위해서 국가형벌권 발

동의 한계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죄형법정주의, 비례성원칙, 책임주의원칙 등과 같은 헌법

적 원칙들이 제시된다. 헌법국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국가공형벌이라는 형벌권의 정당성을 

헌법에서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12) 따라서 ｢형법｣에서의 형벌과 보안처분이라는 제재는 헌법

으로부터 그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 ｢헌법｣ 제10조 이외에도 ｢헌법｣ 제12조 제1항 2문 후단

에서는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에서는 제41조 제1호(가해자에 대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호관찰) 조치에 대해 “보호처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9) ｢성충동약물치료법｣ 제8조 제2항에서는 치료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치료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도록 의무화하였다.
10) ｢성충동약물치료법｣ 제25조 제1항에서는 치료감호의 집행 중 가종료된 자에게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약물치료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1) 김성돈, 형법총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7, 45면.
12) 김성돈, “형법의 과제, 형법의 한계 그리고 리바이어던형법”, 형사법연구 제28권 제4호, 한국형사법학회, 2016 참조.

특히 이 논문 8면에서는 “헌법이 언급하고 있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가 바로 국가가 형벌이라는 수
단을 가지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이유이자 금지의 실질을 구성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적용법률  관련 형사제도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장 - 보안처분(치료감호)에 대한 보호관찰부 가종료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장의2
- 치료명령부 형의 선고유예 + 보호관찰

- 치료명령부 형의 집행유예 +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약물치료명령 + 보호관찰9)

수형자의 치료명령 + 가석방

보안처분(치료감호)에 대한 보호관찰부 가종료 + 약물치료명령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장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 집행 종료 후 전자장치 부착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보호관찰부 가석방 및 가종료 + 전자장치 부착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 부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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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이 범죄와 그에 대한 법효과인 형벌과 보안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법규범의 총체라

고 하면서,13) 형식적 의미의 형법전 안 제재의 종류는 형벌만 규정하고 있다.14) 특히 ｢형법｣ 
이외의 현행법에는 형사제재가 다양해짐에 따라 제재의 법적성격이 형벌 또는 보안처분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제재유형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보호관찰이다.15) 보호관찰이 현행법

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운용됨에 따른 법적 성격의 문제 때문에, ｢헌법｣ 제12조의 제1항의 

“처벌”을 다음의 “보안처분” 문구를 고려하여 좁게 해석하여 “처벌=형벌”로 해석한다면, 보호

관찰의 정당성은 ｢헌법｣ 제10조로부터 찾을 수밖에 없게 된다. 

보호관찰이 시작된 미국이 형벌과 보안처분의 구분 없는 제재체계의 형식을 가지고 있어, 

제재의 운용방식에 있어 우리나라 보호관찰의 운용방식 보다 좀 더 자유롭다고 볼 수 있다. 

보호관찰의 법적 성격이 문제가 되는 것도 우리나라가 형벌과 보안처분을 명확히 구별하는 

입법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호관찰의 법적성격이 무엇이냐에 대한 연구

는 2000년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16) 우리나라 ｢형법｣이 법효과를 형벌과 

보안처분으로 구분해 놓은 이상, 보호관찰의 법적 성격도 이를 근거로 설명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형법｣이 형벌과 관련하여서는 명확한 제41조의 규정을 가지고 있어, 보

호관찰이 보안처분에 해당하는가? 에 대한 물음만이 남는다.17) 

이에 대해 대법원은 ｢형법｣ 제62조의 2에서 말하는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고 판시하면서,18) 재판시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 적용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19) 한편 보호관찰과 결합되어 부과되는 전자장치부착명령

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보안처분이라고 하면서, 형 집행 종료 후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소급적

용을 긍정하였다.20) 대법원에서는 전자장치 부착기간의 하한가중 규정의 소급적용을 부정하

고 있다.21)

13) 김성돈, 앞의 책, 35면.
14) ｢형법｣ 제41조(형벌의 종류).
15) 보호관찰제도의 법적성격과 관련하여서는 많은 논의가 있다.
16) 박상진, “개정 형법상의 선고유예･집행유예시의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봉사명령의 법적성격”, 중앙법학 제2권, 중

앙법학회, 2000; 김혜정, 앞의 논문, 2001; 한영수, “보호관찰의 형사사법체계상 지위와 문제점”, 보호관찰 제2권,
한국보호관찰학회, 2002 등.

17) 김성돈, “보호관찰의 실효성 확보방안”, 형사정책 제18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06, 34-36면에서는 보호관찰
의 법적성격에 관한 견해 차이를 보안처분의 개념을 넓게 이해하느냐, 좁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보안처분의 일
종으로 볼 수도 있고, 치료감호법의 보호관찰을 제외하고는 보안처분이 아닌 독자적인 제3의 제재수단으로 볼 수
도 있다고 설명하면서 현행법체계하에서 보호관찰의 법적 성격의 문제는 행위자에 대해 부과되는 제재수단이 무
엇인가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18) 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도6403 판결;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703 판결.
19)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703 판결.
20) 헌법재판소 2012. 12. 6. 2010헌가82등, 판례집 24하, 281, 291; 헌법재판소 2013. 7. 25. 자 2011헌마781 결정.
21)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424, 2013전도134 판결;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6220, 2013전도
124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6181 판결. 전자장치부착기간 가중규정 자체에 대한 기본권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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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금지원칙을 포함하는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시민의 ‘자유’

를 보장하는 ｢형법｣의 자유보장적 과제의 일환이다. 특히 ｢헌법｣ 제12조 제1항은 보안처분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형법｣에서의 형사제재에는 형벌 이외에 보안처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관찰을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면서도 재판시법을 적용한 

판시는 바람직하지 않다.22) 물론 대법원이 보안처분에 대한 소급금지원칙에 있어 개별화설을 

취하고 있지만23) 보호관찰을 전자장치부착과 같은 보안처분으로 보면서도 죄형법정주의의 

일환인 소급금지원칙에 대해 달리 판단 한 것은 보호관찰대상자의 헌법적 기본권 보장의 측

면에 있어서도 고민해 볼 부분이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는 보호관찰의 목적24)을 설명하면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갱생보호 등 체계적인 사회내처우가∼”라고 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

강 및 갱생보호 이외의 사회내처우가 이 법에 추가될 수 있도록 “등”이라는 단어를 적시하였

다. 이는 이 법 시행 이후에 제정된 전자장치부착명령, 약물치료명령을 포함하여 앞으로 우리

나라에서 시행될 다양한 사회내처우를 동법에 포섭시키려는 의도라 생각한다. 현재 범죄예방

정책국 홈페이지에서는 “보호관찰” 영역에 넓은 의미의 보호관찰이라고 하는 보호관찰제도에 

사회봉사, 수강명령, 치료명령, 성충동약물치료, 전자감독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현재 늘어나

는 다양한 사회내처우들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호관찰제도의 법적 성격의 문제는 보안처분인가? 에서 시작되어 죄형법정주의의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가? 죄형법정주의로서 소급금지원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면 보호

관찰대상자들의 헌법상 권리는 어떻게 보장되는가의 문제로까지 생각해 볼 문제이다. 즉 보

해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피부착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신체의 자유, 인
격권,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헌법재판소 2016. 5. 26. 자 2014
헌바68, 164(병합) 결정).

22) 같은 취지로 김성돈, 앞의 책, 69면에서는 “헌법 제12조 제1항은 형벌과 보안처분을 동열에 두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가 어느 정도 제한되는 불이익처분인 보호관차를 포함하여 형벌적 성격의 보안처분이든 비형벌적 성
격의 보안처분이든 그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 소급금지원칙의 적용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23) 김성돈, 앞의 책, 68-69면.
2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이 법 제1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은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규
정을 해석함에 있어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법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갱생보호 등 체계적인 사회내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
써”, 둘째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셋째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즉 보호관찰의 일차적이면서 가장 기
본이 되는 목적은 보호관찰의 지도･감독, 원호의 의미에서와 같이 범죄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지도하고 보살피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건전한 사회복귀와 범죄예방을 달성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이것이 달성된다면 이에 대
한 효과로서 개인 및 공공의 복지가 증진되고 사회방위의 목적도 달성가능하게 되는 것이다(김민이, 앞의 박사학
위논문, 22면). 김혜경,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방안”, 보호관찰 제11권 제2호, 한국보호관찰학회,
2011, 188-189면에서도 보호관찰의 주된 목적은 사회내에서 보호관찰을 통한 지도와 원호로 범죄자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촉진을 하는 것이고, 효율적인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하여 개인과 공공의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를
보호하는 것이 보호관찰의 부수적 목적이라 하면서, 보호관찰의 기본방향은 범죄인의 재사회화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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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관찰의 외연적 확대가 가져온 보호관찰의 기능변화는 법적 성격의 논의를 넘어 국가형벌권

으로서 정당성의 문제까지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3. 보호관찰의 기능 변화와 국가형벌권으로서의 정당성 문제

보호관찰제도의 목적은 범죄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재범을 방지하

며 궁극적으로 사회를 보호하는 것이다. 개방적 처우인 보호관찰은 처우가 기반하고 있는 사

회내라는 공간적 맥락뿐 아니라 접근방법에서도 개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호관

찰의 적용 범위가 지금과 같이 확대된 것은 예측 가능한 일이기도 하였다. 보호관찰이 처음 

시작된 미국의 경우도 1970년대 중반까지는 이러한 사회복지적 지향이 보호관찰 지도감독에 

있어서 주류적인 입장이었고,25) 이에 따라 영미에서는 보호관찰관이 순수 자원봉사자 – 유급 

자원봉사자 – 사회복지전문직의 순으로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 이후 전통적인 

사회복귀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재활이념이 쇠퇴하게 되었고 보호관

찰 정책의 목적도 치료와 사회복귀에서 감시와 통제로 크게 바뀌게 되었다.26) 

보호관찰이 사회내처우로서 형사제재이면서도 “관찰”이라는 속성 때문에 대상자의 기본권

을 통제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보호관찰의 정책이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통제와 

원조의 반복적인 변화의 과정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보호관찰을 중심으로 그에 대한 

집행방식이 엄격화된 것이 아니라, 보호관찰과 병렬적 관계 또는 종속적 관계에 있는 새로운 

사회내제재와 결합되는 방식으로 엄격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보호관찰의 감시･통제에 따

른 엄격화 경향은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주어지는 준수사항이 더 다양해지고 엄격해지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의 제재조치가 강화되는 입법의 제정이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회 내

에서 대상자를 감시･통제하는 제재 자체를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입법형식이라는 점이다. 

보호관찰이 대상자를 원조하는 동시에 통제하는 대조되는 이중적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

는 서로 상호보완적 관계일 수밖에 없다면, 보호관찰대상자가 확대되는 다양한 운용형태에 

따른 제재부과를 통해 침해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는 최소한도로 제한되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보호관찰의 집행 방식이 “원조”가 아닌 “통제”에 더 집중될 때에는 헌법상 인간으로

서의 권리와 가치실현의 범위는 좁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5) Faye S. Taxman, “Supervision: Exploring the dimensions of Effectiveness”, Federal probation, Vol.66 Issue 2,
September 2002.

26) Alvin W. Cohn, “Managing the Correctional Enterprise- The quest for ‘What Works’”, Federal probation,
Vol.66 Issue 2, September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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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보호관찰의 이중적 기능과 ｢헌법｣ 제10조

1. 사회내처우로서 보호관찰과 ｢헌법｣ 제10조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관련하여 국가가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

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27) 기본권보유자로서의 구체적인 개

인인 인간의 존엄은 ‘존중’될 뿐만 아니라, ‘보호’되어야 한다.28) 또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위와 같이 기본권성을 인정할 경우, ｢헌법｣ 제10조에서의 인간의 존엄성은 최상위의 기본권

으로서 기본권의 보장에 기여하게 된다.29) 따라서 인간의 존엄권은 다른 헌법적 가치나 기본

권과 형량 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인간의 존엄은 다른 기본권적 가치와 형량 할 대상이 아

닌 외부의 절대적 한계로서 형량과정을 지도하고 교정하여야 한다.30) 즉 ｢헌법｣ 제10조의 인

간 존엄성은 개인이 국가의 침해로부터 보호를 요청할 방어권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 국가권력에 의해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 기본권’을 의미하게 된

다.31)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인간의 인격적 존재에 필요한 권리, 자유를 포함하는 구체적 수

단이 된다. 이는 인간이기 때문에 정신활동은 물론 경제활동과 인격적 자율권, 인격적인 취급

을 받을 권리 및 헌법이 지향하는 모든 권리 등을 행사할 기본권을 말한다.

형사제재는 ｢헌법｣ 제10조와의 관계에서 국가의 의무충돌문제로 귀결된다. 그래서 형사제

재는 과거의 응보나 제지를 목표로 하였던 시설내처우에서 좀 더 인도적인 사회내처우로 발전

되어져 가고 있다. 하지만 사회내처우도 분명 헌법상 기본권 침해와 관계되는 형사제재로서 법

칙주의의 정신 내지 원리에 입각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따라서 사회내처우의 대표적 제도인 보

호관찰의 대상자들 역시도 ｢헌법｣ 제10조가 말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는 인간

에 포함되는 것이고, 법치주의의 실질적 내용이 침해될 정도의 국가 공권력을 보호관찰대상자

에게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 보호관찰대상자는 보호관찰에 따른 준수사항에 의해 행동의 제약

이나 자유의 제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보호관찰이 대상자의 재사회화와 이를 통한 범

죄예방을 위한다는 목적을 넘어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라면 헌법상 보호관찰에 의한 제한의 근

거는 상실되어 보호관찰대상자는 헌법상 기본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7) 이부하, “인간의 존엄에 관한 논의와 개별적 문제에의 적용”, 헌법학연구 제15권 제2호, 한국헌법학회, 2009, 373면.
28) Pieroth/Schlink, Grundrechte - Staatsrecht Ⅱ, 24. Aufl., Rn. 351(이부하, 앞의 논문, 2009, 373면에서 재인용).
29) 이부하, 앞의 논문, 2009, 373면.
30) J. von Bernstorff, Pflichtenkollision und Menschenwürdegarantie, Der Staat 47. Bd., 2008, S. 31-32(이부하, “인간의
존엄 개념에 관한 헌법이론적 고찰”, 성균관법학 제26권 제2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20면에서 재인용).

31) W. Brugger, Menschenwürde, Menschenrechte, Grundrechte, 1997, S. 9(이부하, 앞의 논문, 2014, 20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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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에서도 “보호관찰은 형사정책적 견지에서 때로는 본래 개인의 자유에 맡겨진 

영역이거나 또는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법상 금지된 행위가 아니더라도 보호관찰 대상자의 

특성, 그가 저지른 범죄의 내용과 종류 등을 구체적･개별적으로 고려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호

관찰 대상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준수사항을 부과함으로써 대상자의 교화･개선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 다만 법치주의와 기본권 보

장의 원칙 아래에서 보호관찰 역시 자의적･무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보호관

찰은 필요하고도 적절한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하

므로(｢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참조), 대상자가 준수할 수 있고 그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부과되어야 한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19조 제8호 참조).”고 하고 있다.32) 또한 대법원은 “보호관찰이 개시되면 자신의 의무와

는 무관하게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하는 등 ｢헌법｣ 제10조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받게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33)

위와 같은 헌법상의 원칙들은 보호관찰이라는 국가형벌권의 행사로부터 국민의 기본권 침

해를 최소화시켜주는 한계선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프로베이션 형태의 보호관찰제도는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행위자에게 형벌부과 대신 집행되는 유예제도와 가석방･가종료제도와 

결합되어 있어, 헌법 원칙들에 의한 최소침해성 측면에서 기본권침해의 여지는 거의 발생하

지 않는다. 하지만 보호관찰의 운용형태 및 기능적 측면의 확대를 가져 온 형 집행 종료 후 

개시되는 성충동약물치료명령부 보호관찰과 위치추적전자장치부 보호관찰의 경우는 대상자

가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를 한정하고 있어 국가형벌권 발동으로 인한 대상자의 기본

권 침해에 있어 취약한 부분이 있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개별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포함하여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가 받게 되는 제재조치로 인한 기본권 침해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2. 기본권과 보호관찰 관련 법률에서의 대상자의 지위

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기본권 침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제32조에서 규정하는 일반･특별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보호관찰소장의 경고(제38조), 구인 및 긴급구인(제39조, 제40조, 제42조), 

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제48조), 보호처분의 변경(제49조)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또한 최

32)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6403 판결.
33) 헌법재판소 2012. 12. 27. 자 2011헌마28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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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보호관찰과 관련된 특별법의 제정으로 인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준수사항 

이외에, 개별 법률에서도 보호관찰이 부과될 경우에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치료감호법｣ 제33조 제2항에서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에 따

른 준수사항 외에 치료나 그 밖에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라는 규정과 ｢전
자장치부착법｣ 제9조의 2와 제21조의 6 등이 준수사항 규정이 있다.34) 이에 따라 기존의 준수

사항 위반으로 부과되었던 제재조치의 종류도 보호관찰의 연장 혹은 취소뿐만 아니라, 각 특

별법에서의 벌칙조항을 통해 징역과 벌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었다.

보호관찰과 준수사항위반에 대한 제재조치의 관계는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중요

한 사항이기도 하지만, 보호관찰대상자가 보호관찰이란 공형벌을 통해 최소한의 침해를 받으

면서도 최대한의 효과, 즉 재사회화가 되어 사회에 복귀한다는 목적에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

이다. 준수사항 위반만을 강조하여 집행하다보면 신체의 자유 및 기본권보장에 장애를 줄 수 

있다. 현행법상 보호관찰이 유예 및 가석방 등을 조건으로 부과되는 조건부 형태를 넘어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만을 독립적으로 부과하거나, 다른 제재수단과 결합하여 부과된다는 

점에 있어서도 보호관찰대상자의 기본권 침해의 영역에서 보호관찰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35)

2) ｢전자장치부착법｣상 기본권 침해

가.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먼저 ｢전자장치부착법｣의 제2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부착명령

과 관련하여서는 기본권 침해와 관련하여 다음 2가지의 문제가 있다. 첫째, 전자장치 부착명

령의 판단기준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 전자장치부착명령을 개시하는 형 집행종료시가 아니

라, 그보다 훨씬 이전인 형 선고시라는 점이다. 둘째, 보호관찰이 제9조 제3항에 근거하여 전

자장치부착명령이 선고됨에 따라 특별한 요건 없이 당연히 부과되게 되는, 일종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종된 조치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36)  

전자감시제도는 처벌보다는 재사회화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형사정책의 무게중심이 기

존의 시설내처우에서 사회내처우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정착된 대표적인 사회내처우라 할 수 

34)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 명령에 대한 준수사항으로서 제21조 4항도 포함되지만, 그 내용이 제9조의 2를 준용
하게 되어 있어, 본문에서 제외하였다.

35) 보호관찰 관련 법률에서의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는 김민이, 앞의 박사학위논문, 198면의
표32 참조.

36) 김성돈, 앞의 책, 67면에서는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명령조건부 보호관찰”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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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전자감시제도가 처음 시작된 미국의 경우처럼37) 재사회화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 반대

로 말하면 재범위험성이 낮은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38) 그러나 우리 현행법에

서는 위와 같이 오히려 강력범죄를 저지른 자 중에서 재범위험성이 있는 자를 그 적용 대상

군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호관찰이 이에 자동적으로 병과 되어 부과된다는 점은 보호

관찰이 인권침해적 소지가 적은 인도주의적 형사제재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재고의 여지가 있

는 법적 제도라 할 수 있다.39) 특히 보호관찰이란 제도도 대상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인권침해

적 요소가 있는 형사제재인데, 이에 대한 부과가 별도의 판단없이 전자장치부착명령만을 통

해 자동적으로 부과된다는 점은 국가공형벌권의 제한원칙인 헌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전자장치부착명령이 형벌 집행 이후에 대상자에게 부가적으로 개시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

한 판단은 형벌 선고시점에 같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헌법재판소는 “전자장치부착명령은 피부착자의 위치와 이동경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피부착자를 24시간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피부착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

고, 아울러 위치와 이동경로에 관한 정보를 수집, 보관,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개인정보자기결

정권도과 피부착자의 인격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40)

나.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

2012년 12월 18일 개정을 통해 신설되어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된 제2장의 2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은 이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에서 같은 취지로 1년 전에 규정되었다. 즉 ｢청소년성보호법｣ 제6장(제61조∼제64조)에

서는 “성범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이 종료 

한 이후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하였다.41) 그러나 어

느 법에 의해 보호관찰이 부과되는가에 따라, 보호관찰 부과시 준수되어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의 제재조치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7) 전자감시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되었던 미국에서는 가석방자에 대한 가택구금의 수단으로서 전자감시를 사용하였다
가 점차 자유형 대신 보호관찰에 전자감시를 병과하는 것으로 발전하였고, 최근에야 비로소 특정 범죄의 재범방
지에까지 확대되고 있다(김혜정, “전자감시제도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검토”, 형사정책 제12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
학회, 2000, 113면).

38) 김봉수, “전자감시장치 부착의 법적 성격과 확대적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학논고 제36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 69면.

39) 김성돈, 앞의 책, 869면에서도 전자감독제도가 ‘보호관찰 프로그램’의 역할을 하여야 함에도 재사회화효과도 담보
할 수 없는 장기간의 감시와 억압적 기능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외출제한 등과 같은 다른 사회내처우의 실
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성제재수단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서술하고 있다.

40) 헌법재판소 2012. 12. 27. 2011헌바89, 판례집 24하, 364, 379; 헌법재판소 2013. 7. 25. 자 2011헌마781 결정.
41) ｢청소년성보호법｣ 제6장 보호관찰은 2011년 9월 15일에 신설되어, 그 다음해인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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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같이 차이를 보이게 된다.42)

또한 제21조의 2에서의 청구는 “부착명령이 청구된 사건에 대하여 부착명령보다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때에, 2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결국 재범의 위험성이라는 주관적인 기준에 강약을 나

누어서, 좀 더 위험한 사람에겐 부착명령을 그리고 그보다 덜 위험한 사람에겐 보호관찰명령

만을 선고하는 규정을 신설한 셈이 된다. 그러나 부착명령대상자나 보호관찰대상자나 준수해

야 할 사항은 같다. 즉 제21조의 4에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부착명령을 선고받

은 사람이 준수해야 할 제9조의 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과 함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도 준수해야 한다. 

동일한 법률에서 형 집행 종료 후 부과되는 제재를 전자장치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으로 

양분하면서, 규정을 통해 덜 위험한 사람은 보호관찰명령만을 선고한다고 한 것은 결국 전자

장치부착명령과 함께 자동적으로 병과되는 보호관찰을 인권을 침해하는 형사제재로 보지 않

았음을 시인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형 집행종료 이후의 보호관찰은 전자장치 부착과는 상관

없이 부과된다는 면에서는 새로운 규정이지만, 성인에 대한 최초의 사회내처우였던 구 사회

안전법상의 보안관찰과 그 성격은 같아, “보호관찰”이란 동일한 명칭 하에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보호관찰대상자의 기본권 침해에 대해 적정성을 담보하지 못한 입법을 한 

것이라 생각한다. 

다. 가석방 및 가종료, 그리고 집행유예시 부과되는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

가석방 및 가종료, 그리고 집행유예시 부과되는 보호관찰과 전자장치부착명령이 개발국인 

미국의 전자감시제도와 그 성격이 가장 비슷하다.43) 가석방 및 가종료, 집행유예를 통해 실질

적으로 형기를 줄이거다 형을 대체하여 재사회화를 도모하기 위해 보호관찰이 부과되고, 이

에 대한 보조적인 조치로서 전자장치가 부착되기 때문이다. 

42) ｢전자장치부착법｣과 ｢청소년성보호법｣에서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의 차이는 아래 표와 같다.

｢전자장치부착법｣ ｢청소년성보호법｣

제39조(벌칙) ②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정
당한 사유 없이｢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
은 법 제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
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2.12.18]
[[시행일 2013.6.19]]

제66조(벌칙) 보호관찰 대상자가 제62조 제1항에 따
른 제재조치를 받은 이후 재차 정당한 이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3) 미국의 패롤, 즉 가석시의 보호관찰이 형벌로서 의미를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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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동법 제3장과 제4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유형들은 잔여형의 집행을 중지하고 조

기에 석방하거나 처음부터 형의 집행 없이 조속하게 사회복귀 및 재사회화를 목적으로 하면

서도, 낙인효과의 우려가 있는 전자감시장치를 단순히 보호관찰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해 부착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개전의 정이 현저하고 재범위험성이 낮은 

자에게 적용되는 가석방, 집행유예 등에, 보통의 보호관찰보다 더 감시기능이 높은 전자장치

를 보호관찰의 준수사항 위반여부를 확인코자 부착하게 하는 이 규정의 취지라면, - 의무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면서까지 감시가 필요한 대상자라면, - 처음부터 가석방 및 가종료, 집행유

예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44)

오히려 이 규정이 전자장치부착명령을 보호관찰 프로그램 중 하나로 보고 입법화 된 것이

라고 해석한다면, 이를 토대로 같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 집행 종료 후 전자장치부착명령을 

삭제하고, 형 집행 종료 후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여 보호관찰을 전제로 재범의 위험성 정도

에 따라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자장치부착명령을 부가한다면, 보호관찰을 통한 국가형벌권

으로부터 대상자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입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성충동약물치료법｣상의 기본권 침해

｢성충동약물치료법｣은 2010년 7월 23일에 제정되어 2011년 7월 24일부터 시행되었다. 법

률은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45)로서 성폭력범죄를 다

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하여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동법 제1조). 검

사의 청구와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통해 법원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약물치료명

령46)을 선고받은 대상자는 치료기간 동안 특별한 요건 없이 자동적으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따라서 치료명령을 부과 받은 대상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각호의 

준수사항 이외에도, 이 법률 제10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즉 약물치료명령과 관련

된 법률을 통해 약물치료명령의 부담부 조치로 보호관찰이 부과된 것이기 때문에, 이 법률에 

의한 준수사항의 이행도 보호관찰의 역할에 포함되게 된다. 따라서 약물치료명령에 따른 보

44) 김봉수, 앞의 논문, 2011, 73면.
45) 성도착증환자란 동법 제2조 1항에 의하면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정신과 전문의의
감정에 의하여 성적 이상습벽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소아성기호증(小兒性嗜好症), 성적가학증(性的加虐症) 등
성적 성벽(性癖)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이다.

46) ｢성충동약물치료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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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관찰의 부가가 앞서 설명한 전자장치부착명령부 보호관찰과 같이 보호관찰도 대상자의 자

유를 제한하는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는 형사제재임에도, 별도의 판단 없이 약물치료명령만을 

통해 자동적으로 부과된다는 점은 국가공형벌권의 제한원칙인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 법에 의한 보호관찰은 성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형 집행 후에도 약물

치료명령을 선고하겠다는 법원의 판단과 함께, 형 집행이 종료되기 2개월 전부터 보호관찰이 

시작되게 된다. 그러나 보호관찰 시작의 전제가 되는 약물치료명령의 선고는 형 선고와 동시

에 이루어져 있어, 형 집행 이후 대상자가 성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여전히 높은 지는 

판단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2015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

료에 관한 법률상의 약물치료명령과 관련하여 장기형 선고로 치료명령 선고시점과 집행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극이 존재하는 경우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하여 헌

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바 있다.47) 

다음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성폭력 수형자”의 경우이다. 이 경우 성폭력 수형

자의 동의를 얻는 것만 다를 뿐 재판시 부과되는 약물치료명령과 같이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결정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두 번째 경우 약물치료명령이 개시되기 위해서는 가석방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48) 실질적으로 약물치료명령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가

석방이 전제되지 않는 한, 치료명령이 개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49) 이 기간이 10년을 도과

하게 되면 치료명령이 시효완성을 이유로 집행이 면제되기 때문이다.50) 그러나 위와 같은 동

법의 규정은 개전의 정이 뚜렷하여 나머지 형벌의 집행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상

자에게 징역형이라는 시설내제재에서 사회내제재로 건너오게 하는 가석방을 조건으로, 성범

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 높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약물치료명령이 집행된다는 것은 가석방

의 필요적 규정으로 부가되는 보호관찰에 종속된 집행상 프로그램으로 약물치료명령을 보지 

않는 이상, 헌법상의 제한규정에 반하는 적정하지 못한 입법이다. 세 번째 유형인 치료감호법

상 가종료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47) 헌법재판소 2015. 12. 23. 자 2013헌가9 결정으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2017.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적용되었다.

48) ｢성충동약물치료법｣ 제22조 제2항 제1호.
49) ｢성충동약물치료법｣ 제23조.
50) ｢성충동약물치료법｣ 제22조 제1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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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나오는 말

우리나라 ｢헌법｣은 제10조의 전단 부분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성을 명문화하여 보장하

고 있고, ｢헌법｣뿐만 아니라 모든 법률이 실현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자 한계선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가는 ｢헌법｣ 제10조를 전제로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적극 보장하고 이를 확인

할 의무를 부담한다. 하지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은 ｢헌법｣ 
제37조 제2항을 근거로 형벌과 보안처분이라는 형사제재를 통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

한하는 대표적인 법률이다. 그래서 ｢형법｣은 헌법 하에 죄형법정주의라는 대원칙에 의해 제

재의 대상자로 하여금 최소한의 기본권 침해와 최대한의 인권보장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형벌과 보안처분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지지 않는 보호관찰이란 형사제

재가 있다. 이 형사제재는 초기에는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보호처분의 형식으로 부

과되었고, 형벌을 집행하기에는 개전의 정이 현저하고 경미한 범죄에 속해 형벌을 대신하여 

부과되었던 프로베이션 형태의 보호관찰이었다. 그래서 보호관찰은 대상자를 시설내가 아닌 

사회내에서 일상생활을 그대로 하면서도 형사제재로서의 목적을 달성하는 인도주의적 형사제

재의 대표주자이다. 

그런데 보호관찰이 위와 같이 소년범에 대한 보호처분이거나, 또는 형벌 집행을 대신하는 

집행수단으로서 운용되다보니, 보호관찰이 헌법상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형사제재라는 점

이 간과되었던 듯하다. 또한 우리나라가 이원주의 입법체계를 가지다 보니, ｢형법｣에 규정된 

형벌 이외에는 모두 보안처분이라는 인식, 그리고 보안처분은 죄형법정주의에서 형벌보다 자

유롭다는 인식 때문에, 새로운 형사제재의 등장은 자연스럽게 모두 보안처분의 범주에 속하

면서 형벌에 병합처분 가능한 것으로 입법화되기에 이르렀다. 

사실상 전자장치부착명령이나, 성충동약물치료명령은 보호관찰제도의 프로그램적 속성으

로 우리나라에 도입되기 전 이미 외국에서 시작된 제도들이다. 하지만 위와 같은 우리나라의 

입법형식 때문에, 전자장치부착명령 및 성충동약물치료명령 등의 제도는 보안처분으로서의 

형사제재가 되었고, 이에 대한 집행의 방법으로서 오히려 보호관찰이 이 제도들을 전제로 부

과되는 현상들이 만들어졌다. 

보호관찰제도 자체가 형사제재임은 분명한 사실이며, 이는 ｢전자장치부착법｣상의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이 신설된 것과도 궤를 같이 한다. 물론 이 보호관찰명령이 초창기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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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관찰과 집행되는 목적, 즉 기능이 다르지만, 다시 한번 보호관찰도 대상자의 기본권을 침해

하는 형사제재임을 입법을 통해 분명히 한 것이다. 

보호관찰제도는 제도의 이름 속에 “보호”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다. “보호”는 어떤 위협으

로부터 보호대상을 지켜 원래대로 보존하는 것, 위험이나 곤란 등이 미치지 않도록 잘 보살펴

준다는 국어사전적 의미를 가진 단어이다. 그래서 보호관찰은 “관찰”이란 방법을 통해 범죄자

를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서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방위적 목적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보호관찰이 황금다리를 건너는 인

권친화적 형사제재가 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대상자와 국민, 모두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아래와 같이 보호관찰이 ｢헌법｣ 제10조를 기조

로 하여 나아가야 할 방안에 대해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보호관찰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래, 하나의 독립된 형사제재로 자리를 잡았을 

뿐만 아니라, 보호관찰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위 프로그램적 성격의 사회내제

재인 성충동약물치료명령, 전자장치부착명령, 치료감호법상의 치료명령 등이 시행되고 있다. 

보호관찰이 일반국민이 예측 가능할 정도의 명확한 규정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으며, 보호관

찰의 법적성격에 대해 현행법상 보안처분으로만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형벌, 보안처분, 그리

고 제3의 독립된 형사제재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형법에는 형벌만 규정하고 있지

만, 보안처분과 함께 보호관찰에 대해서도 형법에 규정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둘째, 보호관찰제도가 현행법상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일반법으로 하고 있는 것에 

근거하여, 약물치료명령, 전자장치부착명령을 각각의 장으로 포함시키는 것이다. 현재 총 6장

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법률이 총 8장으로 되면서, 현재 제6장 벌칙은 제8장 벌칙의 장으로 

가고, 제7장 약물치료명령, 제8장 전자장치부착명령과 같이 규정하는 방안이다. 즉 형법에 보

호관찰이 규정된 것을 전제로, 형사소송법과 같이 보호관찰의 집행법적 개념으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약물치료명령과 전자장치부착명령을 규정하고 있는 ｢성충동약물치료법｣과 ｢전자장

치부착법｣은 대체로 법체계가 제1장 총칙을 시작으로 명령을 청구하는 방식과 판결, 그리고 

집행방법에 있어 준수사항과 집행지휘로서의 보호관찰관 등을 규정하고, 부칙과 벌칙조항을 

두고 있다. 현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갱생보호에 

대해 각각의 장에서 규정하면서 이 형사제재들의 부과방식과 집행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즉 약물치료명령과 전자장치부착명령의 대상자 및 청구방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보호관찰을 전제로 부과되는 제재인 만큼, 현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가 규정하

는 준수사항을 대상자별로 다양화 시키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 ｢전자장치부착법｣상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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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보호관찰에서 이 부분

을 포함할 수 있는 방안 등과 함께 언급한 두 번째 제안방식이 전제가 된다면, ｢성충동약물치

료법｣과 ｢전자장치부착법｣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흡수･통합하여 폐지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보호관찰의 개정방향을 제시한 이유는 우리나라 보호관찰이 “보호처분” 또는 

형 선고 및 집행을 유예(선고유예, 집행유예)하면서 이를 대체하는 방식, 또는 형 집행 만료 

전, 또는 보안처분 만료 전(가석방, 가종료)에 이를 대체하는 방식이 아닌 강력범죄자에게도 

형벌에 추가하여 부과가 가능한 제재로도 적용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 있다. 즉 보호관찰

대상자가 헌법 제10조와 함께 기본권 침해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많아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따라서 보호관찰의 개정방향 제시는 보호관찰 관련 법률들의 간소화를 통한 법적 안정성과 

명확성을 담보함으로써, 보호관찰제도가 형사제재로서 가지는 법적성격을 분명히 하면서 

그에 걸맞은 제재의 집행방법을 통해 헌법이념에 부합하는 형사제재로 자리매김하기를 바

라는 마음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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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방안*

안 성 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 문제상황

  전국의 각 교도소는 … 감방 1평에 4∼10명씩 수

용하고 있고, 미결감의 경우는 더욱 심해 1평에 최고 

24명까지 들어있는 실정이어서 재소자들이 교화 교정

되기는커녕 되려 질 나쁜 범죄에 물들어가고 있음이 

밝혀져 교도행정의 개선책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 전국 각 교도소는 거의 1천∼2천명(외국은 4백∼ 

8백 명)을 수용, 감방 한 평에 4∼10명이 복닥거리고 

있는 실정(외국은 평당 2명)이다. … 또 일반교도소와 

미결수용소는 행형상으로 설치목적과 수용요건 및 관

리운영이 판이한데도 ①부산과 대전에는 1천명 이상의 

미결수가 수용되어 있고 ②특히 부산교도소는 수용자 

총수의 65.3%가 미결수여서 구치소나 다름없는 기현

상을 보이고 있으며 ③도주와 증거인멸방지만을 위한 

미결수용소의 변칙운영은 범죄성의 감염으로 누범률의 

증가는 물론, 죄질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데다가 

미결수는 죄질에 따라 분류수용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실정은 그렇지 않아 … 독자적인 구치소의 운영관리를 

건의하고 있다.

  전국 교정시설 과밀화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

러났다. 특히 수용률이 높을수록 교도소 내 사고 발생

률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법무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52개 교정시

설 중 38개소에서 수용 인원이 정원을 초과했다. 평

균 수용률은 122.5%였다. … 전체 교정시설 중 정원

을 가장 많이 넘긴 곳은 성동구치소로 수용률이 

163%에 달했다. 이밖에 서울구치소 158.5%, 의정부

교도소 157.3%, 인천구치소 152.6% 등 수도권 교

정시설 대부분이 150%를 넘었다.

  … 교정시설 수용 인원이 많을수록 교도소 내 폭

행･상해치상 등 사건 발생률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

다. 작년 기준 … 부산구치소와 여주교도소는 정원이 

각각 1천480명, 1천610명으로 비슷하다. 하지만 수

용률은 145.8%와 86.4%로 크게 차이가 났고, 사건 

발생 수도 40건과 10건으로 4배 차이를 보였다.  … 

의정부교도소의 경우 이미 미결수용자만으로 정원을 

초과해 교도소라는 명칭이 어색할 정도이다.

※ 동아일보, 1967.11.10. 신문 기사 3쪽. ※ 연합뉴스, 2016.9.22. 인터넷기사.1)

위에서 인용하고 있는 신문기사는 1967년의 기사와 2016년의 기사로 두 기사 모두 교정시

설의 과밀수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기사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두 신문기사의 내용은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본격적

* 본 발표문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수시보고서 “교정시설에서의 과밀수용 현상과 그 대책에 대한 연구”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보완한 것임.
1) “교도소가 비좁다 … “전국 평균 수용률 122.5%””, 연합뉴스, 2016.9.22. 인터넷 기사, http://www.yonhapnews.co.kr

/bulletin/2016/09/22/0200000000AKR20160922107500004.HTML?input=1195m (검색일 2016.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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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교정행정2)이 시작된 196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어 온 고질적인 문

제로 비단 최근에만 나타난 문제가 아니다.3) 

최근 10년간 교정시설 수용률의 추이를 살펴보면 2006년에는 전국 교정시설 수용률이 

98.6%였으나 이후 증감을 반복하였고, 2012년에 99.6%이었던 수용률은 2013년 104.9%로 수용

률을 초과하기 시작하여 2014년 108.0%, 2015년 115.6%, 2016년 121.2%, 2017년 119.8%로 약 

120%에 달하고 있어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국

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성호 위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특히 수

도권과 대도시의 교도소와 구치소의 과밀수용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용밀도가 

가장 높은 곳은 성동구치소로 수용률이 163%에 달했고, 서울구치소 158.5%, 의정부교도소 

157.3%, 인천구치소 152.6% 등 수도권의 교정시설 중에서도 특히 구치시설의 대부분이 150%

대가 넘는 높은 수용률로 정원을 크게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 

지난 2013년 9월 국가위원회는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해소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

행할 것을 권고하는 권고결정5)을 하였고, 2016년 12월 29일에는 헌법재판소가 1인당 면적이 

1㎡ 남짓에 불과한 좁은 구치소 공간에 사람을 수용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

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헌법재판소 2016.12.29. 선고 2013헌마142 결정)하였다.6)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은 수용자의 인권 침해, 교정공무원의 직무의지 약화와 교정역량 저

하, 교정사고의 발생률 증가, 재사회화라는 교정의 목적 달성 불가 등 교정행정 및 교정처우 

상의 많은 문제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제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사회의 전

반적인 문제(예컨대 범죄발생의 증가에 따른 치안 악화, 과밀수용으로 인한 국가예산의 증가 

등)로 직결되어 국가정책(형사정책; 사회안전망 구축)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해소는 우리나라 교정정책 분야의 시급한 선결과제로 이에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2) 1950년 3월 2일 법률 제105호로 ｢행형법｣이 제정됨에 따라 교육형주의의 교화이념에 따른 교정행정이 시작되었으
나, 당시의 행형법은 교화이념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교화활동을 시행하기에는 미비한 점이 많아 1961년 12월 23일
에 행형법의 제1차 25개정이 단행되었다. 개정 행형법의 주요 내용은 형무소･형무관을 교도소･교도관으로 명칭을
바꾸어 교화이념의 실천의지를 분명히 하였고, 새로운 교화제도로서 종파교회, 귀휴, 구치소 신설 등의 근거 마련
등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교정의 지도이념에 부합하는 본격적인 교정행정은 1960년대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
다. 허주욱(2013), 교정학[新訂版], 법문사, 170∼172쪽.

3) 우리나라 교정시설의 해방이후부터 1990년대까지의 과밀수용 상황에 대해서는 김화수(1999), “과밀수용의 원인 및
대책”, 교정 제275호, 법무부, 2쪽 참조.

4) “교정시설 과밀화 심각, 평균 수용률 122.5%로 38개소 정원 초과”, 국회의원 정성호 보도자료, 2016.9.22.
5)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 제2위원회 결정(국가인권위원회 2013.9.11. 13직권0000100 결정).
6) 2016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2017년 8월 31일 부산고등법원과 2018년 6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과밀
수용에 대한 국가배상판결이 내려졌다. (부산고등법원 2017. 8. 31 선고 2014나5097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7가소71119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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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정시설 수용인원 결정 메커니즘

교정시설 수용인원이 결정되는 메커니즘을 알면 결정과정에서 수용인원을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교정시설 수용인원이 결정되는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 일

본의 하마이(浜井) 교수는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7) 

교도소 수용인원은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 것인가?

이에 대해선 단순한 방정식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즉 “호텔에 매일 200명의 싱글 고객이 숙박하고, 

1인 평균 3일간 체재한고 할 때, 호텔 객실은 몇 개가 필요한가?”라는 것과 동일한 문제이다. 교도소 수

용인원은 기본적으로는 새로이 확정되는 수형자 수(신입수형자 수), 수형자의 미결일수를 제외한 집행형기

(형기)로 결정된다. 다만 가석방제도를 통해 수형자는 형기 도중에 석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면, 

교도소 수용인원은 신입수형자 수, 형기, 가석방되는 수형자 비율(가석방률) 및 가석방되는 수형자의 형기

의 실제 집행률에 의해 계산할 수 있다.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수형자 필요정원

= (형기×가석방률×집행률+형기×(1-가석방률))×1년간 신입수형자 수÷12

※ 형기는 월수로 계산한다.  

※ 浜井浩一(2006), ＂過剰収容の原因と背景にあるもの＂, 刑法雑誌　第45巻　第3号, 有斐閣, 480∼481쪽.

하마이 교수는 위의 공식에 교정시설의 실제 숫자를 입력하여 그 수를 다양하게 변화시켜 

본 결과, 교도소 수용인원은 형기와 가석방의 운용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를 도출

하였다. 이 결과에 따르면 교도소에 새로이 입소하는 신입수형자가 감소하면 교도소의 수용

인원이 안정될 것이라는 견해는 신뢰할 수 없게 된다. 즉, 교도소의 수용인원은 형기와 가석

방의 운용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예컨대 신입수형자 인원이 감소하더라도 수형자

의 형기에 영향을 주는 사법기관의 중벌화 경향이 계속된다면 교도소 수용인원은 계속 증가

하게 된다고 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은 형벌규정의 중벌화 경향과 다이버전 제도의 소극적 활용 경

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원인과 

배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7) 하마이 교수의 분석은 교정시설 수용인원 중 기결구금자, 즉 수형자의 증감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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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정시설 수용자 수용현황

(단위 : 명)

연도
구분

수용정원 1일 평균 수용인원 수용률(%)

2008 43,100 46,684 108.3

2009 44,430 49,467 111.3

2010 45,930 47,471 103.4

2011 45,690 45,845 100.3

2012 45,690 45,488 99.6

2013 45,690 47,924 104.9

2014 46,430 50,128 108.0

2015 46,600 53,892 115.6

2016 46,600 56,495 121.2

2017 47,820 57,298 119.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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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
50000
60000
70000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46684 49467 47471 45845 45488 47924 50128
53892 56495 57298

43100 44430 45930 45690 45690 45690 46430 46600 46600 47820

수용정원 1일 평균 수용인원

※ 법무부(2018), 법무연감에 근거하여 작성.

<표 1> 교정시설 1일 평균 수용인원(2008년∼2017년)

<표 1>은 우리나라 교정시설의 수용정원과 1일 평균 수용인원, 그리고 수용률에 대한 최근 

10년 동안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1일 평균 수용인원은 2009년 111.3%를 정점으로 감소 추

세에 있던 수용률은 2012년 99.6%로 100% 이하의 수용률을 보였으나, 2013년부터는 다시 수

용률 100%를 초과하여 계속해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증가추세는 최근 더욱 심각

해져 2016년부터는 120%대를 초과하여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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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명) (%)

구분

연도

1일 평균 
수용인원

수용내용

기결구금자 미결수용자

계 수형자 노역장 유치 계 피의자 피고인

2008
46,684
(100)

32,316
(69.2)

30,280
(64.9)

2,036
(4.4)

14,368
(30.8)

937
(2.0)

13,431
(28.8)

2009
49,467
(100)

33,179
(67.1)

30,749
(62.2)

2,430
(4.9)

16,288
(32.9)

1,008
(2.0)

15,280
(30.9)

2010
47,471
(100)

32,652
(68.8)

30,607
(64.5)

2,045
(4.3)

14,819
(31.2)

786
(1.7)

14,033
(29.6)

2011
45,845
(100)

31,644
(69.0)

29,820
(65.0)

1,824
(4.0)

14,201
(31.0)

724
(1.6)

13,477
(29.4)

2012
45,488
(100)

31,302
(68.8)

29,448
(64.7)

1,854
(4.1)

14,186
(31.2)

703
(1.5)

13,483
(29.6)

2013
47,924
(100)

32,278
(67.4)

30,181
(63.0)

2,097
(4.4)

15,646
(32.6)

712
(1.5)

14,934
(31.2)

2014
50,128
(100)

32,751
(65.3)

30,727
(61.3)

2,024
(4.0)

17,377
(34.7)

747
(1.5)

16,630
(33.2)

2015
53,892
(100)

34,625
(64.2)

32,649
(60.6)

1,976
(3.7)

19,267
(35.8)

847
(1.6)

18,420
(34.2)

2016
56,495
(100)

35,618
(63.0)

33,791
(59.8)

1,827
(3.2)

20,877
(37.0)

864
(1.5)

20,013
(35.4)

2017
57,298
(100)

37,006
(64.6)

35,382
(61.8)

1,624
(2.8)

20,292
(35.4)

753
(1.3)

19,539
(34.1)

※ 법무부(2018), 법무연감 <표 5-1> 인용 작성.

<표 2> 수용내용별 인원(2008년∼2017년)

<표 2>는 최근 10년간의 교정시설의 수용내용별 인원을 기결구금자와 미결수용자로 구분

하여 나타낸 것이다. 기결구금자와 미결수용자의 인원은 2009년을 기점으로 감소 추세를 보

였으나 2012년부터는 양자 모두 계속해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기결구금자는 

37,006명으로 10년 전인 2008년 32,316명에 비해 약 4,700명 정도 증가하였으며, 미결수용자 

또한 2017년 20,292명으로 2008년 14,368명에 비해 약 6,000명 정도 증가하였다. 특히 미결수

용자의 증가추세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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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밀수용의 원인 및 배경

가. 구공판 사건의 증가와 형기의 장기화 경향

(단위 : 명)

 구분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기  소
1,180,503

(100)

1,058,059

(100)

850,572

(100)

756,885

(100)

697,850

(100)

688,536

(100)

631,977

(100)

629,652

(100)

691,585

(100)

718,704

(100)

구공판
135,600

(11.5)

136,432

(12.9)

109,445

(12.9)

101,477

(13.4)

119,169

(17.1)

132,413

(19.2)

146,055

(23.1)

145,476

(23.1)

171,088

(24.7)

173,547

(24.1)

구약식
1,044,903

(88.5)

921,627

(87.1)

741,127

(87.1)

655,408

(86.6)

578,681

(82.9)

556,123

(80.8)

485,922

(76.9)

484,176

(76.9)

520,497

(75.3)

545,157

(75.9)

※ 구공판 인원은 구속+불구속 인원임.
※ 대검찰청(각 연도), 범죄분석, 범죄자 구속･불구속별 처분결과 표 인용.

<표 3> 기소인원 및 기소내용별 구성비

<표 3>은 기소인원 및 기소내용별 구성비를 나타낸 것이다. 기소인원 중 구공판(구속+불구

속) 인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구공판 인원의 비율 또한 10년 전인 2008년 11.5%에 비해 

2017년에는 2배 이상 증가한 24.1%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기소인원이 10년 전에 비해 약 

40%정도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공판 인원이 2배 이상 증가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가 있다. 이에 비해 벌금형과 과료형이 대부분인 구약식 인원은 구공판 인원에 반비례하여 줄

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공판 인원의 증가가 반드시 정기형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후술하는 바와 같

이 정기형을 선고받는 인원과 비율의 증가를 고려해 볼 때 현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주요 원

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공판 인원의 증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증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국민 여론의 범죄자에 대한 중벌화 요구와 이에 따

른 형사사법기관의 형벌의 엄격한 적용이 하나의 요인일 것으로 추정된다.8)

8) 국민의 법감정과 형벌의 중벌화 경황에 대해서는 이재석(2011), “형법의 중벌화 입법경향에 관한 비판적 고찰”, 법학
연구 제44권, 한국법학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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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명(%))

구분

연도 
계

정  기  형
집행
유예

부정
기형소계 무기 10년 이상 5년 이상 3년 이상 1년 이상 1년 미만

2008
127,552

(100)

44,327

(35/100)

58

(0.0/0.1)

508

(0.4/1.1)

1,439

(1.1/3.2)

4,063

(3.2/9.2)

16,967

(13.3/38.3)

21,292

(16.7/48.0)

82,694

(64.9)

531

(0.4)

2009
130,962

(100)

47,344

(36/100)

70

(0.1/0.1)

554

(0.4/1.2)

1,774

(1.4/3.7)

4,473

(3.4/9.4)

18,749

(14.3/39.6)

21,724

(16.6/45.9)

83,031

(63.4)

587

(0.4)

2010
114,528

(100)

43,506

(38/100)

70

(0.1/0.2)

518

(0.5/1.2)

1,710

(1.5/3.9)

4,674

(4.0/10.7)

17,784

(15.5/40.9)

18,750

(16.4/43.1)

70,519

(61.6)

503

(0.4)

2011
104,575

(100)

42,186

(40/100)

32

(0.0/0.1))

526

(0.5/1.2)

1,902

(1.8/4.5)

4,376

(4.2/10.4)

17,538

(16.8/41.6)

17,812

(17.0/42.2)

61,891

(59.2)

498

(0.5)

2012
102,513

(100)

41,085

(40/100)

23

(0.0/0.1)

535

(0.5/1.3)

2,067

(2.0/5.0)

4,554

(4.4/11.1)

17,637

(17.3/42.9)

16,269

(15.9/39.6)

60,624

(59.1)

804

(0.8)

2013
108,519

(100)

44,234

(41/100)

27

(0.0/0.1)

506

(0.5/1.1)

1,938

(1.8/4.4)

5,266

(4.8/11.9)

19,487

(18.0/44.1)

17,010

(15.7/38.5)

63,609

(58.6)

676

(0.6)

2014
125,448

(100)

51,139

(41/100)

31

(0.0/0.1)

599

(0.5/1.2)

2,119

(1.7/4.1)

6,048

(4.8/11.8)

22,937

(18.3/44.9)

19,405

(15.5/37.9)

73,675

(58.7)

634

(0.5)

2015
133,153

(100)

55,501

(42/100)

42

(0.0/0.1)

427

(0.3/0.8)

1,987

(1.5/3.6)

5,513

(4.1/9.9)

25,364

(19.1/45.7)

22,168

(16.7/39.9)

77,022

(57.8)

630

(0.5)

2016
148,194

(100)

60,822

(41/100)

43

(0.0/0.1)

505

(0.3/0.8)

2,272

(1.5/3.7)

5,742

(3.9/9.4)

27,416

(18.5/45.1)

24,844

(16.8/40.8)

86,675

(58.5)

697

(0.5)

2017
149,995

(100)

59,777

(40/100)

32

(0.0/0.1)

466

(0.3/0.8)

2,247

(1.5/3.8)

5,721

(3.8/9.6)

26,627

(17.8/44.5)

24,684

(16.5/41.3)

89,716

(59.8)

502

(0.3)

※ 법무연수원(2015), 범죄백서, <표Ⅱ-48>을 재인용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법원행정처(2016), 사법연감의 2015년 통계자료를 추가하여 작성하였음.

<표 4> 제1심 공판사건 중 유기징역･금고 선고 현황(2008년∼2017년)

<표 4>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나타나는 바와 같이 제1심 공판사건에서 선고된 정기형

(유기징역･금고)을 형기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집행유예 선고비율은 2008년 64.9%를 기록

한 이후 계속해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7년에는 59.8%를 기록하였다. 또한 1년 미만

의 단기형의 경우는 2008년 48.0%를 정점으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이에 비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인원수와 비율은 함께 증가하고 있고, 특히 유기징역 형기 중에서 1년 이상의 정기

형을 선고받는 인원수가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수형자의 형기가 계속해서 장기화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수형자 형기

의 장기화가 과밀수용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9) 

9) 물론 이 통계는 제1심 공판사건에서의 통계이지만, 실제 교도소에 입소한 수형자의 형기별 동향의 추세와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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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형사사법절차 단계에서의 다이버전 제도 활용의 저조

형사사법절차의 단계는 수사단계, 재판단계, 마지막으로 형집행 단계가 형사절차의 마지막 

단계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형사사법절차의 각 단계에는 다이버전(Diversion) 제도10)가 있

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의 적극적 활용여부에 따라서 교정시설의 수용인원이 달라질 수 있다. 

즉 이러한 제도의 활용여부가 범죄의 증가가 곧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으로 이어지지 않는 주

된 이유라고 볼 수 있다. 대표적인 다이버전 제도로는 검찰단계에서의 불기소처분과 재판단

계에서의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제도, 형집행 단계에서의 가석방제도를 들 수 있는데, 이 중에

서 교정시설의 과밀수용과 관련하여 의미를 가지는 것은 재판단계에서의 집행유예제도와 형

집행 단계에서의 가석방제도이다. 

1) 집행유예 및 벌금형 선고의 감소

10) 일반적으로 다이버전은 공식적인 사법절차로부터의 이탈, 즉 전환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 제도는 1960년대 미
국에서 범죄의 증가와 이에 따른 법원의 부담가중, 교도소의 과밀수용이 문제가 되어 경미한 범죄에 대한 비
범죄화 내지 교정시설의 선별수용, 형사절차에서의 선별처리 등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강구된 것이다. 다이버전은
범죄인에게 유죄판결을 피할 수 있도록 하여 낙인효과를 방지하며 형사사법제도에 융통성을 부여하여 범죄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과밀수용을 방지하여 교정의 효과를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각종의 시설내
처우의 폐단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다이버전 [Diversion]
(경찰학사전, 2012.11.20, 법문사)

(단위 : 명(%))

구분

연도
계 사형

징역 또는 금고

벌금 무죄
소년부
송치

기타
무기

유    기

소계 정기 집유 부정기

2007
241,486

(100)
-

96

(0.0)

119,433

(49.5)

41,547

(17.2)

77,215

(32.0)

671

(0.3)

82,452

(34.1)

3,166

(1.3)

1,597

(0.7)

34,742

(14.4) 

2008
268,572

(100)

3

(0.0)

58

(0.0)

127,494

(47.5)

44,269

(16.5)

82,694

(30.8)

531

(0.2)

96,110

(35.8)

4,025

(1.5)

1,717

(0.6)

39,165

(14.6)

2009
281,495

(100) 

6 

(0.0) 

70 

(0.0) 

130,892 

(46.5) 

47,274 

(16.8) 

83,031 

(29.5) 

587 

(0.2) 

102,294 

(36.3) 

6,240 

(2.2) 

1,971 

0.7) 

40,022 

(14.2) 

2010
277,400

(100)

5 

(0.0) 

70 

 (0.0) 

114,458 

 (41.3) 

43,436 

(15.7) 

70,519 

 (25.4) 

503 

(0.2) 

96,071 

(34.6) 

21,229 

  (7.7) 

 1,584 

 (0.6) 

43,983 

 (15.9) 

2011
278,169

(100)

 1 

(0.0) 

32 

(0.0)

104,543 

(37.6)

42,154 

(15.2) 

61,891 

(22.2)

498 

(0.2) 

85,449 

(30.7) 

47,947 

(17.2) 

1,958 

(0.7) 

38,239 

(13.7) 

2012
287,883

(100)

2

(0.0)

23

(0.0)

102,490

(35.6)

41,062

(14.3)

60,624

(21.1)

804

(0.3)

85,264

(29.6)

60,399

(21.0)

2,516

(0.9)

37,189

(12.9)

<표 5> 제1심 형사공판사건 종국처리 현황(2007년∼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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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는 최근 10년간 제1심 형사공판사건의 종국처리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유기징역은 

2010년 41.3%를 기점으로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12년 이후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5년에는 133,111명, 2016년에는 148,151명으로 10년 내 최고 기록을 경신하

고 있다. 특히 2007년에는 정기형이 17.2%, 집행유예가 32.0%로 집행유예 비율이 훨씬 높았으

나, 이후 집행유예 비율은 감소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11년부터는 정기형과 집행유예

의 비율 격차가 7%대로 줄어들었고 2016년에는 격차가 약간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10%대 이

내에 머무르고 있다. 

이와 함께 벌금형의 선고비율 또한 2009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벌금형 또한 집

행유예제도와 같이 사회 내 처우의 하나로 대표적인 다이버전 제도로써 인식되고 있는 만큼 

벌금형의 감소는 형사사법기관의 형벌의 엄격한 적용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생각되며, 결국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2) 형집행 단계에서의 가석방 처분 감소

가석방 제도는 형집행 단계에서의 대표적인 다이버전 제도로서 교정시설의 수용인원을 조

절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석방 처분의 적극적 활용여부를 살펴봄으로써 

과밀수용의 원인과 배경을 추론해 볼 수 있다. 

가석방 제도는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수형자가 행상이 양호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경우에 형기 또는 수용기간 만료 전에 일정한 조건 하에서 석방을 허용하는 행정처분으로, 무

(단위 : 명(%))

구분

연도
계 사형

징역 또는 금고

벌금 무죄
소년부
송치

기타
무기

유    기

소계 정기 집유 부정기

2013
260,155

(100)

2

(0.0)

27

(0.0)

108,492

(41.7)

44,207

(17.0)

63,609

(24.5)

676

(0.3)

81,442

(31.3)

32,543

(12.5)

2,689

(1.0)

34,960

(13.4)

2014
267,077

(100)

1

(0.0)

31

(0.0)

125,417

(47.0)

51,108

(19.1)

73,675

(27.6)

634

(0.2)

85,606

(32.1)

21,014

(7.9)

2,082

(0.8)

32,926

(12.3)

2015
257,984

(100)
-

42

(0.0)

133,111

(51.6)

55,459

(21.5)

77,022

(29.9)

630

(0.2)

78,283

(30.3)

11,858

(4.6)

1,981

(0.8)

32,709

(12.7)

2016
268,510

(100)

43

(0.0)

148,151

(55.2)

60,779

(22.6)

86,675

(32.3)

697

(0.3)

79,488

(29.6)

9,080

(3.4)

1,721

(0.6)

30,027

(11.2)

※ 법무연수원(2017), 범죄백서, <표Ⅱ-46>을 인용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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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징역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징역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에 가석방할 수 있

다(형법 제72조).11) 

(단위 : 명(%))

연도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형기종료
17,561

(67.3)

17,607

(67.7)

17,468

(68.4)

16,551

(69.9)

15,742

(70.8)

16,374

(72.5)

17,191

(76.1)

19,187

(77.7)

21,357

(74.9)

23,324

(73.8)

가석방
8,524

(32.7)

8,392

(32.3)

8,083

(31.6)

7,129

(30.1)

6,500

(29.2)

6,201

(27.5)

5,394

(23.9)

5,507

(22.3)

7,157

(25.1)

8,275

(26.1)

계
26,085

(100)

25,999

(100)

25,551

(100)

23,680

(100)

22,242

(100)

22,575

(100)

22,585

(100)

24,694

(100)

28,514

(100)

31,599

(100)

※ 법무부(2018), 법무연감, 441쪽 <표 5-9> 인용.

<표 6> 형기종료와 가석방 인원의 연도별 추이(2008년∼2017년)

<표 6>은 최근 10년간 수형자의 출소 사유12) 중 형기종료와 가석방 인원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가석방자 수는 2008년 8,524명(32.7%)을 정점으로 계속해서 감소하여 2014년 5,394명

(23.9)을 기록하며 10년 동안 최저 수치를 기록하고 하였고, 2017년에는 가석방자 수가 8,275

명으로 증가하였지만 전체 출소자 대비 비율에 있어서는 26.1%로 10년 전과 비교하여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11)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
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12) 수형자의 출소 사유에는 형기종료와 가석방 이외에도 사면, 형집행정지, 노역종료, 사망 등이 있다.

(단위 : 명, %)

연도구분 신청인원 허가인원 허가율

2009 9,046 8,392 92.8

2010 8,626 8,083 93.7

2011 7,574 7,129 94.1

2012 6,996 6,500 92.9

2013 6,903 6,201 89.8

2014 6,298 5,394 85.6

<표 7> 가석방 허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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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가석방 신청인원 대비 허가인원과 허가비율을 나타낸 것

으로, 가석방 허가인원과 허가비율은 2009년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14년 5,394명(85.6%)로 최

저점을 기록하였으나, 2016년 이후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형법 제72조 제1항13)에서는 가석방의 요건으로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

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

며, 형집행법 제121조 제1항14)은 “소장은 형법 제72조 제1항의 기간이 지난 수형자에 대하여

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석방 신청인원이 8천명 대에 불과한 것은 전체 신청대상자 중 

1차 심사를 거쳐 선정된 인원이기 때문이다. 

각 교도소에서는 예비심사를 통해 가석방 요건을 갖춘 적격자를 1차로 선정하고,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1차로 선정된 적격자들을 다시 심사하여 가석방 대상자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석방 예비신청인원은 위의 표에 나타난 신청인원 보다 훨씬 많으며, 

허가율에 있어서도 위의 표에서는 평균 약 90%대를 나타내고 있지만 실제 신청인원인 예비

신청인원 대비 허가율은 10%대 초반에 불과한 실정이다. 실제로 전체 가석방 심사대상자 대

비 가석방심사 허가율은 2015년의 경우 43,900명 중 5,480명으로 12.4%에 불과하다.15) 

13)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
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14) 제121조(가석방 적격심사) ① 소장은 ｢형법｣ 제72조 제1항의 기간이 지난 수형자에 대하여는 법무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수형자의 나이, 범죄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능력, 생활환경,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을 고려하여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15) “가석방 허가 관련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법무부 교정본부 해명자료(2010.5.4.) 참조. 통계는 법무부 교정본부 내
부통계자료를 인용.

(단위 : 명, %)

연도구분 신청인원 허가인원 허가율

2015 6,216 5,507 88.6

2016 7,474 7,157 95.8

2017 8,797 8,275 94.1

※ 법무부 교정본부 내부자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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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명(%))

형집행률형집행률

연도연도
계계 60% 이하 60% 이하 61∼70%61∼70% 71∼80% 71∼80% 81∼90%81∼90% 91% 이상91% 이상

2006
8,379

(100)
-

12

(0.1)

429

(5.1)

4,208

(50.2)

3,730

(44.5)

2007
7,916

(100)
-

0

(0.0)

387

(4.9)

3,431

(43.3)

4,098

(51.8)

2008
8,389

(100)
-

6

(0.1)

383

(4.6)

3,780

(45.1)

4,220

(50.3)

2009
8,252

(100)
-

1

(0.0)

655

(7.9)

4,804

(58.2)

2,792

(33.8)

2010
7,995

(100)
-

1

(0.0)

908

(11.4)

5,117

(64.0)

1,969

(24.6)

2011
7,065

(100)
-

3

(0.0)

759

(10.7)

4,654

(65.9)

1,649

(23.3)

2012
6,444

(100)
-

1

(0.0)

548

(8.5)

3,953

(61.3)

1,942

(30.1)

2013
6,148

(100)
-

1

(0.0)

469

(7.6)

3,786

(61.6)

1,892

(30.8)

2014
5,361

(100)
-

1

(0.0)

432

(8.1)

3,197

(59.6)

1,731

(32.3)

2015
5,480

(100)
-

2

(0.0)

291

(5.3)

3,075

(56.1)

2,112

(38.5)

계
71,429

(100)
-

28

(0.0)

5,335

(7.5)

40,570

(56.8)

26,495

(37.1)

※ 법무부 교정본부 내부통계자료에 의함.

<표 8> 가석방자 형집행률 연도별 현황(2006년∼2015년)

<표 8>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의 최근 10년간의 연도별 가석방자의 형집행률을 나타낸 

것이다. 가석방자 수는 2006년 8,379명을 기록한 이후 계속해서 감소하였으며 2015년에는 최

저 수준인 5,480명을 기록하였다. 또한 가석방자의 형집행률은 대부분 81% 이상으로 형집행

률 80% 이하의 경우 가석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특히 형집행률 70% 미만의 수형

자인 경우 2006년 12명이 가석방된 이후 매년 1∼2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상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수형자의 가석방은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보

이며, 이러한 가석방의 엄격한 제한이 과밀수용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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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결수용자의 증가

(단위 : 명) (%)

   구분

연도
수용정원

1일 평균 
수용인원

수용률
(%)

수용내용

수형자
미결수용자 노역장 

유치계 피의자 피고인

2008 43,100 46,684 108.3
30,280
(62.2)

14,368
(32.9)

937
(2.0)

13,431
(30.9)

2,036
(4.9)

2009 44,430 49,467 111.3
30,749
(62.2)

16,288
(32.9)

1,008
(2.0)

15,280
(30.9)

2,430
(4.9)

2010 45,930 47,471 103.4
30,607
(64.5)

14,819
(31.2)

786
(1.7)

14,033
(29.5)

2,045
(4.3)

2011 45,690
45,845
(100)

100.3
29,820
(65.0)

14,201
(31.0)

724
(1.6)

13,477
(29.4)

1,824
(4.0)

2012 45,690
45,488
(100)

99.6
29,448
(64.7)

14,186
(31.2)

703
(1.6)

13,483
(29.7)

1,854
(4.1)

2013 45,690
47,924
(100)

104.9
30,181
(62.9)

15,646
(32.7)

712
(1.5)

14,934
(31.2)

2,097
(4.4)

2014 46,430
50,128
(100)

108.0
30,727
(61.3)

17,377
(34.7)

747
(1.5)

16,630
(33.2)

2,024
(4.0)

2015 46,600
53,892
(100)

115.6
32,649
(60.6)

19,267
(35.8)

847
(1.6)

18,420
(34.2)

1,976
(3.7)

2016 46,600 56,495 121.2
33,791
(59.8)

20,877
(37.0)

864
(1.6)

20,013
(35.4)

1,827
(3.2)

2017 47,820 57,298 119.8
35,382
(61.8)

20,292
(35.4)

753
(1.3)

19,539
(34.1)

1,624
(2.8)

※ 법무부 교정본부(2018), 교정통계연보 <표Ⅱ-1> 인용 편집.

<표 9> 교정시설 수용내용별 1일 평균 수용인원(2008년∼2017년)

<표 9>에서 나타나듯이 기결구금자와 미결수용자의 인원 모두 증가추세에 있지만, 특히 

미결수용자의 경우 2008년 14,368명에서 2017년에는 20,292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여 미결수

용자의 증가 추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미결수용자 중에서도 피의자 

신분인 경우 2009년을 정점으로 이후 수용인원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것에 반해 피고인 

신분의 미결수용자의 인원은 2008년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3년 이후부터는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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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분의 미결수용자가 감소하고 있는 현상은 1997년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영장실질심사제도의 도입에 따른 영향으로 생각되며, 특히 2008년부터 모든 피의자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의무화하도록 형사소송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구속영장 발부율이 크게 감

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17년도 범죄백서에 의하면 2017년도의 구속율은 1.8%로 지난 10년 간 평균 구속

률은 약 2%이다.16) 이에 따라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피의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표 10> 참조), 반대로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실형선고로 법정구속되는 인원은 

증가하고 있어 피고인 신분의 미결수용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표 11> 참조).17)  

(단위 : 명(%))

구분
연도

계 구속 불구속

2008
274,955

(100)

39,693

(14.4)

235,262

(85.6)

2009
287,465

(100)

40,214

(14.0)

247,251

(86.0)

2010
263,425

(100)

31,015

(11.8)

232,410

(88.2)

2011
277,744

(100)

28,326

(10.2)

249,418

(89.8)

2012
292,707

(100)

27,169

(9.3)

265,538

(9037)

2013
270,469

(100)

27,233

(10.1)

243,236

(89.9)

2014
268,823

(100)

28,543

(10.6)

240,280

(89.4)

2015
259,424

(100)

33,224

(12.8)

226,200

(87.2)

2016
276,074

(100.0)

33,272

(12.1)

242,802

(87.9)

2017
262,612

(100)

28,728

(10.9)

233,884

(89.1)

※ 치료감호사건은 제외함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각 연도 표 인용.

<표 10> 제1심 공판사건 중 구속사건 비율(2008년∼2017년)

16) 법무부(2018), 범죄백서 <표Ⅱ-9> 연도별 구속인원과 구속율 참조.
17) “구속영장 발부 대폭 감소 … 14만여건서 3만여건으로”, 법률신문 2016.9.12. 인터넷 기사 참조, https://www.lawtimes.

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3085&kind=&key=&page=1, 검색일 2016.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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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형사공판사건에서 법정 구속된 피고인수는 합의심과 단독심을 포함하여 11,156

명으로 2015년 9,962명을 기록한 이후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으며 통계 산출이 가능한 2002

년 5,168명에 비해 약 2배 정도 증가하였다(<표 11> 참조).18) 따라서 이러한 법정구속율의 증

가에 따른 미결수용자의 급격한 증가가 구치시설 과밀수용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단위 : 명)

구분 불구속 인원수 법정구속 인원수

상고심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13,556 13,511 13,959 - - -

항소심

고법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5,177 4,479 4,735 110 116 97

지법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44,277 47,537 50,998 690 728 580

제1심

합의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11,721 13,138 12,876 993 1,108 1,122

단독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213,521 222,049 223,869 8,969 10,255 10,034

※ 종국된 사건 기준으로 기소시 불구속사건이며 종국시 최초 구속된 피고인수임.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각 연도, 표 인용.

<표 11> 형사공판사건 법정구속 피고인수(2015년∼2017년)

제1심 공판사건에서 판결을 받은 인원 중 그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한 인원의 최근 10년간

의 추이를 살펴보면, 2005년 61,132명에서 2014년 92,624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항

소율 또한 2005년 29.8%에서 2014년 38.6%로 최근 10년간 항소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표 12> 참조). 법정구속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항소인원과 항소율의 증가는 미결

수용자의 증가를 의미하므로 이러한 원인이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18) 법원행정처가 발행한 2018년도 사법연감에는 2015년부터 법정구속 피고인수에 관한 통계자료가 나오고 있어 연도
별 법정구속 피고인수를 알 수 없지만, 법률신문 2016년 9월 12일자 인터넷신문에 의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을 받다가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되는 사례는 크게 늘어, … 통계 산출이 가능한 2002년 5168명이던 1심 법정구
속자 수는 지난해 1만6762명으로 3배 이상이 늘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구속영장 발부 대폭 감소… 14만여건서 3
만여건으로”, 법률신문, 2016.9.12. 인터넷 기사, https://m.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
3085&kind=AA01 (검색일 2016.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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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명(%))

연  도 판결인원 항소인원 항소율

2008 237,234 76,711 32.3

2009 248,704 79,717 32.1

2010 241,105 80,794 33.5

2011 246,619 79,421 32.2

2012 257,091 75,896 29.5

2013 230,691 78,886 34.2

2014 239,960 92,624 38.6

2015 230,559 94,366 40.9

2016 243,781 104,755 43.0

2017 244,489 100,680 41.2

※ 항소심 합의사건은 고등법원, 단독사건은 지방법원항소부 사건임.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각 연도 표 인용.

<표 12> 형사공판사건 항소율 현황(2008년∼2017년)

한편 미결구금자의 출소사유를 살펴보면 미결구금자 중 약 50% 정도는 실형이 아닌 구속취

소나 벌금형,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이 선고될 때까지 구금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원인이 과밀수용을 초래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표 13> 참조).

(단위 : 명(%))

 구분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65,155
(100) 

70,008
(100)

61,815
(100)

43,987
(100)

41,433
(100)

42,651
(100)

46,272
(100)

50,654
(100)

53,470
(100)

53,890
(100)

구속취소 1,308 1,888 1,893 1,465 1,355 1,400 1,669 2,056 2,452 2,761

벌금 1,988 2,156 1,574 1,235 947 1,078 1,224 1,306 1,310 1,218

집행유예 15,951 17,052 13,074 11,030 9,941 10,100 11,777 12,914 12,447 11,227

보석 4,672 4,709 3,885 3,376 2,662 2,882 3,167 3,069 2,678 2,555

형확정
25,626
(39.3)

25,804
(36.9)

24,351
(39.4)

21,955
(49.9)

21,660
(52.3)

22,017
(51.6)

23,155
(50.0)

25,985
(51.3)

29,019
(54.3)

30,173
(56.0)

기타 15,610 18,399 17,038 4,926 4,868 5,174 5,280 5,324 5,564 5,956

연도말인원 15,769 15,931 13,700 13,840 15,274 16,687 18,317 19,569 21,196 19,031

※ 2011년 통계부터 교정기관간 이송･이입 인원은 제외함
※ 법무부(2018), 법무연감, 442쪽 <표 5-11> 인용.

<표 13> 미결구금자 출소사유별 인원(2008년∼2017년)



424  Criminal Justice for Human Dignity and Values

5. 과밀수용 해소방안 

가. 과밀수용 해소방안의 검토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해소방안19)과 관련하여 Blumstein(1983)은 과밀수용 해소방안으로 

① 무익한 전략(Null Strategy), ② 교정시설 증설 및 증축 전략(Provision of Additional Capacity 

Strategy), ③ 선별적 수용 전략(Selective Incapacitation), ④ 수용인원 감소 전략(Population 

Reduction Strategy), ⑤ 수용인원 변화에 따른 수용인원 조절 전략(Population-Sensitive 

Flow-Control Strategies)의 다섯 가지 전략을 제시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20) 

1) 무익한 전략(Null Strategy)

무익(無益)한 전략은 교정시설이 증가하는 수용자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현 시설에 그대로 수용한다고 전략이다. 이 전략은 과밀수용의 해소와 관련하여 아무런 방안

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무의미한 전략으로 보이지만, 교정시설 수용인원의 추이가 시

계열적 변화 특성으로 볼 때 증감을 반복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결과적으로 과밀수용 상황의 자연 해소를 기대할 수 있고, 무엇보다 해소방안 마련과 관

련한 추가비용의 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수용하기 쉬운 전략이다.21) 그러나 

과밀수용의 문제점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과밀수용의 상황이 반복될 수 있

고, 또한 과밀수용의 한계상황을 넘어서거나 지속될 경우 교정행정의 마비 또는 폭동으로 이

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해소방안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22) 

2) 교정시설 증설 및 증축 전략(Provision of Additional Capacity Strategy)

교정시설 증설 및 증축 전략은 말 그대로 교정시설의 증설 및 증축을 통해 과밀수용 문제

를 해소하고자 하는 전략이다.23) 교도소의 증설이나 증축에 의한 과밀수용 해소방안은 대표

19)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를 앞서 경험한 미국의 경우 다양한 과밀수용의 해소방안이 강구되어 왔는데, 대표적인
과밀수용 해소방안으로 주로 6가지 방안, 즉 ① 교정시설 수용인원의 축소, ② 위험한 수형자를 수감하고 상대적
으로 덜 위험한 수형자의 석방, ③ 구금형에서 사회내 처우형으로의 전환, ④ 가석방 인원의 증원, ⑤ 새로운 교정
시설의 건축과 기존 교정시설의 증축, ⑥ 체계적 양형프로그램의 실시가 고려되어 왔다. Frank schmalleger, John
Ortiz Smykla(2005), Corrections in the 21st Century, 2nd ed, Mcgraw-Hill, p. 464.

20) Alfred Blumstein(1983), “Prisons: Population, Capacity, and Alternatives”, James & Wilson eds., Crime and
Public Policy, SF:ICS Press, pp. 236∼250; 이윤호(2003), 교정학개론, 박영사, 95쪽.

21) Alfred Blumstein, op. cit., pp. 236∼237.
22) ibid., p. 237.
23) ibid., pp. 238∼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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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과밀수용 해소방안으로 거론되는 방안으로 일면 유효한 과밀수용 해소방안으로 생각되

지만, 시설의 증설과 증축에는 긴 시간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과밀수

용 해소방안이라기보다는 중장기적인 방안으로서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정시설이 일단 증설되면, 이후 수용인원 감소로 인해 생기는 여유 공간을 새로운 수용

자로 채우게 된다고 하는 교도소 인구의 자기증식 메커니즘(파킨슨의 법칙: Parkinson's law)24)

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정시설의 증설과 증축에 따른 

관리운영상 교정예산의 증가, 교도관의 증원과 이에 따른 인건비의 증가가 필연적으로 뒤따

르게 되는데, 실증적 연구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과거 25년간 정치가들이 범죄에 대해 우려

하는 시민들에 대하여 교도소 건설을 위한 유례없는 재정투자 공약을 해왔고, 그 결과 1995년 

1,160개소이었던 교도소가 5년 후인 2000년에는 1,208개소로 증가하였다고 한다. 이로 인해 5

년 동안 교도소 내의 새로운 1인 거실 공간(prison beds)이 303,000개가 만들어졌고, 또한 국가 

교정비용은 1995년 약 120억 달러(약 13조 3천억)에서 2000년에는 약 400억 달러(약 44조 6천

억)로 증가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막대한 새로운 자원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과밀수용

은 더욱 악화되었다고 한다.25) 

사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1998년 우리나라는 

IMF 경제위기 상황 등으로 범죄발생이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상황이 

초래되었다. 이에 교정당국은 2002년까지 10개의 교도소와 구치소를 신설/증축할 계획을 수립

하였고, 실제로 실행되었는데,26)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의 교정시설은 현재 심각한 과밀수용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27)

이와 같이 교정시설 증설 등에 의한 과밀수용 해소 방안은 발생 원인에 근거한 근본적인 

문제해결방안이 아니고 또한 당면한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라는 점

에서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과밀수용 해소 방안이라고 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24) 영국의 역사학자이자 경영연구자인 노스코트 파킨슨(C. Northcote Parkinson)이 “업무량 증가와 공무원 수의 증가
는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공무원 수는 일의 분량과 관계없이 증가함”을 통계학적으로 증명하여 주창한 법칙
이다. 파킨슨의 법칙은 일이 많아서 사람을 더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많아서 일자리가 더 필요해지는
상황이 되는 관료화된 거대 조직의 비효율성을 비판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
hn?docId=3548238&cid=58345&categoryId=58345, 검색일: 2019.2.13.)

25) Frank schmalleger, John Ortiz Smykla(2005), op. cit., p. 464.
26) “교도･구치소 대폭 확충 2002년까지 6곳 신설․4곳 증축 … 6천명 더 수용”, 한겨레신문, 1998.8.24, 21쪽 신문 기사.
27) 교정시설 신설 및 증축에는 상당한 시간과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또한 수용인원의 증가에 대한 원인분석 없이
수용시설의 신설/증축에만 의존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수용능력의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한영수(2000),
행형과 형사사법, 세창출판사, 1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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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별적 무력화 전략(Selective Incapacitation)

선별적 수용 전략은 위험한 수형자를 선별적으로 수용하여 제한된 교정시설의 공간을 보

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전략이다.28) 이 전략은 많은 범죄들이 다수의 범죄전력을 가

지고 있는 재범자에 의해서 저질러지고 있기 때문에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이들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교정시설에 수용하고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자들은 가석방, 중간처우, 사회내처우 

등으로 석방함으로써 교정시설 내의 수용인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에 기초하고 있

다.29) 그러나 선별적 수용 전략은 재범 위험성의 판단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은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위험한 수형자의 선별과 관련하여 복잡한 기술적･윤리적･법률적 문제를 피할 수 

없고,30) 또한 이러한 선별적 수용이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선별된 수용자들은 위험한 범죄자

로 장기형인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므로 결국 새로운 위험한 수형자의 지속적인 입소에 따라 

근시일내에 과밀수용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는 또 다른 형태의 과밀수용을 초래

하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4) 수용인원 감소 전략(Population Reduction Strategy)

수용인원 감소 전략은 교정시설 내의 수용인구를 감소시킴으로써 과밀수용 해소를 도모하

고자 하는 전략(population reduction strategy)으로, 입구(front-door)전략과 출구(back-door)전략으

로 대별된다.31) 입구전략은 형집행 이전 단계인 수사단계, 기소단계, 재판단계에서 다이버전

(Diversion)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교정시설 입소인원을 감소시키는 방법이다. 예컨대, 

기소단계에서의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재판단계에서의 선고유예･집행유예 제도, 벌금형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출구전략은 형집행 단계에서의 

다이버전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교정시설로부터 많은 인원을 출소하게 하는 방법이다. 

대표적인 제도로는 가석방제도가 있다. 이러한 전략은 현행 법제도 내에서 사법당국의 의지

에 따라 바로 시행될 수 있고 그 효과 역시 즉시 나타난다는 점에서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과

밀수용 해소방안으로 가장 적합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28) Alfred Blumstein, op. cit., pp. 241∼243.
29) ibid., p. 242.
30) ibid., p. 242.
31) ibid., pp. 243∼244.



Presentation 03 Session Ⅳ

인간 존엄과 가치의 형사사법적 실현  427

5) 수용인원 변화에 따른 수용인원 조절 전략(Population Sensitive Flow Cont-rol Strategies)

수용인원 조절 전략은 교정시설이 과밀수용 상황인 경우 검찰의 기소나 법원의 양형결정

시 이들 관련 기관이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도록 하는 전략이다.32) 사법당국이 범죄와의 전쟁

을 선포하거나 특정 범죄군에 대한 특별단속 등을 실시할 경우 범죄발생 및 검거율의 증가에 

따른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정도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러한 전략은 과밀수용 해

소방안으로서 유효하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이 전략은 경찰, 검찰, 법원, 교정당국 등

의 상호간 협의와 협조를 전제로 범죄에 대한 형사정책 수립 및 수행의 공조와 각 형사절차 

단ㄴ계에서의 다이버전 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교정시설의 수용인원을 통제하고자 하는 

것이다.33) 

수용인원 조절 전략 또한 사법당국의 의지에 따라 바로 시행될 수 있고 그 효과 역시 즉시 

나타난다는 점에서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과밀수용 해소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입구전략

양형단계에서 법관이 집행유예나 벌금형과 같은 비자유형 보다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 선

고를 선호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교도소 수용가능성이 증가하게 됨으로써 교정시설

의 과밀화를 초래하게 된다.34) 문제는 엄벌화 경향에 따른 일련의 형벌가중적 형사정책이 진

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자유형의 선고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즉 법정형

이 상향되고 형벌의 적용이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전에는 집행유예나 벌금

형이 선고되었던 사안에 대하여 집행유예나 벌금형의 대상이 되지 않거나 혹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의 선고를 꺼리게 되어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35) 이러한 결과는 결국 

교정시설 입소 인원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이와 같이 양형단계에서의 비자유형의 적극적

인 운용 여부는 교정시설 수용인원의 증감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정시설 입소인원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비자유형의 목적과 취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양형단계에서 그 

적용의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32) Alfred Blumstein, op. cit., p. 245.
33) ibid., pp. 245∼246.
34) 한영수(2000), 앞의 책, 84쪽.
35) 안성훈(2012), 단기 효과를 위한 형의 일부집행유예제도의 도입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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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벌금형 적용의 확대

벌금형은 범죄자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강제적으로 빼앗음으로써 금전적 고통과 기회상실

을 부여하여 범죄행위를 처벌하고 장차 법질서에 적합한 행위를 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형36)의 하나이다.37) 

벌금형은 다른 형벌과 비교해서 ① 단기자유형의 폐해와 한계를 보완할 수 있고, ② 고의

성이 없는 과실범이나 절도죄나 도박죄 등과 같은 이욕적 동기에 근거하는 범죄에 대해서 유

효하고, ③ 법인에 대한 형벌로서도 의미가 있으며, 또한 ④ 수형자의 자산, 수입, 특성 등을 

고려한 탄력적 운용이 가능하고, 오판에 따른 구제가 용이하며, 관리경비가 비교적 적게 드는 

점38) 등에서 장점39)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 가

장 큰 장점으로 평가되고 있다.40) 주지하다시피 단기자유형은 범죄인을 단기간 내에 사회로

부터 격리하여 범죄인으로 하여금 반성의 기회를 갖게 하고 보다 신속하게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형벌이지만, 신체가 구속되는 자유형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낙

인효과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한 시설 내 처우기간 동안 새로운 범죄에 감염될 

위험성의 증대 등으로 인해 수형자의 사회복귀와 재사회화를 저해하고, 사회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수형시설의 부족과 수형비용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2017년 제1심 형사공판사건에서 1년 미만의 자유형이 선고된 자는 약 25,000명 정도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벌금형의 형사정책적 의의를 자유형의 폐해를 방지하고 범죄자를 사

회 내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형벌의 범죄억제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찾아 볼 수 있

다고 한다면, 적어도 1년 미만의 자유형이 선고된 자 중에서 상당수는 법관의 양형재량에 따

라 벌금형으로의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집행유예제도의 적극적 활용방안 모색

형법(刑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

여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36) 재산형은 피고인의 재산을 박탈하는 내용을 가진 형벌로서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재산형에는 벌금, 과료, 몰수가 있다.
37) 안성훈(2013), “기억하라 34,361! - 벌금대체 사회봉사제도 도입의 의의”, 월간 인권연대 제161호; http://www.hrig

hts.or.kr/technote7/board.php?board=news&command=body&no=1125
38) 벌금형은 피고인을 구금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도록 하면서 벌금의 부과를 통해 그의 실질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자유형에 비해 인도적이고, 수형자를 구금하지 않기 때문에 구금으로 인한 타재소자로부터의 범죄성 학
습을 피할 수 있어서 재범방지에 효과적이고, 국가도 수형자를 수용하기 위해 시설을 운영할 필요가 없으므로 경
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오영근(2009), 형법총론, 박영사, 759쪽.

39) 이용식(2008), “벌금형의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형사법개정연구자료집, 법무부, 482∼488쪽 참조.
40) 大谷實(2009), 刑事政策講義[新版], 弘文堂, 1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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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단 금고 이상의 형(刑)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종료된 후로부터 5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제62조)고 하여 집행유예를 인정하고 있

다. 집행유예는 선고된 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는 제도이다.41) 이 제도는 자유형의 대체수단으로써 강구되었는데, 특히 단기

자유형을 집행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폐단, 즉 범죄학습, 수형시설의 과밀화 등

을 방지하고, 또한 피고인의 사회복귀 및 재사회화에의 기여라고 하는 형사정책적 의의42)를 

가진다.43) 

현행법에 따라 법관은 3년 이하의 자유형을 선고할 경우에 양형재량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즉 법관의 양형재량에 따라 피고인의 석방과 구금이 결정된다. 이러한 점은 

법관에게 있어서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집행유예는 실질적으로 석방의 의

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형사실무에 있어서 법관은 석방과 구금이라는 극단적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지기 때문이다. 예컨대 형사실무상 양형단계에서 범죄의 경

중과 피고인의 정상에 따라 실형을 선고하기에는 형이 너무 과하거나 그렇다고 형집행 전부

를 유예시키기에는 형이 너무 경한 경우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경우 법관은 자유형이나 집행

유예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선고해야 하기 때문에 실형과 집행유예 사이에서 고민을 하게 된

다.44) 더욱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엄벌화 경향에 따른 일련의 형벌가중적 형사정책이 진행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법관이 실질적으로 석방의 의미를 가지는 집행유예를 적극적으로 활

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점이 양형단계에서 집행유예 제도를 적극적

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 14>은 최근 10년간 자유형과 집행유예 선고인원을 나타낸 것으로, 실제로 자유형 선

고비율의 증가와 반비례하여 집행유예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결국 교정

시설에의 입소인원의 증가를 의미한다.

41) 집행유예제도의 유래와 연혁에 관해서는 박상기(2012), 형법총론[제9판], 박영사, 565∼566쪽 참조.
42) 집행유예의 형사정책적 의의는 앞서 본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제거하는 기능(소극적 기능)과 재범을 하면 집행유
예가 실효되어 선고형이 집행된다는 위하작용을 통하여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특별예방기능(적극적 기능)에
서 찾을 수 있다. 안성훈(2012), 앞의 보고서, 27쪽, 주5 재인용.

43) 박상기(2012), 위의 책, 564쪽.
44) 안성훈(2012), 앞의 보고서, 28쪽, 126∼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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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명(%))

구분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127,021

(100)
130,375

(100)
114,025

(100)
104,077

(100)
101,709

(100)
107,843

(100)
124,814

(100)
132,523

(100)
147,497

(100)
149,493

(100)

무기
(징역/금고)

58
(0.0)

70
(0.1)

70
(0.1)

32
(0.0)

23
(0.0)

27
(0.0)

31
(0.0)

42
(0.0)

43
(0.0)

32
(0.0)

유기
(징역/금고)

44,269
(34.9)

47,274
(36.3)

43,436
(38.1)

42,154
(40.5)

41,062
(40.4)

44,207
(41.0)

51,108
(40.9)

55,459
(41.8)

60,779
(41.2)

59,745
(40.0)

집행유예
82,694
(65.1)

83,031
(63.7)

70,519
(61.8)

61,891
(59.5)

60,624
(59.6)

63,609
(59.0)

73,675
(59.0)

77,022
(58.1)

86,675
(59.0)

89,716
(60.0)

※ 법원행정처(2018), 사법연감 통계자료에 의함.

<표 14> 제1심 형사공판사건 자유형 누년비교

현행 법률상 법관의 재량에 의해 자유형이나 집행유예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선고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에서 법관에게만 의존하여 집행유예의 적극적 활용을 기대하는 것은 무책임

한 제안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형의 일부집행유예제도이다.45) 형의 일부집행유예제도는 법원이 형을 선고하면서 형의 일부

에 대해서만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로, 선고형의 일부에 대하여 실형을 집행하게 되면 구금경

험을 통한 범죄진압효과를 얻어 형벌의 일반예방적 효과를 달성하고 법질서의 효력을 강화

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형사실무계의 양형상의 어려움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46) 따라서 현행 집행유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형의 일부집행유예

제도 도입47) 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48) 

다. 출구전략

교정시설 수용인구는 신입자의 수와 구금기간에 의해 좌우된다. 특히 형기가 길어질수록 

수용인원이 누적되어 증가하게 되므로 교정시설의 수용밀도는 높아지고 수용환경은 열악해진

다.49) 앞의 <표 4>에서 정기형(유기징역･금고)을 선고받은 인원수와 비율이 함께 증가하고 있

고, 특히 형기 1년 이상의 정기형을 선고받는 인원수 증가로 교도소 내 체류수용자가 증가하

45) 위의 보고서, 28∼∼29쪽.
46) 위의 보고서, 23쪽.
47) 형의 일부집행유예제도의 도입방안과 관련하여서는 안성훈(2012), 앞의 보고서 참조.
48) 안성훈(2012), 앞의 보고서, 29쪽.
49) 전정주(2005), “교정발전의 전제조건으로서의 과밀수용해소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제29호, 한국교정학회, 1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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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어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그렇다면 수용

인원의 과밀화를 해결하기 위하여 집행단계에서 수형자의 재소기간을 단축하는 가석방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은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

석방을 할 수 있다”고 하여 가석방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형법 제72조 제1항), “형법 제72조 

제1항의 기간이 지난 수형자에 대하여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가석방 적

격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형집행법 제121조 제1항). 적격심사시에는 “수형

자의 나이, 범죄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능력, 생활환경, 재범

의 위험성,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을 고려하여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여 적격심

사기준을 규정하고 있다(형집행법 제121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적격심사기준과 관련

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제252조(누범자에 대한 심사) 위원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을 받은 

수형자에 대하여 적격심사할 때에는 뉘우치는 정도, 노동 능력 및 의욕, 근면성,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에 

취업할 수 있는 생활계획과 보호관계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제253조(범죄동기에 대한 심사) ① 위원회가 범죄의 동기에 관하여 심사할 때에는 사회의 통념 및 공익 등에 

비추어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범죄의 동기가 군중의 암시 또는 도발, 감독관계에 의한 위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한 것일 

때에는 특히 수형자의 성격 또는 환경의 변화에 유의하고 가석방 후의 환경이 가석방처분을 받은 사람(｢보

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대상자는 제외한다. 이하 “가석방자”라 한다)에게 미칠 영향을 심사

하여야 한다.

제254조(사회의 감정에 대한 심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적격심사할 때에는 특히 그 범죄

에 대한 사회의 감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1. 범죄의 수단이 참혹 또는 교활하거나 극심한 위해(危害)를 발생시킨 경우

  2. 해당 범죄로 무기형에 처해진 경우

  3.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죄를 지은 경우

제255조(재산범에 대한 심사) ① 재산에 관한 죄를 지은 수형자에 대하여는 특히 그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 여부 또는 손해를 경감하기 위한 노력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수형자 외의 사람이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그 배상이 수형자 본인의 희망에 따른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교정실무에 있어서는 이상의 가석방 요건에 근거하여 엄격하게 가석방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가석방 대상자는 형집행률이 80∼90% 이상이어야 하고, 형집행률 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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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죄질, 범수, 재범우려, 피해정도 및 합의여부, 사회의 감정, 석방 후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매우 신중하게 가석방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50) 특히, 성폭력사범51)

이나 13세미만 아동성폭력사범, 가정파괴범, 인신매매사범 등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전면 배제

하고 있으며, 또한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 수형자의 경우 가석방 심사시 ‘제한사범’으로 분류

하여, 일반 수형자보다 더욱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남은 형기를 최소화하고 질병 등의 

특이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가석방을 허가하기 때문에 잔여 형기가 1월 미만

인 상태에서 가석방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가석방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석방은 수형자의 재소기간을 실질적으로 단축하는 효과, 즉 형기단축 효과를 가진다. 앞

서 언급하였듯이 현행법상 형기의 3분의 1을 복역하면 형식적으로 가석방이 가능한 요건을 충

족하게 되기 때문에 가석방에 의해 형기의 3분의 2를 단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법적으로 보장

되어 있다.52)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형기의 80∼90%를 복역한 후에야 가석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운영방식은 가석방 제도의 목적을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의 도

모가 아니라 수용자에게 베푸는 은혜에 두고 제도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53)

가석방은 범죄를 저질러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를 형기 만료 전의 적당한 시기에 

조건부54)로 사회에 복귀시키는 제도이다.55) 이는 구금이 장기화될수록 수용자의 사회복귀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가석방에 의해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다.56) 

생각건대 가석방은 목적형주의 또는 교육형주의의 요청에서 나온 제도로서 수형자가 형기

를 모두 복역하지 않았지만 형기종료 이전에 사회에 복귀시키더라도 재범을 하지 않고 원활

한 사회복귀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잔여 형기를 사회에서 보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구금을 억제하고 수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또한 형의 집행

에 있어서도 수형자의 교정교화 및 사회복귀를 위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촉진한다는 

의미에서 특별예방적 의미도 가진다.57)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가석방 제도의 목적은 수형자

의 교정교화 촉진을 통한 재사회화와 재범방지에의 기여를 통한 사회의 안전확보에 있다고 

할 것이다.58)

50) 김화수(1999), “과밀수용의 원인 및 대책”, 교정 제275호, 법무부, 34쪽.
51) 성폭력사범 등은 초범에 한해 전자발찌 착용에 동의한 경우에만 가석방을 허가하는 등의 매우 제한적으로 운용하
고 있다.

52) 한영수(2000), 앞의 책, 109쪽.
53) 박상열(2015), “가석방제도의 실태와 확대방안”, 휘둘리는 사법 어떻게 해야 하나?(토론회 자료집), 27쪽.
54) 여기에서 말하는 조건부라고 하는 것은 일정 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가석방을 취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55) 森下忠(1993), 刑事政策大綱[新版], 成文堂, 282쪽.
56) 위의 책, 167쪽.
57) 허주욱(2003), 교정학[新訂版], 법문사, 6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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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은 교정교화 촉진의 필요성과 재범방지에의 기여가 인정된다

면 원칙적으로 가석방을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것이 “수형자의 교정교화

와 건전한 사회복귀의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형집행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형집행법 제1

조). 이러한 전제 하에서 지금의 소극적인 가석방 관행을 탈피하여 적극적인 가석방 제도 운

영을 통해 가석방의 비율을 높이고 가석방의 시기도 앞당겨 진다면 수형자의 평균재소기간을 

실질적으로 단축할 수 있어 당면한 과밀수용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앞서 언급한 하마이 교수는 자신이 설계한 공식을 이용하여 가석방의 운용이 교도

소 수용인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다른 요소를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가석방자에 대한 형집행률을 5% 감소시키면, 즉 형기를 5% 낮추어 

가석방을 하게 되면 1,000명 규모의 교도소 하나를 짓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결과를 얻

었고, 반대로 가석방을 억제하면 과밀수용은 더욱 심각해진다는 결과를 도출해 내었다.59) 

라. 구치시설 과밀수용 해소방안

미결수용자 증가에 의한 과밀수용 현상을 해소하는 방법으로는 수사와 재판단계에서 가능

한 한 구속을 하지 않음으로써 구속인원을 줄이는 방법과 수사와 재판으로 인한 미결구금기

간을 줄이는 방법, 구치소의 증설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60)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미결수용률은 전체 수용인원 중 약 35%정도를 차지하

고 있어 외국과 비교하더라도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미결수용자가 많은 

것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실형선고로 법정구속이 되는 

피고인 신분의 미결수용자 인원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법정구속률 증가에 따

른 미결수용자의 급격한 증가가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미

결수용자의 증가 원인이 법정구속 인원의 증가가 기인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대한 

해소방안을 중심으로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피고인 신분의 미결수용자 증가의 의미

구속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장기간에 걸쳐 제한하는 대인적 강제처분61)

58) 법률적 성질로 보더라도 가석방은 일정한 요건 하에서 행해지는 행정처분으로 규정(형법 제72조 제1항)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은사로 볼 수 없다. 앞의 책, 649쪽.

59) 浜井浩一(2006), “過剰収容の原因と背景にあるもの”, 刑法雑誌　第45巻　第3号, 有斐閣, 481쪽.
60) 한영수(2000), 앞의 책, 107쪽.
61) 형사소송법 제69조는 “본법에서 구속이라 함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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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피의자의 구속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

속하는 것이고, 피고인의 구속은 공소가 제기된 후에 법원이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을 말한다.62) 피고인 구속은 법원이 행하며(형사소송법 제70조), 법원이 

피고인을 구인 또는 구금함에 있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동법 제73조).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지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그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동법 제81조 제1항).

피고인 구속의 목적은 공판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형집행의 확보이다. 즉 피고인 구속을 통

해 공판기일에의 피고인 출석을 확보하고, 피고인의 증거인멸에 의한 재판심리의 방해를  방

지하며, 확정된 형벌의 집행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63)으로 한다. 법정구속의 근거는 재

판의 결과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불구속재판의 필요성이 감소된다고 할 수 

있고 또한 실형선고를 받음으로써 피고인이 도주할 염려가 현실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에 있는

데,64) 법정구속 또한 피고인구속에 포함되기 때문에 법정구속의 사유도 원칙적으로 피고인구

속의 사유를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70조에서 찾아야 한다.65)

그런데 대법원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이하 예규라고 한다) 제57조에서는 “불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등 적극

적으로 피고인의 신병확보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은 불구속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66)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 원칙일 뿐 실형을 선고하는 모든 경우에 예외 없이 법정 구속을 하

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67) 즉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것인데, 이 특별한 

62) 이은모(2011), 형사소송법[제2판], 박영사, 240쪽.
63) 이은모(2011), 앞의 책, 241쪽; 위의 책, 48쪽.
64) 김현수/안성조/이창섭(2014), 위의 보고서, 52쪽.
65) 제70조(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
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
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
할 수 없다. 

66) 법정구속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을 실형선고와 함께 재판부가 직권으로 법정에서 구속하는 것을
말하는데, 형사소송법에는 법정구속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에서 법정구속이라는 용어를 찾아 볼 수 있다. 김현수/안성조/이창섭(2014), 자유형 미집행자 발생 억제 방안에 관
한 연구, 대검찰청 용역연구보고서, 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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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과 관련하여 형사재판 실무 해설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68) 

“법정구속을 함에 있어서는 도망의 염려와 형집행의 가능성, 법정구속이 피고인이나 그 가

족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인이 고령이거나 민간병원에

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중병을 앓고 있는 때, 임신 중인 때와 같이 당장 수형생활을 감

당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 민사소송이 계류 중이고 피고인과 고소인측이 치열하게 다투고 있

어 증거판단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경우, 법리에 관한 견해의 대립이 있어 상급심에서 달리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법정구속을 보류함이 상당하다. 또한 항소심에서 사정변

경이 예상되거나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는 곧 도망의 염려나 구속의 필요성이 그만큼 적

다고 볼 수 있으므로 법정구속 여부를 결정하는데 어느 정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제1심에서 법정구속한 사건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단기간 내에 다시 보석 등으로 석방하는 사

태가 빈발할 경우 제1심 판사의 권위가 저하되고 재판에 대한 신뢰가 손상되며 피고인의 입

장에서도 구속과 석방이 반복되어 지위가 불안정해진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 실형을 선고하지만 항소심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경

우 등에는 제1심으로서는 법정구속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69)

문제는 이러한 법정구속의 경우 수사기관에서의 구속과 달리 아무런 통제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즉, 수사기관에서의 구속은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따라 검사의 영장청구 단계나 법관

의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법정구속은 아무런 통제 없이 이루어

지고 있다.70) 앞서 살펴보았듯이 피고인을 법정구속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의 구속사유를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는 것은 재판심리절차에서 

피고인의 범죄혐의가 인정되었고 또한 증거도 확보되어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는 것을 의미

하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 즉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면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현실적으

로 증가한다는 점에서71) 도망의 우려라고 하는 구속사유가 주된 사유로 작용하게 된다.72) 

그러나 도망의 우려는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판단해야 할 문제로, 단지 피고인이 형 집행

67) 위의 보고서, 52쪽.
68) 한편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않은 사례들을 분석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법원이 제시하는 이유는 “피고인의 연령, 피
고인의 건강상태, 피고인의 방어권보 장,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부여, 피해의 일부회복, 피고인의 도주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는 점, 동종 범죄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 성,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상태에서 방
어권을 행사하면서 유무죄 및 양형에 대한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기회 부여, 피고인이 범행의 전말을 드러내는데
도움을 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금액의 산정기
준이 된 물품의 가치변동,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이다. 김현수/안성조/이창섭(2014), 위의 보고서, 65쪽.

69) 법원행정처(2002), 새로운 형사재판 실무, 37∼38쪽.
70) 김대휘, “법정구속”, 법률신문 오피니언, 2014.12.22. 인터넷 기사,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

-Opinion-View?serial=89746&kind=BA10 (기사검색 2016.10.11.)
71) 법원행정처(2016), 앞의 책, 37쪽; 김현수 외 2인(2014), 앞의 보고서, 57쪽, 주91 재인용.
72) 피고인 구속의 목적이 공판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형집행의 확보라는 점에서도 도주의 우려가 피고인 구속에 있어
서 주된 사유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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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면하기 위하여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추정만으로는 구속사유로 인정되기에는 부족하다.73) 

특히 무죄를 다투고 있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

심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피고인의 경우 도주의 우려가 높다고 볼 수 없다. 

실제로 판례분석에 의한 실증적 연구에 의하면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이

유로 ①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② 피고인에게 피

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함이라는 점 등이 주된 이유라고 보고하고 있다(아래 판례 참조).74) 

73) 김현수 외 2인(2014), 앞의 보고서, 57쪽; 김대휘(2014), 앞의 인터넷 기사.
74) 성상욱(2007), “불구속재판의 원칙이 선고형에 미치는 영향 –창원지법 불구속재판강화방안 시행 전후 선고형 분석-”,
형사법의 신동향 제9호, 대검찰청, 126쪽 이하 참조; 김현수 외 2인(2014), 앞의 보고서 54쪽, 주79 재인용.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6.15. 선고 2006고합1310 판결]

  피고인은 자신의 사업이 악화되자, 돈을 빌리려는 목적으로 ○○약국의 수익을 속이고, 마치 근저당권을 설정

해 줄 것처럼 속여 피고인을 신뢰하던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였고, 피해자에게 제공하기로 한 담보를 그 임무에 

위배하여 타에 제공하여 자신의 이득을 취했는바, 그 피해금액을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

해자와 합의에 이루지 못하였으므로 실형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해자의 채무가 일부 변제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고인에게 벌금 이외의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작량감경을 

함과 아울러 피고인이 항소심재판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4.20. 선고 2006고합292 판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하 직원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수치심을 준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범행

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2.11. 선고 2009고합26, 2009고합250(병합), 2009초기965 판결]

  1. 피고인 1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이 합계 약 20억원에 달하는 점, 특히 15억원을 편취당한 피해자 공소외 2가 피고인

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편취금으로 다른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피해자들에게 고･비철 공

급을 약속하면서 고소취하를 종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에게는 같은 수법의 고･비철 관련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 공소외 7, 8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하한 점, 피해자 공소외 6에게도 편취

액 2억 1,000만원 전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변상 등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

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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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하다시피 법정구속이 되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가져오게 된다. 실제

로 항소심을 담당하는 변호사의 주장에 의하면 “변호인은 수시로 구치소에 접견을 가서 피고

인을 면담을 하거나 서류를 전달할 수밖에 없고, 피고인이 외부에 있는 자료를 찾기도 어렵

다. 그런데 법관들이 ‘방어권 행사’를 ‘증거인멸의 우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 

피고인이 무죄를 다투는 경우 유죄가 되면 반성이 없다고 하여 형을 가중하거나 법정구속하

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무죄추정’이나 ‘피고인의 권리’를 무시하는 발상”이라고 하여 실무상

의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75)

최근 법정구속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는 언론보도76)와 함께 피고인의 법정구속이 

구체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형사사법제도의 엄벌화 경향에 따른 형사재판부의 중

형 선고 추세와 무관하지 않다고 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77) 법정구속 또한 구속이므로, 

구속의 요건이 엄격하게 심사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법정구속의 경우 법원이 직접 결

정하므로 피의자 구속에서의 영장실질심사나 구속적부심사와 같은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피

고인의 구속여부를 구체적인 법정구속의 기준이 없이 판사의 재량에만 의존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해 보인다.78) 더욱이 엄격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피의자 구속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

과는 반대로 법정구속 사례가 급증하여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현 상황

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불구속원칙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는 주된 이유는 실무에 있어서 구속과 처

벌을 동일시하는 구속관이 확고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79) 역설적이게도 불구속재판원칙 

75) 김대휘(2014), 앞의 인터넷 기사 참조.
76) “법정구속 구체적 기준이 없다”, 파이낸셜뉴스, 2014.10.10. 인터넷 기사, http://www.fnnews.com/news/2014100917
48319216 (검색일 2016.10.11.)

77) 김대휘(2014), 앞의 인터넷 기사.
78) 김현수 외 2인은 법원의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가 검찰의 ‘구속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이 보다 상세하게
구속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김현수 외 2인(2014), 앞의 보고서, 53∼59쪽 참조.

79) 김성돈(2009), “개정형사소송법에 있어서 인신구속제도 -불구속수사 및 불구속재판원칙의 확대방안을 중심으로-”,
성신법학 제8호, 성신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53∼54쪽.

  2. 피고인 2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이 합계 약 18억원에 달하는 점, 특히 15억원을 편취당한 피해자 공소외 2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역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 공소외 7, 8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하한 점,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사기 범행에 있어 가담 정도가 낮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

익도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변상 등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 

※ 김현수 외 2인(2014), 앞의 보고서, 29쪽 이하 판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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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의 주체가 법원임에도 불구하고 이상의 이유로 법원이 ‘구속=처벌’이라는 구속관으로부

터 자유로울 수 없다면,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한 피고인의 법정구속은 법관의 재량사

항이라는 명목 하에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2) 미결수용자 과밀수용 해소방안

구치시설 과밀수용 현상을 해소하는 방법으로는 수사와 재판단계에서 가능한 한 구속을 

하지 않음으로써 구속인원을 줄이는 방법과 수사와 재판으로 인한 미결구금기간을 줄이는 방

법, 구치소의 증설 및 증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80) 현재 우리나라 구치시설 과밀화의 

주요 원인이 법정구속인원의 급증과 만성적인 구치시설의 부족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

정구속된 자들에 대한 다이버전 조치인 ① 보석제도의 확대적용과 ② 구치시설의 증설 등이 

실효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가) 보석제도의 적극적인 활용방안 마련

불구속재판의 확대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은 구속만 제한하는 방식이 아니라 

석방을 확대하는 방식을 종합적으로 적절하게 활용하지 않으면 달성되기 어렵다.81) 현행 구

속자 석방제도에는 체포･구속적부심(이하 ‘구속적부심’이라 한다), 보석, 구속집행정지, 구속

취소가 있다. 그러나 구속취소와 구속집행정지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활용되는 제도로서 가장 

대표적인 구속자석방제도는 구속적부심과 보석이다.82) 구속된 피의자와 달리 구속된 피고인

에 대해서는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인정되지 않지만, 구속된 피고인은 법원에 대하여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보석이란 법원이 피고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 등을 조

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여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83)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 등을 조건으로 구속영장의 집행을 정지하여 피고인을 석방하는 재

판을 말하는 것84)으로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여 구속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면서 한편

으로는 피고인에게 자유를 부여하여 불구속재판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다.85) 또한 보석은 

80) 한영수(2000), 앞의 책, 107쪽.
81) 위의 논문, 55쪽.
82) 정진수(2006), 인신구속제도의 일원화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93쪽.
83) 이은모(2011), 앞의 책, 275쪽.
84) 보석에는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 직권에 의한 보석과 청구에 의한 보석으로 구분된다. 법원이 보석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며, 만약 검사가 3일 이내에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석허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형사소송법 제97조 제1항), 또한 보석을 결정할 때에는 범죄의 성질, 죄상, 증거의 증명력,
피고인의 전과, 성격, 환경과 자산 등을 고려(동법 제99조)하여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을 정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보증금을 납부한 후에 집행하여야 한다(동법 제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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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구금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구금에 의한 악영

향으로부터 피고인을 보호하는 형사정책적 의미도 가진다.86) 이러한 점에서 보석제도는 피고

인의 법정구속의 사유가 주로 도망의 우려라는 점을 고려할 때 불구속재판의 확대를 실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현행법상 보석은 청구가 있을 경우 제외사유가 없다면 필요적으로 보석을 허가하도록 규

정하고 있으며(형사소송법 제95조)87), 제외사유가 있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 

또는 보석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동법 제96조).88) 

(단위: 건)

  구분
연도

금년
접수

처리 직권
보석계 허가 불허가 기타 허가율(%)

2008 10,696 10,440 4,542 5,762 136 43.5 267

2009 10,589 10,507 4,629 5,719 159 44.1 281

2010 8,531 8,582 3,767 4,690 125 43.9 223

2011 7,626 7,690 3,229 4,329 132 42.0 228

2012 6,705 6,613 2,541 3,978 94 38.4 206

2013 6,878 6,802 2,747 3,913 142 40.4 181

2014 7,486 7,385 2,939 4,311 135 39.8 303

2015 7,692 7,673 2,934 4,563 176 38.2 236

2016 7,420 7,414 2,496 4,766 152 33.7 218

2017 6,445 6,508 2,309 4,049 150 35.5 251

※ 법원행청처, 사법연감 통계자료에 의함.

<표 15> 보석청구사건 처리현황(2008년∼2017년)

85) 위의 책, 275쪽.
86) 위의 책, 276쪽; 김태명(2009), “한국의 인신구속제도”, 동아법학 제43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704쪽.
87)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88) 제96조(임의적 보석)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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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는 최근 10년간의 보석청구사건 처리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보석청구접수 건수는 

2008년 10,440건을 기록한 이후 계속해서 감소하여 2017년에는 6,445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

는 10년 전에 비해 약 40% 정도 감소한 수치이다. 청구된 보석의 허가율 또한 2009년 44.1%

을 기록한 이후 계속해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7년 보석허가율은 35.5%를 기록하고 

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법정구속된 미결수용자를 제도적으로 낮출 수 있는 효과적인 수

단인 보석제도가 최근 10년간 잘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하였던 종래의 보석제도는 보증금을 납입할 자력이 없는 자는 이

용하기가 어려웠고 자력이 있는 자에게는 출석담보력이 미약하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

점이 지적되었고,89) 이에 따라 2007년 개정 형사소송법은 무자력자에 대해서도 보석의 기회

를 확대하고 출석담보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증금납입 이외에 서약서제출, 보증금납입약정

서 제출, 주거제한, 피해자･증인에 대한 접근금지, 출석보증서 제출, 출국금지, 피해보상금 공

탁, 담보제공 등 보석조건을 다양화하였고(형사소송법 제98조), 석방된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증금이나 담보를 몰취하는 것은 물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동법 제102조 제3항, 제103

조 제1항). 그러나 이와 같이 피고인 보석제도가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의 표에서 나타

나는 바와 같이 보석제도의 활용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보석제도 활용의 저조한 이유에 대

해서는 보석의 결정이 구체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법원의 재

량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또한 보석청구접수 건수의 감소에서 나타

나듯이 보석제도가 피고인의 권리로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보석청구권을 필

요적으로 고지하지 않고 있어 보석허가율의 제고는 차치하고라도 신청단계에서부터 보석제도

의 활용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법률상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보석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보석청구권의 고지를 필요적으로 할 필요가 있으며, 

보석불허사유(또는 허가사유)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법관 재량에 의한 결정을 가능한 제

한함으로써 필요적 보석을 확대하고, 이와 함께 보석조건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한 실효적 장

치를 확보함으로써 보석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90) 

이와 같이 보석제도가 적극적으로 확대 적용된다면 법정구속으로 급증한 미결수용자의 수

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89) 김태명(2009), 앞의 논문, 704쪽.
90) 신동운(2008), 신형사소송법, 830쪽; 김태명(2009), 위의 논문, 711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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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정시설(구치소)의 증설

<그림 1> 전국 교도소･구치소 현황

※ 교정본부 홈페이지에서 인용. (출처: http://www.corrections.go.kr/HP/TCOR/cor_01/cor_1070.jsp#a, 검색일: 2018.12.23.)

앞서 설명하였듯이 교정시설 증설 및 증축을 통한 과밀수용 해소방안은 당면한 문제를 즉

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과밀수용 해

소방안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미결수용자의 증가원인이 수사단계에서의 구속

인원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단계에서의 법정구속인원의 증가와 항소인원의 증

가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과 현재 수용률이 매우 높은 상위 10개 교정시설 중 6개 시설이 구치

소로, 이들 시설의 평균 수용률은 약 153%에 달하고 있어 과밀수용이 매우 심각한 상태인 것

을 고려해 볼 때 당면 과제로서 미결수용자를 수용하는 구치소의 증설은 반드시 필요해 보인

다. 특히 재판의 방어권을 준비해야 하는 미결수용자의 입장에서 볼 때 현재의 과밀수용 상태

는 법적인 정당한 권리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인간으로서

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

한 결과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이러한 상황은 현실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91)  

91) 국가인권위원회(2013), 앞의 결정, 3∼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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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국의 구치소는 11개소로, 서울구치소, 서울동부구치소, 서울남부구치소, 인천구치

소, 수원구치소, 충주구치소, 대구구치소, 부산구치소, 울산구치소, 밀양구치소, 통영구치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러한 구치소 설치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전국에 구치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지역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1 참조). 특히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북부지

역, 강원도, 전라남북도 등에는 신도시 개발 및 빠른 도시화로 인구집중이 가속화 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미결수용자를 수용하는 구치소가 없어 형이 확정된 기결수형자를 수용하는 교

도소에 미결수용자를 함께 수용92)하고 있는 실정이다.93)

이러한 구치시설의 부족 상황은 만성적인 미결수용자 과밀수용 상황을 초래하고, 이러한 

미결수용자에 적정한 시설과 여건이 부족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미결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처

우와 권리를 제대로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대전광역

시, 광주광역시, 경기북부지역, 강원도, 전라남북도 등에 각각 500명 이상 규모의 구치시설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함께 노후화된 구치시설의 신축 및 증개축을 포함한 개선책 마련

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구치시설의 이전･신축과 노후시설 개선과 관련해서는 지역사회의 님비현상으로 인

해 그 해결책 마련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예컨대 부산구치소의 경우 1973년에 만들어진 

이후 현재까지 약 45년간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어 건물의 노후화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관련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지만, 10년째 구치소 이전･신설과 관련한 논의

만 있을 뿐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와 같이 구치시설의 과밀수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치시설의 이전･
신축과 노후시설 개선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요구되고 있지만, 문제는 교정시설이 대표적 기

피･혐오시설이라는 점에서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히는 사례가 많고, 이러한 지역사회의 님

비현상으로 인해 구구치시설의 이전･신축과 노후시설 개선에는 상당한 시간의 소요, 입지 등

92) 형집행법은 수용자의 구분수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제11조), 교도소에 미결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는 예외사유
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제12조).
제12조(구분수용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교도소에 미결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다.
1. 관할 법원 및 검찰청 소재지에 구치소가 없는 때
2. 구치소의 수용인원이 정원을 훨씬 초과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한 때
3. 범죄의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② 취사 등의 작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구치소에 수형자를 수용할 수 있다.
③ 수형자가 소년교도소에 수용 중에 19세가 된 경우에도 교육･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기 위하
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23세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④ 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11조의 구분수용 기준에 따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하여야 할 수형자를 6개월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93) 국가인권위원회(2013), 앞의 결정, 10쪽 참조. 지역은 다르지만 의정부 교도소의 경우 전체 수용자 중 60% 이상이
미결수용자로 교도소라는 명칭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미결수용자를 대체수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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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까다로운 합의과정, 그리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해결방안 마련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

다.94) 예컨대 부산구치소의 경우 1973년에 만들어진 이후 현재까지 약 45년간 같은 건물을 사

용하고 있어 건물의 노후화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관련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

정으로, 2007년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를 통합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화전체육공원 지역

으로 이전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하였지만, 지역사회의 님비현상으로 인해 10년

째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주지하다시피 사회 내에서의 범죄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며 이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교정(보호)시설은 사회와 분리되어 홀로 존재하는 조직이 아닌 사회의 한 부분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 역시 국민이며, 교정보호시설은 형을 집행하는 시설이

지만 궁극적으로는 범죄를 저지른 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교정･교화하여 사회내

로 복귀시키는 역할을 하는 필요불가결한 국가시설로서, 이들 시설의 존재와 역할을 통해 사

회 내 범죄를 예방･억제하고 사회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교정보호시설이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필요불가결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이 그 설립을 기피하

는 비선호시설이라는 이유로 국가정책이 추진되지 못한다면,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초래되는 

부정적인 결과는 국가 형사정책의 실패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

게 미치는 상황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교정시설의 입지갈등 해결방안의 모색은 교정시설의 충분한 확보를 위한 선결과제

로서, 관계 당국의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6. 결론

교정시설의 여건은 그 나라의 인권수준의 지표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나라의 인권수준이 교정시설에 반영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

에서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민주사회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인권의 신장이 이루

어졌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정시설의 현실은 과밀수용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어 아직까지 

94) 대표적 사례가 안양교도소 이전･재건축 입지갈등사례일 것이다. 1963년 설립되어 5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시
설 노후화가 심각하여 이전 혹은 재건축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전을 반기는 지역이 없고 현재 부지에서의 재건
축은 지역민의 거센 반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초기 설립 시에는 각 시의 경계선에 위치한 외진 공간이었지만
안양시의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주변이 고층아파트로 둘러싸이게 되었다. 타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노력하였으
나 해당지역의 반대로 무산되어 현 위치에 재건축을 추진하였고 이역시 반대가 있어 행정소송을 통해 재건축 판
결을 받았지만 지속적인 반대로 진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외에도 부산구치소와 거창구치소 포함 법조타운
건설 반대 갈등은 국무조정실의 집중관리과제로 선정되어 있으며, 성남준법지원센터 이전 입지갈등 역시 오랜 기
간 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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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현장에 있어서는 사회의 인권수준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의 

인권수준의 신장에 따라 교정시설 내의 수용자들이 기대하는 인권수준도 점차 높아지고 있음

을 부인할 수 없고 따라서 그에 부합하는 인권 친화적 수용환경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교정선

진국을 지향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이러한 문제가 큰 오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95)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은 해소방안의 마련이 곤란한 문제이다. 간과

하고 있지만 전제로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은, 교정시설은 자체적으로 수용자 인원을 제어

할 아무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즉 교정시설에의 입소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

고 있는 것은 법원이며, 교정시설의 출소 또한 보석 결정은 법원이 형기만료와 가석방 결정권

한은 법무부장관 소속의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형집행법 제119조)96) 교정

시설은 아무런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교정시설은 수용자 인원의 조절에 관해

서는 전적으로 수동적인 입장에 있다. 따라서 교정시설측의 노력에 의해 해소방안을 모색하

고자 하는 시도는 교정시설의 증설이나 증축 외에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정시설의 증설이나 증축에 의해 수용인원을 늘리는 것은 형사정책

상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과밀수용을 초래한 원인과 배경을 분명

히 하여 형사사법제도 전반의 운용을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교정시설의 과밀수

용 문제에 관해서는 형사사법제도 전반을 단계에 따라 분석하여 각 단계에서 대응하는 방안

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97)

최근 통계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검찰과 법원의 ‘불구속수사 확대’, ‘불구속재판 확대’ 와 

‘공판중심주의’로 피의자들의 방어권이 최대한 보장되고 있는 반면 이에 따른 법정구속 비율

이나 실형선고 및 형기의 증가 추세가 나타나고 있어 법집행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엄격한 법집행은 당연한 것으로 우리 형사사법이 지향하는 바이기도 하다. 하지만 엄

격한 법집행이 반드시 올바른 것은 아니다. 만약 엄격한 법집행이 절대적으로 옳다면 형사사

법기관은 다이버전적 조치를 염두에 두지 말고 예외 없이 법원은 실형을 선고하고, 교정당국

은 법원이 선고한 형량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많은 실증적 연구들이 형벌의 

범죄억제효과는 형벌의 가혹함(severity)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형벌 집행의 확실성(certainty)에 

있다는 것을 지지하고 있으며,98) 형사사법의 각 단계에 마련되어 있는 다이버전적 조치는 선

진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실증적 연구를 통해 그 효과성이 입증된 제도이다.99) 

95) 이는 교정교화의 목적 달성을 위해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를 금지하는 유엔규칙의 기본원칙을 지키는 측
면에서도 중요한 부분이다.

96) 제119조(가석방심사위원회) ｢형법｣ 제72조에 따른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가석방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97) 물론 교정시설 수용인원의 변화는 법정형의 변화, 새로운 범죄유형의 신설 등 형사입법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98) Alfred Blumstein, op. cit., p.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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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최근 미국, 일본, 영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가석방 확대 등 사회 내 처우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 일본의 가석방 출소비율은 전체 출소자의 60%에 달하고 있고, 영국의 경우 2005

년 형기의 절반을 넘으면 가석방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절반형기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가석방제도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너무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어 이러한 상황이 교정시설 과밀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가석

방 요건이 형기 80% 이상을 복역해야 하는 현재와 달리 50%, 70% 이상의 복역을 기준으로 

하는 등 엄격하지 않았던 시기도 있었다. 물론 이렇게까지 형기의 복역률을 낮추게 된 배경에

는 과밀수용 해소라고 하는 당면한 문제가 있었지만, 이와 같이 과감하게 다이버전 정책을 시

행한 적도 있었다. 생각건대 가석방 제도를 포함한 이러한 다이버전 조치들은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나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국가형사사법의 이념과 목적의 실현이라는 전제 하에서 통일

된 정책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99) 박상기/손동권/이순래(2012), 형사정책[제11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423∼42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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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이주민 인신매매 대응과 피해자 보호: ‘성적 착취’를 중심으로*1)

정 도 희

경상대학교 교수

Ⅰ. 들어가며

시대가 변화하면서 국제사회의 합의가 국내법에 미치는 영향이 보다 커지는 것으로 보이

는데, ‘이주의 시대’에서 국제사회의 합의가 국내법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인신매매, 그 범위가 달라서 꼭 맞는 번역은 아니지만, human trafficking 혹은 trafficking in 

persons이다.

이미 유엔은 2000년 초국가적 조직범죄를 방지하고자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대응하는 유

엔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sed crime, 이하, ‘조직범죄방지협

약’)을 채택한 바 있고, 그 부속서로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2000, 이하 ‘인신매매방지의정서’)를 채택, 발효하였다. 인신매매방지의정

서는 모든 회원국에게 이러한 합의에 부응하여 국내법의 개정을 촉구하며, 우리에게도 현행

법상 입법적 결단이 필요했다.

이러한 요청에 대한 반응으로, 한국 정부는 종전 형법상 ‘약취, 유인의 죄’를 ‘약취, 유인, 

인신매매의 죄’로 변경하고, ‘부녀매매죄’를 폐지하고 ‘인신매매의 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형법은 인신매매죄에서 종전과 같이 구성요건으로 ‘매매’를 명시하면서, 정작 인신매매의 개

념은 규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협소한 인신매매 개념은 국제사회가 합의한 ‘human trafficking 

혹은 trafficking in persons’와는 거리가 있고, 실제 국제사회의 개념 정의대로라면 인신매매 사

안인 경우에도 형법상 인신매매죄를 적용하여 처벌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피해자 보호에 대

한 포괄적인 구상도 없는데, 이러한 이유로 인신매매 관련 포과적인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

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근래 우리 사회에서 쟁점이 된 난민과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의 문

제를 성적 착취를 중심으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서술하고자 한다.

1)* 이 글은 정도희, 이주와 법률:인신매매의 개념과 입법방향, 법학연구 제60권 제1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2.의
후속연구입니다. 또한 발표용이므로 인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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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주와 (초국가적) 인신매매의 확산과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1. 이주의 세계화와 관련 개념 정의

누구라도 전지구적인 ‘이주의 시대’임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2017년 출신지와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의 수는 약 258,000,000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러한 이주민의 비중은 전세계 인구

의 3.4%를 차지한다.1) 자발적인 이동을 하는 자를 이주민이라고 본다면, 비자발적인 이동을 

의미하는 자를 의미하는 난민이 늘어만 가고 있어 유엔난민기구(UNHCR)에 의하면, 2017년말 

그 수가 전세계적으로 약 6,8500,000명 사상 최고치이다.2) 

국제노동기구(ILO)와 워크프리재단(Walkfree Foundation)3)에 의하면 2016년 약 40,000,000명

의 현대판 노예(modern slavery)가 있는데, 이 중 약 25,000,000명이 ‘강제노동’(forced labor)에, 

약1500명은 ‘강제 결혼’(forced marriage)으로 나타났다. 2012년 국제노동기구(ILO)에 의하면 

‘성적 착취’ 인신매매의 74%, 노동 착취 인신매매의 19%가 국경을 넘는 이주를 동반했다. 또

한 2018년 I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Migrants, IOM)에 의하면, 현대판 노예의 

71.1%가 여성이고, 남성은 28.9%이다.4)

국제이주기구(IOM)에 의하면, 이주(migration)는 “국경을 넘거나, 특정 국가 내에서 사람이

나 집단의 이동”을 말하며, 법적 신분, 이동의 자발성 여부, 이동의 이유, 거주 기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즉, 이주에는 자발적인 이주자와 비자발적인 난민의 이동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

로, 난민, 이재민, 경제적 이주자, 가족 재결합 등의 목적을 위해 이동하는 모든 자들의 이동

이 포함된다. 

이주민과 난민을 구분하면, 이주민(migrant)은 “국경을 넘거나, 특정 국가 내에서 거주지를 

이동 중이거나,이주한 사람”을 말하고,5)6) 유엔난민기구(UNHCR)에 의하면, 난민은 “인종, 종

1) IOM, Global Migration Indicators, 2018. 20면.
2) https://www.unrefugees.org/refugee-facts/statistics/
3) https://www.freedomunited.org/partner/walk-free/?gclid=Cj0KCQjwrJ7nBRD5ARIsAATMxsvO-hVaYaZU25FLNbc

GxtiEHkfPXQVA9tXBOSfzKketEhUBHE1L0g0aAjXUEALw_wcB
4) IOM, Global Migration Indicators, 2018. 34면.
5) https://www.iom.int/who-is-a-migrant
6) Immigration - A process by which non-nationals move into a country for the purpose of settlement
Migration - The movement of a person or a group of persons, either across an international border, or within
a State. It is a population movement, encompassing any kind of movement of people, whatever its length,
composition and causes; it includes migration of refugees, displaced persons, economic migrants, and persons
moving for other purposes, including family reunification.
Migrant - IOM defines a migrant as any person who is moving or has moved across an international border
or within a State away from his/her habitual place of residence, regardless of (1) the person’s legal status; (2)
whether the movement is voluntary or involuntary; (3) what the causes for the movement are; or (4) what the
length of the stay is. IOM concerns itself with migrants and migration‐related issues and, in agreement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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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국적, 정치적 견해나 특정 사회단체 소속으로 인하여 근거 있는 우려를 갖고 있는 자”를 

말한다.7) 

이러한 난민과 이주민을 ‘이주민’으로 통칭하는 경향이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양자는 구

별되는 개념이다. 예컨대 1970년대 베트남전으로 인해 보트에 의지해 유럽에 도착해 정착한 

베트남인과 한국사회에 염증을 느끼고 캐나다로 이주하는 한국인의 경우는 같다고 볼 수 없

기 때문이다.8) 

2. 난민과 이주민의 유입

한국은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 등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주로 한국인이 기피하는 분

야의 노동력 부족의 대안으로 이주노동자를 산업연수생 등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시작으로 다

양한 이주민이 공존하는 다문화사회가 되었다. 서울이든 지방소도시이든 이주민을 접하기는 

어렵지 않다.

이른 바 ‘다문화 정책’은 국가의 정책기조의 하나로 시행되어 온 것이다. 실은 다문화주의

(multiculturalism)를 정책적으로 시행한 것인데, 미국의 ‘다문화’(multiculture)와 유럽의 ‘상호문

화’(interculture) 사이에서 우리 사회의 실정에 맞는 것이 어느 쪽인지 고민 없이 채택한 것이

라고 비판 받기도 한다.

다문화정책으로 인하여 늘어난 이주민과 그 자녀 세대는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 되었고, 근

래 유입된 난민까지, 한국은 그야말로 '다수의'(multi) 출신국(origin)이 다른 사람들의 ‘문

화’(culture)를 수용해야 하는 진정한 다문화의 과제를 안게 되었다. 종전 다문화정책은 다문화

가정 위주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근래 난민의 유입으로 인해, 다문화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relevant States, with migrants who are in need of international migration services.
Refugee - A person who, “owing to a well-founded fear of persecution for reasons of race, religion,
nationality, membership of a particular social group or political opinions, is outside the country of his
nationality and is unable or, owing to such fear, is unwilling to avail himself of the protection of that
country. (Art. 1(A)(2),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Art. 1A(2), 1951 as modified by the
1967 Protocol). In addition to the refugee definition in the 1951 Refugee Convention, Art. 1(2), 1969
Organization of African Unity (OAU) Convention defines a refugee as any person compelled to leave his or
her country “owing to external aggression, occupation, foreign domination or events seriously disturbing
public order in either part or the whole of his country or origin or nationality.” Similarly, the 1984 Cartagena
Declaration states that refugees also include persons who flee their country “because their lives, security or
freedom have been threatened by generalised violence, foreign aggression, internal conflicts, massive
violations of human rights or other circumstances which have seriously disturbed public order.”
https://www.iom.int/key-migration-terms

7) https://www.unrefugees.org/refugee-facts/what-is-a-refugee/ 유엔난민기구에 의하면 난민의 3분의2 이상이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남수단, 미얀마, 소말리아 출신이다.

8) 따라서 이 글에서는 난민 이주민이라는 표현을 구분하여 제목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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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같다. 아시아 최초로 제정된 난민법9)은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

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

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제2조 제1호)으로 정의하고,10) 난민인정자, 인도적 체류자, 

난민신청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 송환되지 않는다(제3조).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는 2014년 1,797,618명, 2015년 1,899,519명, 2016년 2,049,441

명, 2017년 2,180,498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불법체류자의 수는 그 통계에 개인적인 

의구심은 있으나, 공식적으로는 2014년 208,778명, 2015년 214,168명, 2016년 208,971명, 2017년 

251,041명으로 집계되어 있다.11)

* 연도별 성별 결혼이민자 현황12)

(출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여성 123,093 125,031 127,540 128,826 128,193 128,336 128,518 130,227

남성 18,561 19,650 20,958 22,039 22,801 23,272 23,856 25,230

합계 141,654 144,681 148,498 150,865 150,994 151,608 152,374 155,457

*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수13) 

(출처 : 한국고용정보원)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합계 169,131 178,200 190,318 204,162 210,399 212,319 213,908 221,914 215,532 221,578 217,344 222,374

9) 난민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 등에 따라 난
민의 지위와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0) 난민법 제정 이전에도 법원은 출입국관리법(2010.5.14. 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의2, 제76
조의2 제1항,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를 근거로 하여,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이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 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
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대한민국에 있는 외국인(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을 난민으로 정의하였
다. (대법원 2008.7.24. 선고, 2007두393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6.26. 선고, 2012누29846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4.29. 2009구합39155 판결) 이 때의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험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중
대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11) 출처 :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연보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56
12)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819의 표를 편집, 인용함.
13)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01#quick_02; 의 표를 편집,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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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성별 난민신청자(A, 단위 : 건)와 난민인정자(B, 단위 : 명) 현황14) 

(출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여성 64 15 102 15 104 21 208 22 493 32 897 51 1395 50 2117 52

남성 359 30 909 27 1039 39 1366 35 2403 62 4814 54 6147 48 7825 69

합계 423 45 1011 42 1143 60 1574 57 2896 94 5711 105 7542 98 9942 121

3. 이주민 인신매매와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1) 인신매매 현황

인신매매의 문제는 이미 국제사회의 심각한 화두가 된지 오래이다.15) 2018년 유엔마약범

죄사무소(UNODC)에 의하면 2016년 인신매매 피해자는 주로 성인 여성(49%)과 여자아이

(23%)인데, 성인 남성(21%)과 남자아이(7%)보다 그 숫자가 많았다.16) 한편, 인신매매의 유형

은 통상 착취 목적에 따라 분류한다. 예컨대 성적 착취, 강제 노동, 장기적출, 아동 착취 등인

데, 성적 착취와 강제노동이 가장 일반적이고, 이 중에서도 ‘성적 착취’가 가장 주된 경우이다. 

미국 국무부가 발행하는 2018년 인신매매보고서(2018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에 수록된 

‘법률 집행 자료’(global law enforcement data)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인신매매로 기소와 유죄판

결된 수는 다음과 같다.17)

* 전세계 집행 자료 

(출처 : 2018 미국 인신매매보고서)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기소 7,909 7,705 9,460 10,051 19,127 14,939 17,880

유죄판결 3,969 4,746 5,776 4,443 6,615 9,072 7,045

14)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820의 표를 편집, 인용함. ‘난민신청자’란 “대한민
국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으로서”,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사람”, “난민불인정결정이나 난
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기각결정을 받고 이의신청의 제기기간이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제2조 제4호 가. 나. 다.)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고, ‘난민 인정자’란 난민법에 의해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외국인(제2조 제2호)이다.

15) 관련 기사로, 경향신문, 2015년 6월 3일자, “인신매매 난민 ‘노예와 죽음 사이’, http://news.khan.co.kr/ h_news/
han_art_view.html?artid=201506032214555

16) Shares of detected victims of trafficking in persons globally, by age group and sex. 2016을 인용함.
UNODC(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Global report on trafficking in persons, 2018. 10면.
https://www.unodc.org/documents/data-and-analysis/glotip/2018/GLOTiP_2018_BOOK_web_small.pdf

17) Department of State, 2018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2018.6. 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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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인신매매의 발생국, 경유국, 정착국에 모두 해당하는데, 한국여성이 해외로 나가기도 

하고. 외국여성이 한국을 거쳐 가기도 하고, 외국여성이 한국으로 들어오기도 한다는 의미이다. 

후자의 예로 이른 바 “쥬시걸(Juicy Girl)”18)은 한국 사회에서 주로 기지촌 성매매 이주여성을 

말하는데,19) 과거 미군기지가 있던 곳에 생기던 성매매 업소에 한국 여성을 대신해 이주여성이 

그 자리에 있다. 이들은 주로 예술흥행비자(E-6)로 입국하여, 성적 착취의 피해자가 된다.

2018년 3월 12일 협약 이행상황 제8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에서, 유엔여

성차별철폐위원회는 근래 문제가 되고 있는 예술흥행비자 제도를 개정하고 이 비자를 가진 

여성들의 근무지의 모니터링 강화를 한국정부에 권고했다. 이 비자를 발급받은 여성들이 실

제 공연이 아닌 성매매나 강제노동을 강요받고 있는데 이것이 성적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성

격이라는 것이 그 이유이다. 이렇듯 인신매매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서 보다 그 심각성을 인

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2017년 한국의 인신매매 관련 사건 접수와 처분 현황을 보면, 형법상 인신매매죄로 접수된 

것은 7건에 불과하고, 이들은 모두 불기소처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다른 죄명으로 

접수되고 처분되기도 하였겠으나, 2013년 형법 개정으로 인신매매죄를 규정한 취지에는 부합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 2017년 인신매매 관련 검찰 사건 접수 및 처분 현황20)

18) MBC뉴스데스크 2012년 12월 11일자, “[현장르포] 기지촌마다 필리핀 ‘쥬시걸’…가수될 줄 알았는데” http://imnews.
mbc.com/replay/2012/nwdesk/article/3200503_18680.html

19) Urban dictionary의 정의에 의하면, “미국기지가 주둔하는 근처에 있는 술집에 있는 싼 가격의 성매매여성(Cheap
Asian prostitutes who inhabit bars located near U.S. Military bases in Asia)”, “쥬스라고 불리우는 무알콜음료
를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파는 여성으로 술집에서 당신과 함께 대화하면서 앉아 있다”, “한국에서 보통 많고 주
로 필리핀 출신여성이고 그들은 그들이 인신매매당해서 성매매를 하게 되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휴가에는 고
국에 다녀오고 다시 돌아와 양심도 없이 미군을 속여 약탈한다”, “대부분은 아시아 태평양 출신 필리핀여성이고 젊
은 미군에게 성병을 옮기고 속여서 결혼하려고 한다”고 설명되어 있다. https://www.urbandictionary.com/defin
e.php?term=juicy+girl

20) 2018년 검찰연감, 944면 이하 ‘제2절 2017년도 처리상황(형사사건)’의 통계를 편집, 인용함.

접수 총계
처리

기소 불기소

약취와 유인의 죄 395 369 85 236

미성년자약취유인등 239 224 37 164

영리등을위한약취등 96 91 34 41

추행등목적약취유인등 27 23 11 9

부녀매매 22 20 3 13

인신매매 7 7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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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의 취약성

이주민 특히 이주여성들은 빈곤으로 인하여 이주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자신의 권리에 대

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법적 보호가 보장되지 않는 직업에 접근하기 쉽다.21) 또한 인신

매매 피해자인 경우는 밀입국한 경우 공범이라는 인식으로 인하여 그 지위가 더욱 취약해진

다. 많은 경우 본국으로부터 이주한 사람은 인신매매 피해자가 되는 과정이 밀입국이라는 불

법이주에서 시작된다. 어떤 경우에는 불법이주를 위하여 브로커에게 많은 돈을 지불하고, 성

공할 때까지 시도하곤 하는데, 이러한 “모 아니면 도식의 밀입국 과정”(all or nothing venture)

에서, 피해자는 인신매매 피해자로 전락한다.22) 사실상 밀입국과 인신매매는 매우 밀접한 관

계에 있고, 두 단어는 “교환 가능한”(interchangeable) 것으로 생각되곤 한다. 피해자의 자의에 

의한 밀입국이 인신매매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밀입국한 사람은 법질

서를 위반한 ‘고객’이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은 인신매매라는 피해를 당하는 것이므로 피해

자라는 견해도 있다.23) 어찌되었건 밀입국과 인신매매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여겨

지고, 이 때문에 피해자의 지위는 더욱 취약성을 갖는다. 

유엔인신매매방지의정서와 유럽연합 의정서에서는 “피해자의 취약성”을 언급한다. 인신매

매방지의정서 제3조a에 명시된 ‘피해자의 취약한 지위의 오용’(abuse of a position of 

21) Mary Kawar, Gender and Migration: Why are women more vulnerable?, 73-75면.
22) B. De Ruyver, Trafficking in Migrants from a EU–perspective, Brice de Ruyver, Gert Vermeulen, Tom

Vander Beken(eds.), Strategies of the EU and the US in Combating Transnational Organised Crime, Maklu,
2002. 365면.

23) B. De Ruyver, Trafficking in Migrants from a EU–perspective, Brice de Ruyver, Gert Vermeulen, Tom
Vander Beken(eds.), Strategies of the EU and the US in Combating Transnational Organised Crime, Maklu,
2002.365면.

접수 총계
처리

기소 불기소

국외이송약취 4 4 - 2

성매매(성매매처벌법) 16,601 16,208 2,109 11,824

성매매 강요 등(성매매처벌법) 59 53 11 36

성매매 알선 등(성매매처벌법) 8,049 7,673 5,159 1,838

강요행위등(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48 208 83 50

매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6 6 2 3

약취 유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6 4 1 3

영리 약취 유인 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4 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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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ulnerability)이다. “인지된 취약성”(perceived vulnerability)을 “위험이나 불운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미래의 부정적인 결과가 일어날 것 같다는 믿음”, “특정한 사회 그룹에 의하여. 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된다는 인식된 개방성(openness)에 대한 믿음”24)이고,25) “가능성, 통제, 결과

에 대한 공적인 인식”(public perceptions of likelihood, control and consequence)로 구성된다.26)

유엔은 인신매매방지의정서에 명시된 피해자의 “취약한 지위의 남용”을 “개입된 사람이 

현실적이고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이 없어서 그 남용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해석

하고,27)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도 인신매매가 성립하는 것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본다.28) 인신매매방지의정서는 공범으로 오인되기 쉬운 인신매매된 사람들, 특히 성적 착취 

목적 인신매매여성이나 노동 착취 아동들을 더 이상 공범이 아니라 인신매매의 피해자로 본

다. 유엔 의정서 제3조a와 b에 의하면, 강압을 입증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모두 보호받는다.29)

인신매매를 가장 인신매매방지의정서에 부합하게 정의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미국 ‘인신매

매피해자보호법’(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은 이러한 피해자의 취약성을 명시하고 있

지는 않다. 다만, 법원이 취약성을 근거로 판단하는데, 그 예로 미항소법원은 United States v. 

Castandeda(2001)사안30)에서 “상대방의 취약성을 이용”한다는 것에 초점을 두었고 “취약한 피

해자 증진원칙”(vulnerable victim enhancement doctrine)을 적용하였다.

24) Jocelyn A. Hollander, Vulnerability and Dangerousness: The Construction of Gender through Conversation
about Violence, 86-87면.

25) Linda S. Perloff, Perceptions of Vulnerability toVictimization, Journal of Social Issues vol.39, issue.2, 1983
26) Jonathan Jackson, A Psychological Perspective on Vulnerability in the Fear of Crime, Psychology, Crime and

Law vol. 15, no.4, 2008. 6면.
27) 김종철, 신안 염전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인신매매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인권과 정의, 2014.9. 44면 각주8번.

Annotated Guide to the Complete UN Trafficking Protocol, 7면 각주12번.(http://lastradainternational.org/
doc-center/1916/the-annotated-guide-to-the-complete-un-trafficking-protocol)

28) http://lastradainternational.org/doc-center/1916/the-annotated-guide-to-the-complete-un-trafficking-protocol
29) Janice G. Raymond, the New Un Trafficking Protocol, Women’s Studies International Forum, vol. 25, no. 5,
2002. 495면.

30) 이 사안에서 법원은 피해자인 필리핀 여성들을 속여서 성매매를 하게 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남성의 항소를 기각
하였다. 법원은 피해자들은 정당한 직업을 얻게 된다는 약속에 속아 자국을 떠나 외국에 속박되었고, 성매매를 강
요당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대하여 김종철, 최민영, 인신매매 방지 및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화 연구,
2012.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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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인신매매에 대한 국제적, 국내적 대응

1. 국제기구의 합의

성적 착취에 대한 국제적인 수준의 합으로는 1904년 “백인노예” 매매 금지를 위한 국제협

정(International Agreement for Suppression of the White Slave Traffic), 1921년 여성과 아동의 매

매 금지를 위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Traffic in Women 

and Children), 1933년 모든 연령의 여성 매매 금지를 위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Traffic in Women of All Age), 인신매매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

취금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raffic in Persons and of the Exploitation 

of the Prostituion of Others), 1979년 여성차별철폐협약 등이 있다.

유엔인신매매방지의정서에 의하면 인신매매는 “착취를 목적으로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 또

는 다른 형태의 강압, 납치, 사기, 기만, 직권남용 또는 피해자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하거나, 

타인에 대한 통제력을 가진 사람의 동의를 위해 금전적 보상이나 이익을 수수하여, 개인을 모

집, 이송, 운송, 이전, 은닉 또는 인수하는 행위”이고 여기서 “착취는 성매매, 기타 형태의 성

적 착취, 강제노동과 서비스, 노예와 이와 유사한 관행, 노역, 장기적출 등을 포함“하는 개념

이다.(제3조 a) 즉, 인신매매는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수송 또는 제공받는 행위이

다.31) 인신매매방지의정서에서 정의하는 이러한 인신매매 개념이 모호하다는 비판도 있기는 

하지만,32) 이는 개념이 인신매매방지의정서의 개념 정의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생긴 비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인신매매방지의정서의 구상 당시 성매매를 성적 착취로 보는 입장과, 노동으로 보는 관점

이 대립하였고, 인신매매방지의정서는 대립하는 두 입장이 모호하게 절충된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33) 이는 인신매매방지의정서가 인신매매를 정의하면서 “무엇을 하는지”라는 “행위”(Act), 

“어떻게 실행되는지”라는 “수단”(Means), “무엇 때문에 실행하는지”라는 “목적”(Purpose), 세 

가지를 인신매매 개념 요소로 규정하면서,34) 목적의 하나로 “타인에 대한 성적 착취나 그 밖

의 형태의 성적 착취”(제3조a)라고 하고 “착취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제3조b)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31) 어진이 최민영, 인신매매 방지 및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화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21면.
32) 예컨대, Jaqueline Oxman-Martinez, Andrea Martinez,and Jill Hanley, Human Trafficking Canada government

policy and practice, Refuge vol.19, no.4,
33) 박경미, 전게논문, 285면.
34) 행위(“What is done”), 수단(“How it is done”), 목적(“Why it is done”)이 유엔의정서상 초국가적 조직범죄인 인
신매매를 정의하는 요소이다. http://www.unodc.org/unodc/en/human-trafficking/what-is-human-trafficking.html?
ref=menuside#What_is_Human_Traffi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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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방지의정서는 인신매매의 개념 정의에 강압, 납치, 사기, 기만, 권력의 남용 외에

도 인신매매 범죄의 수단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35) 최초의 인신매매 개

념에 대한 유엔의 규정이고,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진 배경에는 인신매매의 양태가 다양해지

고 국가 간 이동이 잦아지는 현실이 있었다.36) 성매매 규제를 바라보는 두 입장이 유엔의 인

신매매 개념 설정에도 영향을 미쳤고, 인신매매는 한 국가의 국경 안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

고, 국경을 넘어서 초국가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음이 인정되었다.37) 

유엔마약범죄사무국(UNODC)은 유럽연합,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Migrants) 등과 함께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주민 인신매매와 밀입국 방지 행동강령” 

(Global Action to Prevent and Address Trafficking in Persons and Smuggling of Migrants) 

(GLO.ACT)을 수행하고 있기도 하다.38) 2017년 9월 27일, 유엔총회는 2010년 채택되었던 

‘인신매매 방지 행동강령’(Global Plan of Action to Combat Trafficking in Persons)을 재확인

하는 선언을 하였다.39)

유럽연합은 2005년 유럽평의회 협약(The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Action Trafficking 

in Human Beings of 2005)을 제정하여, 피해자 인권과 보호를 강조하였다. 이에 따르면, 모든 

회원국은 “사람에 대한 모집, 운송, 이송, 숙박제공, 인수”, 그리고 “폭력사용이나 폭력적인 

위협 혹은 납치를 포함하여 기타 공갈 협박”(a), “교활한 속임수나 사기”(b),"권력 지위의 악

용이나 취약한 자라는 지위의 이용“(c), "노동과 서비스를 통한 인간의 착취 목적”(d)에 해당

하면 형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그리고 당사국들에게 피해자 식별절차의 입법을 요구한

다(제10조).40)

35) Linda S. Perloff, Perceptions of Vulnerability to Victimization, Journal of Social vol. 39, Issues 2, 1983. P.41
(Janice G. Raymond, the New Un Trafficking Protocol, Women’s Studies International Forum, vol. 25, no. 5,
2002. 495면.

36) 이병렬 김희자,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여성에 대한 인신매매행위 대응정책의 문제점과개선방안, 동북아문화연구
제50집, 2017. 178면.

37) 국제이주기구(IOM)는 다음과 같이 개념 정의하고 있다.
Trafficking in persons - “The recruitment, transportation, transfer, harbouring or receipt of persons, by
means of the threat or use of force or other forms of coercion, of abduction, of fraud, of deception, of the
abuse of power or of a position of vulnerability or of the giving or receiving of payments or benefits to
achieve the consent of a person having control over another person, for the purpose of exploitation” (Art.
3(a), UN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2000). Trafficking in persons can
take place within the borders of one State or may have a transnational character.
https://www.iom.int/key-migration-terms

38) http://www.unodc.org/unodc/en/human-trafficking/glo-act/overview.html
39) 2018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30면.
40) 김종철 최민영,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화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3. 23-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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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행 인신매매 관련 법률 

유엔인신매매방지의정서가 회원국에게 국내법적 이행을 요구하기 때문에 한국은 형법을 

개정하였다. 2013년 4월 5일 제31장 약취, 유인의 죄에서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로 수정

하였고, 종전 부녀매매죄가 삭제되고 제289조 인신매매 처벌조항이 신설되었고, 제289조에는 

아무런 목적이 없는 인신매매(제1항), 추행, 간음, 결혼, 영리 목적 인신매매(제2항), 노동력 착

취, 성매매, 성적 착취, 장기적출, 국외이송 인신매매(제3항)가 규정되었다. 목적범 형태의 약

취, 유인 등의 죄에 ‘추행, 간음, 결혼, 영리, 국외이송 목적’외에도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

적 착취, 장기적출’을 추가하였다. 동시에 종전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3호 ‘성매매 목적의 인

신매매를 한 사람’을 삭제하였다.41) 또한 아동학대처벌법은 상습적으로 아동에 대해 형법 제

289조의 죄를 범하면 가중처벌을 규정하기도 한다(제2조 제4호 마목, 제6조),

그런데 이러한 개정에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인신매매방지의정서에는 인신매매 개념 

규정을 두고 있는데, 형법은 인신매매를 처벌할 뿐, 명확한 인신매매 개념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이러한 비판의 하나이다.42) 또한 명문상 ‘매매’를 규정하고 있어서, 적어도 제289

조에서는 인신매매를 ‘사고 파는 행위’를 의미하는 ‘매매’에 한정하여 인신매매의 범위가 매

우 협소하다. 매매는 돈을 받고 상대방에게 건네주고, 상대방은 사실상의 지배를 취득하는 것

이기 때문이다.

생각건대, 우리말에서의 ‘인신매매’라는 용어가 human trafficking 혹은 trafficking in persons

와 대응하는 것인지 의문이 있다.43) 이러한 맥락에서 이를 대체하는 용어가 있어야 한다는 견

해도 있다.44) 얼마 전 발생한 이주노동자의 사망사건에서 노출되었던 “이주노동자의 이동의 

자유 제한”은 인신매매방지의정서에서 인신매매로 포섭되지만 형법으로는 그렇지 못하다. 인

신매매 사안에 형법상 인신매매죄를 규정하지 못하고 형법만으로는 현재와 같은 초국가적 양

상을 보이는 인신매매를 규제하기에 한계가 있다. 

3. 외국의 인신매매 처벌과 피해자 보호 입법

인신매매는 지난 20여년 동안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에서는 인신매매가 1990년

41) 윤덕경 외, 성착취적 국제 인신매매 피해관련 법제도 및 대책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37면.
42) 윤덕경 외, 성착취적 국제 인신매매 피해관련 법제도 및 대책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46면.
43) 이러한 인신매매 개념의 협소함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인신매매 개념을 유엔인신매매의정서의 ‘(초국가적) 인
신매매’와 ‘형법상 인신매매’로 구분하여 개념정의하자는 구상을 했었다. 정도희, 이주와 법률:인신매매 개념과 입
법 방향,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2. 18-19면.

44) 이러한 견해로 조시현, 인신매매에 관한 국제법의 발달과정, 2014. 234면. 각주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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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후반 시민운동의 활동의 중심이 되었고, 결국 2000년 10월 16일 클린턴 대통령이 서명한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 TVPA)의 법안의 처리(통과)로 이어

졌다. ‘성적 착취’는 “영리 목적의 성적 행위를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이송, 은닉, 운송, 인도, 

획득”하는 것이다.(22 U.S.C. §7102(10))

캐나다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인신매매 대책을 마련했는데, 온타리오주는 2016년 6월 30일 

‘인신매매 종결 전략’(Strategy to End Human Trafficking)을 발표하고, 4년간 7200만 캐나다 달

러를 투입한다. Ministry of Community and Social Services가 Ministry of the Status of Women과 

파트너쉽을 맺어 진행하는 것으로, Provincial Human Trafficking Coordination Office를 창설하

고,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를 지원하며, 인신매매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제고하도록 한다.45)

스페인의 ‘외국인의 권리, 자유 및 사회통합에 관한 기본법’(Ley Organica 4/2000, de 11 

de enero, sobre derechos y libertades de los extranjeros en Espana y su integracion social)을 제정, 

시행하고 있고 이 법 제2조의2 2. ‘g) 불법이민 및 불법이민자 유입 근절’(la lucha contra la 

inmigracion irregular y la persecucion del trafico ilicito de personas)과 ‘h) 인신매매의 근절’ 

(la persecucion de la trata de seres humanos)을 규정하고 있다. 

 스코틀랜드 형법은 사람이 타인의 모집(2)(a), 이송이나 이전(2)(b), 은닉이나 수령(2)(c), 타

인의 통제의 교환 또는 이전(2)(d), 과 같은 ‘관련 행위’(relevant action)를 하고, 타인이 착취당

하는 관점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 관련행위 동의여부를 불문하고(3) 인신매매범죄로 

규정한다.46) 인신매매범죄를 범한 자는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징역 또는 규정상 최고액을 

45) Department of State, 2018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2018.6. 18면 이하.
46) 1. Offence of human trafficking

(1) A person commits an offence if the person-
(a) takes a relevant action, and
(b) does so with a view to another person being exploited.

(2) In this part, “relevant action” means an action which is any of the following -
(a) the recruitment of another person,
(b) the transportation or transfer of another person,
(c) the harbouring or receiving of another person,
(d) the exchange or transfer of control over another person, or
(e) the arrangement or facilitation of any of the actions mentioned in paragraphs (a) to (d).

(3) It is irrelevant whether the other person consents to any part of the relevant action.
(4) For the purposes of subsection (1), a person takes a relevant action with a view to another person

being exploited only if -
(a) the person intends to exploit the other person (in any part of the world) during or after the relevant

action, or
(b) the person knows or ought to know the other person is likely to be exploited (in any part of the

world) during or after the relevant action.
(5) An offence under this section is to be known as the offence of human trafficking.
(6) A person under this section is to be known as the offence of human traffi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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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하지 않는 벌금에 처한다. 

태국은 1997년 ‘여성 및 아동 인신매매 방지 및 금지법’(Measures in Prevention and 

Suppression of Trafficking in Women and Children Act)을 제정하였고, 2003년 이를 대체하는 

‘인신매매 방지법’(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타인에 대한 감독

권이 있는 자가 범죄자의 타인에 대한 착취를 허용하기로 한 협정을 충족하기 위해 폭력, 유괴, 

사기, 속임수, 권력남용, 또는 금전 및 이익 지급을 수단으로 타인을 알선, 매매, 행상, 이동, 

억류나 감금, 은닉이나 수취하는 것”(제6조 제1항), 또는 “미성년자를 알선, 매매, 행상, 이동, 

억류나 감금, 은닉이나 수취하는 것”(제6조 제2항)이라고 정의하고, 인신매매 뿐만 아니라 “인

신매매 범죄행위 지원”(제7조 제1항), “인신매매 범죄자를 위해 재산 기증, 미팅 장소나 숙박 

제공”(제7조 제2항), “어떠한 방법으로 인신매매 범죄자의 검거를 돕는 것”(제7조 제3항), “인

신매매 범죄자가 처벌을 피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재산 또는 다른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거나 

받는 데에 동의하는 것”(제7조 제4항), “인신매매에 대한 범죄를 하려는 목적으로 조직범죄집단

의 구성원이 되도록 타인에게 설득, 권유 또는 연락하는 것”(제7조 제5항)을 모두 인신매매 범

죄와 동일하게 처벌한다.47) 인신매매를 매우 넓게 정의하고, 광범위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필리핀은 2013년 인신매매방지법(the Expanded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을 개정하여,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인신매매를 “국내외에서 피해자의 동의 유무

와 관계 없이 폭력 및 강요, 사기, 기만, 권력남용 및 지위남용에 의한 모집, 고용제공, 이동, 

관리, 은닉 및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금전 혹은 이익 등을 제공하여 노

동착취, 성적 착취, 노예상태 및 장기매매”로 정의하고(제3조), 다양한 인신매매 유형을 제시

하고 있다(제4조).48)

4.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움직임

인신매매 관련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으로, 몇 차례 발의안에 국회에 제출되었

다. 그 중에서도 외국인에 관한 관심을 반영한 경우로, 2013년 5월 14일 남인순의원이 대표발

의한 “인신매매등에 의한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4964호)은 “외국인 피해자 

(6) A person who commits an offence of human trafficking is liable -
(a) on summary conviction, to imprisonment for a term not exceeding 12 months or a fine not

exceeding the statutory maximum (or both),
(b) on conviction on indictment, to imprisonment for life or a fine (or both).

47) 이에 대하여 윤덕경 외, 성착취적 국제 인신매매 피해관련 법제도 및 대책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96면
이하.

48) 이에 대하여 윤덕경 외, 성착취적 국제 인신매매 피해관련 법제도 및 대책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64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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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에 대한 특례”(제3장)를 두어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규정을 별도의 장으로 할애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피해자 보호, 지원에서 차별받지 않고

(안 제20조 제1항), 외국인 피해자의 귀국지원 정책이 마련, 시행될 수 있으며(안 제21조 제1항), 

수사기관이 외국인 피해자를 조사시 피해자 권리가 고지되어야 한다(안 제22조 제1항). 또한 

외국인 피해자가 수사, 재판에 참여하는 동안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보장되어야 하고(제

23조 제1항), 해당 사건이 수사, 재판 종료 시까지 외국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제

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명령이나 제51조에 의한 보호의 집행이 되지 않는다(안 제24조 제1항).

이외에도 19대 국회2012년 12월 7일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김춘

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989호)은 김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신매매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988호)의 의결을 전제로, 유엔 인신매매의정서 비준을 위한 이행입법조

치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을 별도 입법하고자 한 것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는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인신매매피해자등의 인권보장, 보호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 연구, 교육, 홍보”(제1호), “인신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운영”(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법적, 제도

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함(제4조 제1항)”을 규정하고,매3

년마다 여성가족부 장관의 인신매매 실태조사를 규정하며(제5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학교의 장, 공공기관의 장의 인신매매 예방교육을 규정한다(제6조 제1항). 또한 국

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신매매피해자지원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규정할 수 있고(제7조제1항),

지원시설의 장은 입소하는 피해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며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제

9조 제1항과 제2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인신매매상담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제10조 

제1항). 여성가족부장관은 국내 거주 외국인 인신매매피해자의 경우 귀국을 원하면 귀국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통역, 의료지원을 할 수 있으며(제12조 제1항), 역으로 해외 거주 

한국인 인신매매피해자가 발견되면 해외공관장에게 피해자의 귀국 등 필요한 협조 요청을 

할 수 있고(제13조 제1항). 피해자의 귀국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제2항).상담소장은 피해자등

을 긴급히 구조할 수 필요가 있으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고(제15조), 국가나 지방자치체는 지원시설의 장이 의료기관에 질병치료 등을 의뢰하면 의

료급여법상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치료항목에 대해 의료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제17조 제

1항). 지원시설의 장과 상담소의 장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고(제16조),지원시설의 

장 또는 상담소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을 누설하면 안된다(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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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성적 착취 목적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방안

1. 정책적 방안

동적인 정책이 요구되는 인신매매에 대하여 이른 바 ‘4P전략’이 활용되는데, 이는 기소

(prosecution), 보호(protection), 예방･방지(prevention), 협력(partnership)이다. 국가는 이러한 전략에 

따라, 인신매매를 범죄화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데, 이 글에서는 주로 피해자의 보호와 지위에 관심을 가진다.

(1) 피해자 식별 지표의 강조

인신매매 피해자는 많은 경우 밀입국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인신매매의 공범, 범

죄자로 여겨지는 경우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발적 성매매와 구분이 어렵기도 하다. 그렇

기 때문에 피해자 식별(victim identification)이 강조된다. 앞서 인신매매방지의정서는 피해자식

별에 관한 규정을 하지 않았으나, 상술하였듯 유럽의정서는 피해자식별을 강조하고 있으며 

회원국에 피해자 식별절차의 입법을 권고한다. 유럽의정서는 피해자 식별과 피해자를 범죄자

로 보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어서 유엔의정서에 비해 피해자 보호에 대한 세부적

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를 받는다.49) 

인신매매방지의정서를 집행하는 유엔마약범죄사무국(UNODC)은 인신매매방지의정서에서 

피해자 식별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으로 2008년 ‘인신매매에 대항하는 툴킷’을 발행하

여, 피해자를 어떻게 구별해낼 것인가, 각 회원국의 피해자식별에 지침을 제공하였다.50) 

이처럼 피해자 식별이 중요한 이유는 제대로 식별되지 못하면 미등록 외국인으로 간주되

어 구금되거나 추방되기 때문이다.51) 우리의 경우, 법률상 ‘성매매 피해자’와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피해자’의 구분이 있을 뿐 성매매 피해자와 성매매 인신매매피해자를 구별하여 지원

하고 있지는 못하다. 이는 인신매매 피해자를 식별할 수 없는 것도 이유이다.52)53) 

49) 윤덕경 외, 성착취적 국제 인신매매 피해관련 법제도 및 대책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54면.
50) 윤덕경 외, 성착취적 국제 인신매매 피해 관련 법제도 및 대책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54면 이하.
51) 김종철 최민영,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화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3. 24면.
52) 이는 여성가족위원회의 의견제시에도 나타나있다. “이 법에서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피해자는 성매매 피해자로
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는 있으나, 현재 인신매매 피해자를 식별하는 제도적 장치도 없을 뿐 아니라, 성매매 목
적의 인신매매 피해자로서 일반 성매매 피해자와는 다른 특별한 보호와 지원의 내용도 정립되어 있지 못한 실정
임…”현행 입법정책 상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현재 여성가족부 소관의 성매매방지 및 피
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법에서 인용된 성매매 피해자의 정의에서 성적 인신매매 피해자를 포함하는 것이
유일함. 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용원,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 및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 비준동의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정부제출) 검토보
고(의안번호 제11111호), 2014.11. 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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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신매매 피해자식별지표”를 제시하였다. 이것은 유엔의정

서와 유엔마약범죄사무소의 인신매매의 일반적 지표 등을 참고한 것이라고 한다. 인권위는 

여기에서 27개의 피해자 식별지표와 15개의 피해자 보호지표를 제하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

단체에 이 기준을 활용할 것을 권고하였다.54) 국제사회의 합의를 존중한 조치로 생각되는데, 

성적 착취 인신매매에 대한 국제사회 공동의 대응이 우선되어야 하고 정부도 이러한 공동대

응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피해자의 체류와 기간 내 취업 자격 보장

미국의 경우는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비자를 발급하고 최장 4년까지 체류를 허용한다. 미국 

이민과 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에 의하여, 심각한 유형의 인신매매(severe form 

of trafficking)의 피해자에게 T 비자(T-visa)를 발급하여, T 비이민 지위(T-Nonimmigrant Status)

라는 임시적인 지위를 인정한다. 이로써 피해자들에게 사법조력을 전제로 하여 미국에 남아

있을 수 있게 한다. 최장 4년까지 미국에 남아서 인신매매의 수사와 기소를 돕는다면 미국에 

남아있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T 비이민 지위는 또한 요건에 맞는 피해자 가족에게도 인정이 

가능하다. 이는 2000년 10월 ‘인신매매 피해자 및 폭력 보호법’(Victims of Trafficking and 

Violence Protection Act)의 일부로써 이러한 지위를 만들었다. 인신매매는 현대의 노예형태

(modern slavery)이다.55) 

인신매매 피해자보호법(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 of 2000(TVPA))하에서 미국 보건

복지부(U.S. Department of Health Services (HHS))는 인신매매피해자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필

요한 혜택과 서비스로 주거 지원(housing assistance), 식비 지원(food assistance), 수입 지원

(income assistance), 취업 지원(employment assistance), 영어 훈련(english language training), 건강 

돌봄(health care), 정신건강 서비스(mental health services), 가정 위탁(foster care)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난민과 동일한 수준이다. 인신매매 피해자는 미국에 최장 4년까지 남아 있을 수 

있고, T비자 소유자의 가족에게도 파생적인 T비자 지위를 인정한다. T비자에 여러 가지 수혜

53) 여성가족위원회는 유엔의정서는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와 방지를 위한 정책을 요구하지만, 우리의 경우 아직 이러한
정책이 마련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인신매매피해 보호체계가 마련되어야 하고, 인신매매 방지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피해자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인식 개선 뿐 아니라, 출입국 관련 공무원의 교육,
훈련, 및 피해자 식별제도가 도입될 것이 요구되었다. 이와 더불어 아동, 장애인 등 취약한 지위에 있는 사람을 인
신매매하는 경우 구성요건 완화와 동의규정 등 지적되었다. 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용원, 국제연합 초국가
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 및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 비
준동의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정부제출) 검토보고(의안번호 제11111호), 2014.11. 10-13면.

54)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2016.6.20),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지표 활용 권고.
55) https://www.uscis.gov/humanitarian/victims-human-trafficking-other-crimes/victims-human-trafficking-t-nonim

migrant-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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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취업 권한, 합법적인 영구적인 거주 지위(Green card)로의 조정 가능성, 가족 구성원이 T

비자가 파생하는 비이민 지위(nonimmigrant status)를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56) 피해자에게 

이러한 신분을 보장하고, 사법절차에 협력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체류하게 하면서 취업기회

를 보장하는 것은 반영할 만하다.

(3) 본국 귀환 가이드라인 마련과 정착 기준 마련

유엔인신매매방지의정서는 피해자의 본국으로의 송환과, 피해자의 지위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57) 생각건대,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가이드라인이 설정되어야 하고, 본국으로의 송환과 복

귀를 지원하고 그 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단, 피해자가 귀환을 원하지 않거나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는 국내 체류할 수 있는 자격 을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조건적인 수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원하지 않은 추방은 당하지 않아야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신매매로 이익을 얻는 가해자는 처벌하되, 이러한 “불법적인 이동

(illegal movement)의 주체(subject)”가 되는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해서는 처벌보다는 난민 지위

를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견해가 있다.58) 이는 최대한 피해자를 본국으로 돌아가

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전제 하에서 그렇지 못한 피해자에 대한 방안으로 제안된다. 

56) https://www.acf.hhs.gov/orr/resource/fact-sheet-victim-assistance-english
57) 인신매매방지서 제7조(접수국 내에서의 인신매매 피해자의 지위) 1. 이 의정서 제6조 상의 조치에 추가하여 각 당

사국은, 적절한 경우,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자국의 영역 내에 체류하도록 허가하는 입
법 또는 기타 적절한 조치를 채택할 것을 고려한다.
2. 이 조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함에 있어 각 당사국은 인도주의적 및 온정주의적 요소를 고려한다.
제8조(인신매매 피해자의 송환) 1. 접수당사국에 입국 당시에 인ㅅ니매매 피해자가 그 국민이거나 영주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당사국은 동 인의 안전을 정당하게 고려하여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지체없이 동 인의 귀국을 촉
진하고 수락한다.
2. 어느 당사국이 인신매매 피해자가 당사국으로 동 피해자를 송환하는 경우, 이러한 송환은 동 인의 안전 및
인신매매의 피해자라는 사실과 관련도니 법적 절차의 진정상황을 정당하게 고려하여, 그리고 가급적 자발적
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3. 이 조는 접수국의 국내법에 의해 인신매매 피해자들에게 제공하는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4. 이 조는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송환을 저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규율하는 적용가능한 양자 또는 다자의 협정
또는 약정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5. 접수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피요청 당사국은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지체없이 인신매매 피해자가 접수국의 영
역에 입국 당시 자국의 국민이거나 영주권자였는지를 확인한다.

6. 적절한 문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인신매매 피해자의 송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접수당사국에 입국당시 인신매
매 피해자가 국민이거나 영주권을 가지고 있었던 당사국은 접수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그 자가 자국의 영역
안으로 이동 및 귀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필요한 여행 문서 또는 허가증을 발급하는 데 동의한다.

58) 예컨대, Jaqueline Oxman-Martinez, Andrea Martinez,and Jill Hanley, Human Trafficking Canada government
policy and practice, Refuge vol.19, no.4, 21면. 더불어 취업기회를 주고 이민자로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견해로 캐나다가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이중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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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신매매 피해 방지 교육 홍보

미국은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인신매매의 원인과 현

황 등 정보를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국무부는 Know your rights라는 팜플렛을 배부하고, 

보건부는 외부 활동, 일반 시민의 의식고양, 피해자 식별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인신매

매 핫라인을 운영하는 NGO에 예산을 지원하며, 국토안보부는 라디오, 신문 광고 등 인신개선

을 위한 캠페인을 지원한다. 또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인신매매 방지와 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데, 국무부와 국토안보부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온라인 교육을 시행하기도 한다.59)

상술하였듯 우리에게는 인신매매라고 하면 사고 파는 매매 개념에 익숙하여, 일반시민에

게는 아직도 인신매매가 있는지 반문을 할 정도이다. 따라서 일반 시민에 대한 인신매매 인

식개선 홍보가 있어야 한다. 더불어 공무원에 대한 인신매매 대응 교육을 시행하는 것도 도

입할 만하다.

2. 법률적 방안

(1) 범죄피해자보호법의 개정

현행 범죄피해자보호법은 범죄피해자의 기본법으로 2005년 제정되었다. 이 법은 범죄피해

를 당한 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제3조 제1호)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규정하

며, 외국인피해자의 지원도 그 내용으로 담고 있으나, 피해자가 외국인인 경우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과거 2010년 10월 7일 당시 캄보디아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사망을 계기로 하여, 국

적 여부와 관련 없이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국내에 2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범

죄피해구조금을 확대하자는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발의가 있었다. 또한 2018년 12월 21일 

정부가 제출한 “범죄피해자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17653호)은 제23조를 개정

하여 구조대상 외국인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했는데,60) 바람직한 제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

59) 이에 대해서는 윤덕경 외, 성착취적 국제 인신매매 피해 관련 법제도 및 대책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85
면 이하에도 설명되어 있다.

60) 현행 제23조(외국인에 대한 구조) 이 법은 외국인이 구조피해자이거나 유족인 경우에는 해당국가의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안 제23조(외국인에 대한 구조) 이 구조피해자이거나 유족인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1. 해당 국가의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
2. 해당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한다)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
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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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매매 관련 법률의 개정

성매매를 성적 착취로 보고 성구매자와 알선자를 처벌하여 성매매는 전면 폐지되어야 하

는지 아니면 성노동자의 권리이니 비범죄화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여성의 성노동의 권리로 

보기는 어려우나 비범죄화에는 찬성하는지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진다.61) 이러한 가운데 

Raymond는 “성매매 산업의 세계화”(globalization of sex industry)와 “성매매 산업에 대한 지지

의 세계화”(globalization of sex industry advocacy)가 “세계적인 성적 착취”(sexual exploitation 

worldwide)와 거대한 “초국가적 성매매산업”(transnational business of prostituion)에 기여했다고 

본다. 그에 따르면, 성매매 산업의 세계화를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성적 착취 목적 인신매매 

여성들의 이주는 단지 경제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고,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들

이 오히려 여성의 국제적인 이동의 자유를 억압하고 이주를 범죄화한다고 보는데, 이것이 “인

신매매 신화”(trafficking myth)라고 한다. 1980년대 경제학자들은 성매매 산업은 비록 종래 지

저분하고 불순한 것으로 인식되었지만 수익성이 높고 전문화할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성

매매산업을 다른 여타 기업들과 같은 기업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었고, 그리고 성매매는 여성

에게 경제적 기회인 것으로 양상을 바꾸었다고 하면서,62) 그는 “인신매매산업은 성매매 산업

의 미래와 조직범죄의 미래를 보장한다”63)라고 하였는데, 성매매 산업과 성매매 여성을 공급

하기 위한 초국가적 조직범죄로서 인신매매와의 관련성을 강조한 것이다.

현행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와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의 

근절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64) 성적 착취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 ‘성적 착취’로의 개정

현행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가목)와 “구

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제2조 제1호)이다. 또한 이 법률은 “성매매 목적의 인신

61) 이러한 각각의 입장 차이에 따라 초국가적 성매매를 바라보는 입장도 다르다. 이에 대하여 박경미, 성매매의 세계
화와 페미니즘 정치, 274면 이하 참조.

62) Janice G. Raymond, Not a Choice, Not a Job : Exposing the Myths about Protitution and Global Sex Trade,
2013. 123면.이 글에서 저자는 한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 등에 성관광 기반시설(sexual tourism infrastructure)이
세워진 것은 2차대전 이후 미군의 주둔에서 찾는다.

63) Janice G. Raymond, Not a Choice, Not a Job : Exposing the Myths about Protitution and Global Sex Trade,
2013. 127면.

64) 이 법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허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
적으로 한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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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제2조 제3호)를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

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 영상물 등의 촬영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 위

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 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가

목), “가목과 같은 목적으로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

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이나 그를 보호, 감독하는 사람에게 선불금 등 금품이나 그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대상자를 지배, 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나목), “가목 및 

나목의 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알면서 가목과 같은 목적이나 전매를 위하여 대상자를 인계

받는 행위”(다목), “가목부터 다목가지의 행위를 위하여 대상자를 모집, 이동, 은닉하는 행위”

(라목)이다.

여기서 “성매매”에 대해서는 당초 성매매처벌법의 입법 당시, 용어의 적절성 여부를 두고 

의견은 나뉘었다. 과거 성매매처벌법 입법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

보호법)이 규정한 “성적 착취(행위)” 개념을 사용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이러한 성적 착취행위

를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하는 행위를 ‘성착취형 인신매매’로 명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

다.65) 이는 개념의 포괄범위, 법령상 용어 통일을 위해서는 “성적 착취(행위)”가 바람직하다는 

것이었다.66)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는 ‘성적 착취’ 목적으로 개정하여, 인신매매가 성적 착

취를 목적으로 한 경우를 성매매처벌법이 규정함을 명확히 할 필요는 있다. 더불어 성적 착취

의 개념을 담을 필요가 있다. 

인신매매방지의정서는 착취형태를 열거할 뿐 착취를 정의하고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인

신매매 관련 법률안에서 인신매매를 정의하는 데에 구성요건인 “성착취”에 대한 개념을 정의

하는 경우가 있다. 먼저 김춘진 의원이 2010년 7월 29일 대표 발의한 “인신매매처벌 등에 관

한 법률안”(의안번호 제8969호), 2012년 12월 7일 대표 발의한 “인신매매처벌 등에 관한 법률

65) 천진호, 성착취와 성착취형 인신매매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과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12. 9-10면). 당시 “성매매”로 입법이 이루어진 논의에 대해서 천진호, 전게논문, 9-10면 각주7번 참조.

66) 천진호, 전게논문, 9면. 그러나 여전히 이러한 논란은 여전히 식지 않고 있는데, “성매매라는 명칭은 오히려 피해
자의 자립, 자활의지를 위축시키고, 지원시설 등의 피해자 보호와 자립, 자활 사업 수행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입법적 개선을 통하여 성매매처벌법상 성매수행위가 성적 착취임을 분명하게 하
자는 법안도 발의되었다. 예컨대 2013년 9월 12일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03호)에 의하면, 구체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성매수”로, “성을 파는 행
위”한 자를 “성매수 대상자”로 규정하자는 구상이었다(2013년 9월 12일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성매매방지 및 피해
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04호), 2면). 이외에도 발의안 중에는 “성매매” 개념이 성매
매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에서 그 개념과 범주가 다름을 착안하여, 성매매처벌법의 성매매 개념을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수준으로 확대해자는 구상도 있었다. 예컨대 2010년 6월 16일 조배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매
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8619호)은 제2조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이하 생략)”에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다)”, “자위행위(라)”를 포함시키자는 구상이었다.



Presentation 01 Session Ⅴ

인간 존엄과 가치의 형사사법적 실현  471

안”(의안번호 제2988호)에 의하면, “성착취”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매매,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 등 성적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

익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4호).67)

또한 2011년 3월 8일, 이정희의원 대표발의한 “인신매매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

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1027호)에 의하면, “성착취”는 “반의사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반의사 유사 성교행위”(가목), “성적 욕망 또는 흥분을 유

발할 목적으로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게 하거나 접촉하게 하는 행위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나목), “성적 욕망 또는 흥분을 유발할 목적으로 나체, 자위행위, 성교행위 및 유사성교

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 영상물 등의 촬영대상으로 삼는 행위”(다목),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위 가목부터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것”(라목)을 말한다.68)

요컨대, “성매매”라는 용어는 성을 사고판다는 의미이므로 자발성을 전제로 하고그 자발성

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판이 있다. 이에 반하여 “성적 착취”라는 용어는 자발성이 전제되어 있

지 않다. 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 성적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규정이 명확히 착취를 목적으로 

인한 인신매매 피해임을 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생각건대, 자발적 성매매의 경우도 그 과정

에서 불법이 개입되면 성적 착취로 전환될 수 있다고 본다. 적어도 성매매는 인신매매에 관한

한 성적 착취로 법률상 명시해야 한다.

2) 인신매매당한 성적 착취 피해자 규정 보완

성매매처벌법에 의하면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은 성매매피해자이다(성매

매처벌법 제2조 제4호 라). 이 법에 의하면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는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를 하거나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 영상물 

등의 촬영 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 

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제2조 제3호 가목),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

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 향

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제2조 제3호 나목), ‘가목 및 나목의 

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알면서 가목과 같은 목적이나 전매를 위하여 대상자를 인계받는 행

67) 2010년 7월 29일 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인신매매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8969호), 5면; 2012년 12월 7일
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인신매매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988호), 6면.

68) 2011년 3월 8일, 이정희 의원 대표발의, “인신매매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
11027호), 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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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제2조 제3호 다목),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행위를 위하여 대상자를 모집, 이동, 은닉하는 

행위’(제2조 제3호 라목)이다. 그러면서도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

람을 성매매피해자에 포함시킨다.(제2조 제4호 라목)6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70)(이하 ‘성매매피해자보호법’)에 따르면, “성

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

른 행위”로,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피해자란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성매매처

벌법 제2조 제4호)이고, 여기서 말하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람”(제2조 제3호)을 말한다. 

(3) 피해자의 체류보장과 불필요한 구금의 방지

상술한 피해자의 체류와 관련한 조문으로 성매매처벌법 제11조가 있다. 외국인여성이 신

고자이거나 성매매피해자인 경우 적용하는 것인데, “외국인 여성에 대한 특례”규정이다. “외

국인여성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신고한 경우나, 외국인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수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불기소처분하거나 공소제기할 때까지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

제퇴거명령 또는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보호의 집행을 하여서는 아니”되고(제11조 제1항), 

공소제기한 후에는 검사는 “성매매 피해 실태, 증언 또는 배상의 필요성, 그 밖의 정황을 고려

하여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

른 강제 퇴거명령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보호를 일시 해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제2항) 그

러나 피해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보호를 일시 해제보다 일정 기간 내 

체류 자격 보장을 직접 명시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출입국관리법에 근거를 둔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은 계속해서 보호인지 단속인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법조력에 필요한 피해자 지

원을 위한 체류 지원 규정에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69) 2013년 5월 31일 김상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46호)에 의하면, “자발적 성매매를 전제한 처벌 규정과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주장 모두 부당한 측면이 있으
며, 이렇게 볼 때 성매매여성을 처벌하는 것 역시 성매매의 본질에 반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현행 제2조
제1항 제4호 “성매매피해자”를 개정하여, 자발적 성매수자도 성매매피해자로 봐야 한다는 견해이다. 개정안 제2조
(정의) 제1항 4. “성매매피해자”란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 방조한 사람
나.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를 하거나 이를 교사, 방조한 사람
2013년 5월 31일 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5246호), 1, 5-6면.2014년 7월 22일 김상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의안번호 제11235호)도 동일한 규정을 제안하고 있다

70) 이 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피해회복 및 자립, 자활을 지원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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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나가며

인신매매는 인간존엄성을 위반하는 심각한 범죄이다. 한국은 인신매매가 발생국이기도 하

고 경유국이기도 하고 종착국이기도 하고, 인신매매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 사회적 

경각심을 가져야 하기도 하고, 한 국가가 해결하기 어려운 초국가적 조직범죄이므로, 정부와 

비정부기구, 시민사회 뿐 아니라 국가적 협력이 필요하다. 

유엔인신매매의정서에서 각국의 국내법적 조치를 요구하고 있어 형법상 인신매매죄를 두

기는 했지만 인신매매 정의도 없어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유엔의정서의 human trafficking은 초국가적 조직범죄를 한 인신매매 개념이므로, 우리 현행법

의 인신매매와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개념에 차이가 나니 인신매매방지의정서상 인신매매로 

처벌될 만한 행위를 우리 현행법으로는 처벌하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처벌의 공백에 대한 비

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인신매매에 대한 독자적인 입법이 요구되고 있고, 인신매매 관련 

입법은 거스르기 어려운 추세로 생각된다.

다만 이 글에서는 이주민 230만 시대에 난민 이주민의 성적 착취 목적 인신매매를 중심으

로 정책적, 법률적 대안을 생각해보고자 했다. 궁극적으로는 포괄적인 인신매매 특별법의 입

법도 배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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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태 정

경기대학교 교수

Profile

황태정 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수원지방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행정

고시 등 출제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의 상임이

사를 맡고 있으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근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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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정신과 범죄피해자 보호

황 태 정

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법학박사

Ⅰ. 들어가며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는 범죄로 인한 실질적인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잊혀

진 존재 또는 주변적인 존재로 인식되었다. 국가형벌권이 성립된 이후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

사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형사소송에서 당사자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국가-가해자의 2원적 구

조가 고착화 되었고, 그 결과 형사법의 주요 논점이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부터 피고인

의 인권보장에 중점을 두게 된 것이다.

최근 피해자학의 지속적인 발전과 연구성과, 형사사법에 대한 불만과 불신의 증가, 특별예

방에 입각한 범죄자 재사회화 사상에 대한 반성, 그리고 회복적 사법이론의 등장에 따라 그동

안 소외되었던 피해자에 대한 형사정책적 방향전환을 꾀하는 획기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맞

이하고 있다. 그 결과 2007년 형사소송법에 피해자의 소송참여권을 보장하면서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피해자 진술제도를 강화하였고, 2010년 범죄피해자보호법의 형사조정제도

를 통하여 범죄자와 피해자 사이의 범죄피해에 대한 원상회복을 논의하도록 하는 장을 마련

하는 등 큰 의미를 갖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는 여전히 증인 등의 객체로서의 지위에 

머물고 있으며 선진 외국의 형사절차에서 볼 수 있는 주체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의 조항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의 형식적인 참여만 보장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참여의 실질화 방안

을 통하여 피해자 중심적 형사사법절차의 실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형사사법체계 내에서 피해자의 바람직한 역할이 무엇인

지를 고민하고, 우리 형법과 헌법이 피해자를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

한 관점에서 피해자를 어떻게 대우하는 것이 정당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행법 

체계에서 피해자의 지위를 살펴보고, 거시적 관점에서 긴요하고도 가능한 제도개선의 방향성

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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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범죄피해자의 위상과 법적 관점

1. 범죄피해자의 위상 변천

“사회질서를 해치는 자는 족장이 추방하였는데 이는 동시에 그 종족의 권리였고 외부로부터 자

기 종족의 평화를 해친 자와 그 동족은 피해자와 그 동족의 적으로서 피의 복수(Blutrache)의 대

상이 되었다. 복수에는 감정이 따르고 그 결과 지나친 응징이 나타나기 쉬운데 이러한 결함을 

시정하기 위하여 나타난 복수에의 제한이 동해복수(talio)와 속죄형제도라고 볼 수 있다. 속죄형

제도는 피해자가 복수 대신에 가해자로부터 속죄물을 받고 용서한다는 형벌사상으로서 주로 가

축, 농산물 그리고 후일에는 금전 등이 속죄물로 사용되었다.”1) 

이른바 ‘복수시대’ 형벌의 모습이다. 국가형벌권이 형성되기 전까지 범죄와 형벌은 가해자

와 피해자의 몫이었다. 국가가 탄생하고 공형벌 개념이 등장하기 전, 민사와 형사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았던 시기에 피해자는 법적 분쟁의 주체로서 분쟁해결절차에 참여하였으며, 가해

자에게 같은 정도의 보복을 하거나 가해자로부터 손해에 상당하는 속죄금을 받을 수 있는 권

리를 가졌다. 

이러한 기본적 마인드는 국가형벌권 행사 원인으로서의 ‘범죄’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비난

의 핵심이 개인의 권리 침해로부터 공동체 질서의 위반행위로 옮겨가는 과정에서도 상당 기간 

지속되었다. 서구의 형법체계에서는 19세기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형법의 보호대상은 개인의 

주관적 권리라고 이해되었고, 개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를 범죄로 간주하고 형법은 이러한 피해

자의 주관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2) 미국의 경우도 식민지 초기 보통법 체제 

하에서는 원상회복을 강조하는 시민 개인 간의 분쟁이 다툼의 중심이 되었으며, 경찰이나 검사 

등 국가기관의 개입 없이 피해자에게 고용된 변호사에 의해 형사절차가 시작되곤 했다.3)

그러나 절대권력자에 의한 전단적 국가공권력 행사가 횡행하던 이른바 위하시대를 거쳐, 

인간의 이성과 자유의지를 신뢰하는 계몽주의와 이에 기반하여 탄생한 죄형법정주의의 시대

가 도래하면서 양상은 사뭇 달라졌다. 19세기 중반 이후 시민적 자유주의와 법치주의라는 시

대적 배경 아래 국가형벌권이 확립되는 과정에서 형법의 보호대상은 개인의 주관적 권리로부

터 ‘법익’(Rechtsgut)이라는 객관적 가치로 바뀌어 가기 시작했으며, 형벌의 목적과 기능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발생한 구체적 불균형을 시정하는 것에서 국가 또는 사회의 추상적 

1) 이형국, 형법총론연구Ⅰ, 법문사, 1988, 32면.
2) 이진국, “피해자중심 형사사법의 실천을 위한 입법적 과제”, 형사정책연구 제25권 제1호(2014･여름),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187면; 이상돈, 형법의 근대성과 대화이론, 1994, 28∼30면 참조.

3) 류병관, “당사자주의 소송구조에 있어 범죄피해자의 권리”, 피해자학연구 제19권 제1호(2011), 한국피해자학회,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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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질서를 수호하고 유지하는 것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국가는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를 매개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개입하였고, 국가가 가해자에게 법익침해에 대한 대가로서 ‘형벌’을 부과하면서 피해자는 당

사자의 지위에서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원래 모습이었던 가해자-피해자의 

구도가 국가의 개입으로 가해자-국가-피해자의 구도로 변화하였고, 이러한 입체적 삼각구도로

부터 피해자가 탈락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는 가해자-국가의 평면적 직선구도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피해자에게는 치명적이었다. 국가에게 자리를 내주고 뒤로 물러난 피해자는 

점점 그 존재가치를 잃어갔고, 급기야는 소외되고, 결국은 잊혀질 위기에 이르렀다.4)

그러나 피해자를 대신하여 그 자리를 차지한 국가는 불행히도 피해자의 성실한 대리인의 

역할에는 큰 관심이 없었다. 국가는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한 가해자를 공익의 이름으로 응징

을 하는 데 주된 관심이 있었고, 피해자는 국가가 가해자의 죄상을 밝혀내는 과정에서 좋은 

증거방법으로서의 가치를 가질 뿐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피해자는 형사절차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실체진실 발견이라는 명목 하에 범죄에 못지않은 2차, 3차 피해를 경험

하는 등 철저하게 형사절차의 주변인으로 전락하였다.

2. 형법의 임무와 범죄피해자

가해자-국가라는 이원적 구도 아래서 형사사법의 관심이 가해자에게 집중되는 것은 당연

한 일이었다. 압도적 우위에 있는 국가에 비해 개인에 불과한 가해자는 언제나 약자였고, 특

히 역사적으로 국가가 공권력 행사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던 많은 경우 가해자는 거대 국가

권력을 상대하는 약자로서 보호의 대상, 심지어는 정의롭지 못한 공권력 행사의 피해자로까

지 인식되었다.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다양한 보호규정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확충되어 왔다.

형사소송절차에 촘촘히 구비된 보호장치의 엄호를 받으며 형사소송에 임하던 가해자는, 

결정적으로 최종 단계에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언의 비호에 힘입어 

화려하게 일상으로 복귀한다. 그러는 동안 피해자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형사절차라는 

무대의 뒤편에서 범죄로부터 비롯된 경제적 타격 및 정신적 고통,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과 공

포에 시달려야 했다. 이것이 원래 직접당사자였던 두 주체의 관계에 국가가 개입한 데 따른 

공정한 결과라고 볼 수는 없다.

4) 이용식, “형사피해자의 지위에 대한 소고”, 피해자학연구 제14권 제1호(2006), 한국피해자학회,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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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임무는 형법이 공동체 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물음이다. 

형법은 일반적으로 법익의 침해에 대한 반작용으로써 형벌을 부과하지만, 현실적으로 규범위

반은 단순히 법익에 대한 추상적 침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개인적 법익의 경우 

항상 피해를 입은 인격과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5) 따라서 국가형벌

권의 행사에 있어 단순히 법익 침해에 대한 반작용만이 아니라, 그러한 법익침해로 인해 고통

받는 피해자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형법의 핵심적 임무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3. 헌법에 비친 범죄피해자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를 가진다.”라는 내용으로 인간의 존엄과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상 기본

권 목록의 첫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는 이 조항은 포괄적인 성격을 가진 기본권으로서 헌법상 

규정되어 있는 기본권의 핵심가치를 천명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조항이 범죄피해자

를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범죄피해자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이 기본권의 향

유주체가 된다. 

아울러 헌법 제10조는 후단에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현실 속에

서 실효적으로 보장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범죄가 발생한 경우 엄정하게 범

인을 수사하고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며 범죄피해를 입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헌법상 범죄피해자에 관한 직접적 관심은 1987년 10월, 제9차 헌법 개정에 의해 최초로 나

타났다. 1987년 개정헌법6)은 제27조 제5항에서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

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규

정하였고, 제30조에서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범죄피해자의 구조청

구권을 명문으로 인정하였다.

이 두 조항은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세계 최초로 헌법상 기본권의 차원에서 보장한 것이라

는 점에서 역사적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특히 중요한 것은 범죄피해

자의 재판진술권을 통해 국가의 등장 이후 형사절차에서 밀려나 소외되고 잊혀졌던 범죄피해

자에게 형사절차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기회를 부여하였다는 점이다. 나아가 범죄행위로 

5) 이진국, “피해자중심 형사사법의 실천을 위한 입법적 과제”, 형사정책연구 제25권 제1호(2014･여름), 한국형사정책연
구원, 189면.

6)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02.25.]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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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피해를 받은 국민에 대하여 국가가 적극적인 구조행위까지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범죄

피해자의 기본권을 단순히 인간의 존엄과 자유로부터 파생되는 근본적 기본권의 일부로서가 

아니라, 생존권적 기본권의 차원으로 인정하였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아울러 제10조 후단

에서 천명한 국가의 국민보호의무를 구체적 기본권과 관련하여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하였다는 

점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할 것이다.

국가기관이 공소권을 독점하고, 범죄피해자에 의한 사적 복수를 허용하지 아니하면서, 피

해자의 자력구제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는 현재 우리의 법제도는 국가에 의한 범

죄피해자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그 존재의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범죄로부터 

국민을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러한 

국가의 국민보호의무 위반은 국민에 대한 기본권 침해를 구성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관점에서 “[범죄로 인한] 침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배제하여

야 할 국가의 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한다면 이 경우 국민은 국가를 상대로 헌법 제10조, 제11

조 제1항 및 제30조(범죄피해구조금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규정된 보호의무 위반 또는 법 

앞에서의 평등권 위반이라는 기본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범죄피해

자의 국가에 대한 권리 및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의무를 인정하고 있다.7)

Ⅲ. 우리 법체계 속의 범죄피해자

1. 범죄피해자 관련 입법의 연혁

우리나라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입법의 변곡점은 크게 ① 피해자 관련 입법이 

태동한 1980년대 이후, ② 개별입법에 의한 피해자 보호가 연이어 나타난 1990년대 이후, ③ 
피해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과 입법조치가 등장하는 2004년 이후, ④ 피해자보호를 위한 예

산확보 등을 포함하여 입법적 성숙기에 접어든 2010년 이후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8) 

우리나라 범죄피해자 관련 입법의 입법적 연원은 1981년 1월 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 배상명령제도(소촉법 제25조)의 도입에서 찾을 수 있다. 배상명령제도는 실질적 

7) 헌법재판소 1989. 4.17. 선고 88헌마3 결정.
8) 김성돈 교수는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우호적 형사정책의 연대기를 ① 1980년대 이후, ② 2004년 법무부의 종합대
책과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③ 2010년-현재로 구분하고 있고(김성돈, “우리나라 범죄피해자 우호적 형사정책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피해자학연구 제20권 제1호(2012), 한국피해자학회, 110-114면), 이진국 교수는 우리나라
범죄피해자 보호입법의 발전과정을 ① 1980년대(관심의 환기), ② 1990년대-2000년대 초반(입법의 성황), ③ 2010년
이후(입법의 강화 및 심화)로 구분하고 있다(이진국, “피해자중심 형사사법의 실천을 위한 입법적 과제”, 형사정책연
구 제25권 제1호(2014･여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0-1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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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에서 우리나라 범죄피해자 관련 법률의 효시로 평가되고 있지만, 이 제도는 이를 규정한 

법률의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1차적 목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소송

경제를 도모하는 데 근본적인 입법취지가 있었다는 점에서 본질적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1987년 개정헌법에 범죄피해자에 관한 명문규정이 신설되면서 범죄피해자 관련 입법은 급

물살을 타게 되었다. 1987년 11월 28일에는 헌법 제28조 제5항의 취지에 따라 개정된 형사소

송법에 범죄피해자등의 진술권(제294조의2)이 신설되었고, 같은 날 헌법 제30조의 법률위임에 

근거하여 ｢범죄피해자구조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헌법의 규정과 그에 따른 직접적 후속입

법이 있었음에도 1980년대 말까지 범죄피해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은 여전히 미비하였고, 

이에 대한 논의 또한 주목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특정 범죄군에 한정된 것이기는 했지만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다양한 특별법상 규정들이 서서히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1990),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7),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1999), ｢성매매방지 및 피해

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4) 등이 그 예이다. 

2004년 들어 법무부는 범죄피해를 입은 국민의 보호를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에 착

수하였다. 법무부는 2004년 9월 ‘피해자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발표와 함께 전국 

55개 검찰청 산하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하였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기본법 

안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입법적･정책적 노력 끝에 2005년 12월 범죄피해자 보호･지
원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되었다. 범죄피해자보호법은 범

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 형태의 법률 제정을 요구해 온 학계 및 실무계의 염원의 결실

로서, 이전까지의 산발적인 개별입법의 한계를 넘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획기적인 이정

표를 제시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0년 5월에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하여 중요한 입법적 변화가 있었다. 1987년 

11월 제정된 기존의 ｢범죄피해자구조법｣이 폐지되고 그 내용이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통합

적으로 규율되었으며, 벌금 등 국고수입의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이 제정된 것이다. 이를 통해 범

죄피해자보호법은 범죄피해자구조제도를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사업 시행을 위한 재정적 기반 

또한 확충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범죄피해자를 위한 기본법이자 종합적 대응입법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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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은 국가예산을 범죄피해자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의무의 실천적 이행을 위한 중대

한 진보라고 평가된다. 1985년 11월 UN총회 결의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설치를 선언한 이

후,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등 선진국들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기금을 설치･운영해 

오고 있었는데, 이에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을 기준으로 국선변호인 선임 등 범죄자를 위해서는 연간 2,000억원이 넘는 예산

을 사용하고 있던데 반하여, 범죄피해자를 위해서는 연간 40억원도 안 되는 예산만을 지원하

고 있었던 바, 이는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심각한 문제라는 비판이 있었다. 입법을 위한 노력

은 마침내 2010년 5월 그 결실을 보게 되었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집행된 벌금 등으로 조성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실질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9)

이와 같이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입법적 조치는 헌법적 

근거와 정당성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많은 발전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아

직까지 피해자가 형사절차의 주체적인 입장으로 참여하거나 이들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이 이

루어질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충분하지 않으며, 이제까지의 발전상에 대해서도 우후죽순처럼 

이루어진 일관성 없는 입법적･정책적 수단들에 불과하다는 혹평10)마저 있는 것이 현실이다. 

향후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형태의 입법적･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2. 형사절차 진행단계와 범죄피해자

가. 수사절차

(1) 고소권

먼저 범죄피해자는 수사절차에서 고소권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형사소송법 제223조). 고

소는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죄자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피해자의 고소

는 수사를 개시케 하는 수사의 단서가 된다. 형사소송법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

한 고소제한규정을 두고 있는데(형사소송법 제224조), 성폭력처벌법은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9) 2010년 5월 입법 당시 100분의 4 이상이었던 벌금의 기금 편입률은 2014년 10월 법률 개정시 100분의 6 이상으로
인상되었고(법 제4조 제2항), 2019년 5월 현재 편입률은 100분의 6이다(령 제2조).

10) 김성돈, “우리나라 범죄피해자 우호적 형사정책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피해자학연구 제20권 제1호(2012), 한
국피해자학회, 114면. 우리나라 형사사법시스템상 피해자의 관점에 대한 고려가 비교적 단시간 내에 한꺼번에 이
루어졌다는 점, 서로 다른 갈래로 전개되어온 서구의 피해자 운동의 성과물과 피해자학의 연구결과들을 무차별적
으로 수용하였던 점 등을 그 원인으로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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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소제한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

고 있다(성폭법 제18조). 

일반적인 범죄에서의 고소권 외에 범죄피해자는 친고죄11)나 반의사불벌죄12)와 같은 소추

조건을 규정한 범죄에서는 이에 대해 고소권 또는 처벌의사표현권을 갖는다. 이 경우 피해자의 

고소권 등은 단순한 수사단서로서가 아니라 공소제기절차에서는 소추조건, 재판절차에서는 소

송조건으로 기능하게 된다. 따라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된 경우, 처벌불원의사

가 있거나 처벌희망의사가 철회된 경우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

조 제3항 제4호), 법원은 형식재판으로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6호). 

이같은 범죄유형은 주로 개인의 사생활 영역의 범죄로서, 사안이 경미하거나 가･피해자간 

특별한 신분관계가 있는 경우 등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거나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인정된다. 이들 조항에 의해 공소권 및 재판권 등 국가형벌권의 행사 여부가 범죄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좌우되게 됨으로써, 사실상 범죄피해자에게 형사사건에 대한 처분권을 

주는 것과 유사한 법적 효과를 낳게 된다. 따라서 신속하고 일관성 있게 행사되어야 할 국가

형벌권이 피해자의 의사에 좌우되어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형사소송

법은 친고죄의 고소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고(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고소의 불가분 원칙

을 규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233조).

(2)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권

자신이 범죄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검사가 가해자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하게 되면 피해자

의 입장에서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피

해자의 처벌요구가 좌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검찰항고, 재정신청 등 여러 단

계의 불복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법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라는 공권력의 불행사

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검찰항고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상급 검찰청에 그 시정을 구하는 제도이다. 불

기소처분을 한 검사의 소속검찰청을 관할하는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 하고, 여기서도 

불기소처분의 부당성이 시정되지 않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재항고를 할 수 있다(검찰청법 제

10조). 이에 반해 재정신청은 검찰청이 아닌 법원에 불기소처분의 당부에 대한 심사를 의뢰하

11) 형법상 비밀침해죄(제316조) 및 업무상비밀누설죄(제317조), 사자명예훼손죄(제308조), 모욕죄(제311조), 원친간의
재산범죄(제328조 2항) 등.

12) 형법상 명예훼손죄(제307조) 및 출판물등명예훼손죄(제309조), 과실치상(제266조), 폭행죄(제260조)･협박죄(제28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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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재정신

청을 하게 되며, 법원의 심사 결과 불기소처분의 부당성이 인정되어 법원이 공소제기결정을 

하게 되면, 검사는 공소제기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62조).

검찰항고와 재정신청은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전까지 선택적인 절차였다. 그러나 기존

에 공무원의 직권남용범죄(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에 국한되었던 재정신청의 대상범죄가 

모든 범죄로 확대되면서 재정신청 건수의 조절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사건과의 관련

성이 떨어지는 고발인의 경우 불복절차를 검찰항고-재항고에 한정하여 원칙적으로 재정신청

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사건관련성이 높은 고소인13)에 한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검

찰항고의 필요적 전치주의를 도입하여 재정신청을 위해서는 검찰항고를 반드시 거쳐야 하도

록 하였다(형사소송법 제260조). 

한편 범죄피해자는 검사의 자의적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은 

재판전제성,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등 헌법재판의 기본적 요건 외에 보충성(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을 요하고,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는 청구할 수 없다는 제한을 두고 있다. 따라서 고소를 하지 않은 범죄피해자는 검사의 불기

소처분에 대해 법률상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없으므로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

만,14) 고소를 한 범죄피해자는 법률상 구제절차인 검찰항고와 재정신청을 거침으로써 법원의 

재판을 경우하게 되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3) 수사절차상 정보권

검사는 피해자가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 공소를 취소하거나 타관송치를 한 경우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인 피해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 공소를 제기하

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 고소인인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이유를 서

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9조). 또한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이 있

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

13) 직권남용범죄(기존의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에 2011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형법 제126조 포함)의 고발인은
고소인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14) 헌법재판소 1998. 8.27. 선고 97헌마79 결정. “[1]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인정되는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및 제3항
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의 구제절차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범죄피해자로
서 고소한 사실이 없는 청구인은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의 구제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불기소처분에 대
하여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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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9조의2).

나. 재판절차

(1) 재판절차진술권

범죄피해자는 보통 공판절차에서 증인으로 진술하게 되지만, 당사자나 법원이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결정하지 않으면 진술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

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1987년 개정 헌법은 범죄피해자가 재판절차진술권 갖는다고 규정

하였고, 한 달 후인 같은 해 11월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헌법의 위임에 따라 피해자등의 진술

권(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규정을 신설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7조 제5항에서 형사피

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독립된 기본권으로 보장한 취지를 “피해자 등에 의한 사인소추를 

전면 배제하고 형사소추권을 검사에게 독점시키고 있는 현행 기소독점주의의 형사소송체계 

아래에서 형사피해자로 하여금 당해 사건의 형사재판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청문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형사사법의 절차적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15)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등16)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

야 하며(동조 제1항 본문), 피해자등을 신문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동조 제2항). 또한 이 

경우 당해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

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형사소

송법 제294조의3 제1항).

재판절차진술권에 대해서는 그 본질을 피해자를 위한 독립적 권리라기보다는 증인신문의 

연장으로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헌법 개정과 함께 형사소송법에 규정되면서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를 이끌어낸 의미 있는 진전임에도, 충분한 논의와 검토과정을 거치지 않고 갑

작스럽게 국가정책으로 등장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었고,17) 구체적 측면에서는 피

해자 진술의 소송법적 의미와 효과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을 뿐더러, 진술권의 행사방법도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있지 않아 절차적 보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18)

15) 헌법재판소 1993. 3.11. 선고 92헌마48 결정.
16) 피해자 외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
17) 김성돈, “우리나라 범죄피해자 우호적 형사정책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피해자학연구 제20권 제1호(2012), 한
국피해자학회, 116면.

18) 이용식, “형사피해자의 지위에 대한 소고”, 피해자학연구 제14권 제1호(2006), 한국피해자학회, 13면; 이재상･이호중,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방안, 형사정책연구원, 1993, 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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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원은 범죄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

정을 고려하여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고,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

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신뢰관계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특히 피해자인 아동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

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차폐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다(형사소

송법 제165조의2).

(2) 재판절차상 정보권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등19)은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1항).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

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으며, 재판장이 제3항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3･4항). 

한편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

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9조의2).

(3) 재판절차상 정보보호

형사소송법은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형사소송법 제35조 제1항), 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

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

람･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

다(형사소송법 제35조 제3항). 실무적으로 법원은 증인소환장에 이러한 열람･복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공개에 관한 증인의 의사를 묻는 서면을 첨부하고 있다.

19)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피해자 본인의 법
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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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해자의 안전 배려

형사소송법은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로서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

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95조 제6호). 보

석조건에도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

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형사소송법 제98조 제4호)등을 설정하고 있고, 보석 및 구속집행정지 취소사유로

도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

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형사소

송법 제102조 제2항 제4호)라는 사유를 둠으로써 직･간접적으로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

이밖에 형사소송법은 2007년 개정시 피고인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외에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규

정을 신설하였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역시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이라 할 것이다.

Ⅳ. 향후 범죄피해자 정책의 방향성

1985년 11월 UN의 범죄피해자인권선언 ｢범죄피해자와 권력남용에 관한 사법의 기본원칙 선

언｣(Declaration of Basic Principles of Justice for Victims of Crime and Abuse of Power)은 범죄피

해자 관련 사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① 사법절차와 공정한 처우

에 관한 접근가능성(Access to justice and fair treatment), ② 배상(Restitution), ③ 보상

(Compensation), ④ 지원(Assistance) 등이 주요 키워드를 구성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결국 형

사사법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지위 강화와, 이들에 대한 손해전보(가해자에 의한 손해배상과 국

가에 의한 손실보상), 그리고 보호･지원 프로그램의 강화라는 테마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1. 형사절차상 지위 강화

현상태에서 큰 제도의 변화 없이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상 지위 강화를 위해서는 형사절

차상 정보권의 실질화와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조력이 우선과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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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형사절차상 정보권과 관련하여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법에도 수사절차와 

재판절차상 범죄피해자의 정보권이 규정되어 있다. 수사절차상 고소인에 대한 처분내용 통지

(형사소송법 제258조 및 제259조),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건처리내용 통지(형사소송법 제259조

의2) 등이 있고, 재판절차상 범죄피해자등의 소송기록 열람･등사권(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등이 그 예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피해자에 대한 통지제도는 피해자

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가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

는지에 관한 정보를 취득할 권리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정보는 범죄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찾아 

행사하기 위한 전제가 된다는 점에서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확충하기 위한 출발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수사기관의 통지와 관련하여서는 경찰의 경우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 

제203조와 범죄피해자보호규칙 제11조에, 검찰의 경우 대검예규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에 관한 지침 제4조 등에 규정되어 있으나, 실무상 근거규정의 중복과 제공되는 정보의 상이

성으로 인해 규정의 해석과 운영에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수사기관 및 법원이 범죄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소송법상 권리, 피해자지원기

관을 통한 보호･지원의 가능성 등 형사절차상 권리를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형

사소송법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은 제도적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수립과 시행에 소요되는 사법자원의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 또한 장점이라 할 것이다. 

참고로 미국의 피해자 및 증인보호법 제6조는 피의자의 체포여부, 치안판사에의 송부여부, 

보석여부, 공판 및 유죄 답변, 형선고, 석방심사 등 양형 전반에 이르기까지 당연한 통지의무

를 규정하여 피해자의 정보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고, 독일 형사소송법 제406조i는 ‘피

해자가 형사절차 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의 안내’라는 제목 아래 피해자에게 고소권의 존재, 

부대공소에 의한 소송참가, 배상청구권, 가해자-피해자-화해의 방법으로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등을 알려주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피해자변호인제도 도입과 관련하여서는, 범죄피해자가 자신의 형사절차상 권리

를 시의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피고인의 경우 이른바 필요적 변호사건이라는 이름으로 변호인이 없으면 개정할 수 없

고, 변호인이 없는 경우 국가가 그 비용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

나(형사소송법 제33조 등), 범죄피해자에게는 이러한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행법은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사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이도록 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검사는 제한적으로 피해자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범죄피해자가 변호

사로 하여금 포괄적인 대리권에 기초하여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성폭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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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법 제27조, 청소년성보호법 제30조). 문제는 이러한 제도를 일반 범죄 전반에 도입하는 것

은 제한된 사법자원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이다. 

참고로 독일 형사소송법은 제406조f에서 피해자의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함께 피해자변호사의 선임을 위한 비용을 범죄피해자의 지위에 따라 달리 규율

하고 있다. 즉 부대공소권이 없는 일반적인 범죄피해자는 피해자변호사에 대한 선임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고, 부대공소가 제기된 경우 부대공소권자가 국선변호사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있다.20) 향후 이러한 입법례 도입여부 및 도입시 적용기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2. 피해자에 대한 손해전보 강화

전술한 1985년 UN범죄피해자인권선언 제12조는 “범죄자 또는 다른 자원으로부터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가는 (a) 중대한 범죄의 결과 신체에 상당한 상해를 입거나 

신체 및 정신건강에 손상을 입은 피해자, (b) 그와 같은 피해의 결과 사망한 자 혹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불능하게 된 가족, 특히 피부양자에게 경제적인 보상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13조는 “피해자 보상을 위한 전국적인 기금을 창설, 강화, 확충하도록 노

력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같은 목적을 위해 국가가 보상 가능한 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보상

할 수 있는 기타 기금을 창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87년 헌법 개정을 통해 범죄피해구조금 제도를 신설하였고(헌법 제30조), 같

은 해 11월 범죄피해자구조법의 제정을 통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행위로 인

하여 사망한 자의 유족이나 중상해를 당한 자에 대해 구조금을 지급해 왔다. 이후 2005년 12

월 범죄피해자에 관한 기본법인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되어 국가 차원에서 보다 획기적인 

피해자 지원체계를 구축하게 되었고, 2010년 5월에는 범죄피해자구조법을 범죄피해자보호법

에 통합하여 규정하고, 범죄피해자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을 제정함

으로써 지금까지 범죄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전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실제로 범죄피해자들이 피해를 보전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적정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

는 구조금의 실질화 문제, 국민의 외국에서의 범죄피해에 대한 보상 등 부분에서 개선의 여지

가 크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부분에서 합리적인 보상기준표에 의해 구조금의 실질화를 도모

20) 이진국, “피해자중심 형사사법의 실천을 위한 입법적 과제”, 형사정책연구 제25권 제1호(2014･여름),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1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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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영국이나, 보상금 지급대상에 피해장소 및 피해자의 국적에 차별을 두고 있지 않은 

뉴질랜드의 모델은 향후 우리 입법에 중요한 모델이 될 것으로 본다.

예컨대 영국의 경우 폭력범죄로 인한 사망 또는 상해가 모두 범죄피해보상의 대상이 되고, 

사망･상해 자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나아가 일실소득과 특별지출에 대한 보상, 부양 및 양

육을 받고 있던 자에 대한 보상, 심지어 장례비용에 대한 보상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은 우

리 법제도에의 시사점이 크다고 보여진다. 여기에 상해의 등급과 그로 인한 구조필요성을 반

영한 상세한 보상등급표(tariff of injury), 넓은 보상범위, 높은 수준의 보상금 등은 향후 우리

나라 법이 참고하여야 할 바람직한 입법방향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뉴질랜드의 경우 사고보상법(Accident Compensation Act)이 ① 뉴질랜드 외에서 뉴질

랜드 거주자가 입은 상해를 보상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재외국민 보호의무가 헌법사항으로 되

어 있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입은 범죄피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함), 

② 뉴질랜드 내에서 입은 상해라면 일정 범위의 외국인도 보상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 점(국

민의 해외 범죄피해에 대한 전면적 보상이 시행되기 전 단계에서 외국과 상호보상을 전제로 

한 보상이 가능함), ③ 사고보상공사(ACC)라는 단일의 전문적인 보상기관에서 모든 절차를 담

당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특별히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다른 기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

다는 점(현재 국가와 지자체, 검찰과 경찰, 민간기관의 역할 혼란과 이로 인한 중복지원의 문제

를 해결할 수 있음), ④ 완전하고 종합적인 보상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상당 부분 현실화되었

다고는 하나 장기적으로는 실제 손해의 완전보상의 수준으로 확대해 갈 필요가 있음) 등은 중･
장기적으로 우리 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Ⅴ. 마치며

전술한 바와 같이 국가는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현실 속에서 실효적으로 보장되도록 노력

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범죄가 발생한 경우 엄정하게 범인을 수사하고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며 범죄피해를 입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헌법 제10조 후단의 “국가

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는 언명으로 

확인된다. 

국가기관이 공소권을 독점하고, 범죄피해자에 의한 사적 복수를 허용하지 아니하면서, 피

해자의 자력구제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는 현재 우리의 법제도는 국가에 의한 범

죄피해자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그 존재의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범죄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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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국민은 

국가를 상대로 헌법상 국민보호의무 위반 또는 법 앞에서의 평등권 위반이라는 기본권 침해

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헌법에 범죄피해자의 권리가 명시된 이후로, 1990년대 개별입법에 

의한 보호의 시기를 거쳐 2005년부터는 기본법에 의한 보호가, 그리고 2010년 이후로는 범죄

피해자를 위한 보호･지원의 재원이 뒷받침되는 시기를 거쳐 왔다. 그러는 가운데서 범죄피해

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이 탄생하였고, 적어도 양적인 측면에서는 지속적인 성장을 

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발전에 의해 형사사법의 패러다임이 피해자를 적극 고려하는 방향으

로 선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직까지 피해자는 형사사법의 주변인으로서 부차적이고 소

극적인 권리를 확보한 데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며, 향후 정보권의 강화, 참여권의 확충, 손

해전보의 확대 등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의 타개를 위해서는는 작은 제

도개선을 통한 귀납적 방법의 전환과 함께, 예컨대 헌법에 피해자보호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

어 탑-다운 방식으로 국면을 전환하는 연역적 방법의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피해자 중

심의 형사사법은 단순한 구체적 제도개선의 문제만이 아니라 궁극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

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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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부수절차에서 인간존엄과 가치의 실현 

이 근 우

가천대학교 교수

Ⅰ. 들어가며-인간 존엄의 난해함

‘형사부수절차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실현’이라는 것이 나의 능력에 비하여 너무도 버

거운 주제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형사정책연구원 측에 주제를 통보한 직후였다. 여러 문헌에

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는 ‘인간존엄’ 논증이 구체적 사안에서 어떻게 결론에 영향을 미치

게 되는 지에 대해 스스로도 확신을 가지지 못했으므로 여전히 글이 모호한 마무리가 될지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을 가지게 되었다. 이 주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하여 고민만 하

다가 아까운 시간이 흘러갔고 그 때문에 준비하시던 분들을 여러 모로 번거롭게 했다. 

‘인간존엄’이라는 것이 단지 어떤 감정에 불과한 것인지 혹은 구체적 문제해결에 적용될 

정도의 실체를 가지는 것인지 부터 어려운 문제였다. 이 글에서는 ‘인간 존엄’을 적극적으로 

정의하기보다 소극적 방식으로 이 정도의 침해가 있다면, 그것은 인간존엄의 침해가 되는 것

이라는 한계선 위에 있는 문제들을 검토하기로 한다. 사회적 기본권 문제 등에서와 같이 적극

적으로 인간존엄을 근거로 기본권, 인권을 촉진하고자하는 분야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현실에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형사사법상의 제도들을 검토하는 이 글에서는 인간존엄 논증의 조성적 

작용보다는 한계작용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아주 오래 전부터 형사절차는 본래적으로 인간존

엄의 침해 혹은 그 가능성을 내포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형사사법 제도 자체가 구체적 타

인의 권리 침해라고 보든, 공동체 질서의 침해라고 보든 사회가 범죄로 규정한 어떤 행태를 

처벌하기 위하여 특정한 개인들에게 자백을 얻어내기 위해 추궁하고, 신체를 구속하고, 육체

적 고통을 가하기도 하고, 종국에는 그의 생명까지도 박탈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형사사법은 역사적으로 인간존엄 논증이 형성되기 훨씬 전부터 구체적 개인의 존엄을 침

해하기에 충분한 수단을 사용하여 수사하고 재판하고, 형을 집행하여 왔던 것이다. 그래서 형

사사법은 인간존엄 논증 이전에 이미 형사법의 이론 체계 안에서 다양한 형태로 형벌부과의 

조건, 수사와 재판절차, 형집행의 다양한 수단에 대하여 그 제한원칙들을 형성하여 왔다. 큰 

틀에서 보면 형법이론의 모든 원칙들은 자의적인 형벌권 발동을 억제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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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대상자의 인간존엄을 옹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또한 형법이론

의 다양한 원칙들은 인간존엄 논증에서와는 달리 구체적, 개별적 사건에 적용하기 충분할 정

도로 세밀하게 구축되어 왔다. 후술하겠지만,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 발견되는 것처럼 추상적 

인간존엄 논증보다는 구체적 기본권과 제도에 관한 기존의 형사사법 이론으로도 대부분의 문

제들은 해명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존엄 논증이 필요한 분야가 남

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형사사법 이론 발전의 많은 부분들이 인간존엄 논

증의 영향권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즉 서구 사회에서 지난 100여년동안 

이루어진 인권의식 확장 및 헌법의 구체적 규범성 확인과정에서 형사사법절차의 다양한 국면

에서 과거에는 당연한 처분 혹은 주요처분에 부수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있었던 수단까지도 

새로운 시각에서는 금지되거나, 독자적으로 정당화, 절차화가 필요한 처분으로 인식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오늘날은 당연히 금지되는 것으로 인식1)되는 拷問에 의한 진술강제는 과거에는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진술강요가 법적으로가 

아니라, 실무적으로도 금지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니다. 육체적 고통이 아닌 정신적 고

통을 가하는 방식의 신문까지도 근절된 것인지는 의문스럽기도 하다. 대상자의 진술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반복적, 지속적으로 신문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2) ‘그것까

지 금지하면 수사를 어떻게 하는가?’ 또 다른 예로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강제수사에서는 

영장주의를 천명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영장만 있으면 모든 강제수사가 허용될 수 있는 것인

지 아니면 영장에 의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 침해가 있는 것인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형사

사법 이론에서도 ‘인간존엄 논증’에 기대야 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 검토하는 토픽들은 헌법재판소 결정례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사례집을 바탕으로 

선정한 것이다. 헌법재판소 결정례에서 보듯, 개별적 사건에서는 직접적으로 인간존엄 논증이 

적용될 여지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인간존엄은 그 개방성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기본권침해 주장에 곁들여 지기도 한다.

1) 인권선진국을 자처하고, 다른 나라의 이권침해상황을 조사하는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도 테러리스트 등에 대해서는
‘강화된 신문’이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허용되는 것이기도 하다.

2) 인권위 “경찰, 고양 저유소 화재 외국인 피의자 자백강요”, 윤수한 기자, 최종수정 2019.05.20., 지난해 경기도 고
양시에서 발생한 저유소 화재사건과 관련해 당시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로 지목된 이주노동자에게 수차례
자백을 강요한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이주노동자의 4차 피의자신문 영
상녹화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찰관이 모두 123회에 걸쳐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거나 ‘거짓말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자백을 강요해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진술거부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인권위는 경찰이 해당 이주노동자의 이름 일부와 국적･비자의 종류 등을 언론사에 공개한 것도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과 고양경찰서장에게 재발방지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했습니다.
http://imnews.imbc.com/news/2019/society/article/5310082_2469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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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부터 존엄성원리는 기본권보장의 의미체계상 남용의 가능성을 소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

다.”3) 이처럼 헌법재판소조차 ‘인간존엄 논증의 남용’을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어쩌면 인간존

엄이라는 테마가 가진 딜레마를 잘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른다. 오늘날의 우리에게 인식된 대부

분의 기본권, 인권에는 ‘인간존엄’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고, 기존의 기본권, 인권 인식에서 충분

히 포착할 수 있는 경우 거기에 추가되는 인간존엄 논증은 불필요한 수식구처럼 여겨지기도 하

고 수많은 헌법소원을 검토해야 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무분별한(?) 인간존엄 논증의 활용

을 (주로 청구인측 대리인인 변호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다.4) 기존의 기본권, 

인권 인식에서 포착되지 않는 영역에서 인간존엄 논증이 가지는 의미가 비로소 분명하게 드러

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영역에서 인간존엄 논증의 필요성이 있다. 기존의 이론으로 해

명불가능한 한계문제에서 합법률적 권력행사에 대한 허용한계선을 확인하는 데에 인간존엄이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형사소송법은 체포, 구속, 수색, 압수, 검증을, 통신비밀보

호법에서 통신제한조치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금융계좌추적에 영장을 

요하는 것으로 규정하지만, 이러한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그 밖의 처분들에 영장이 필요 없다는 

취지로 읽혀져서는 안되고, 이러한 부분들에는 아직 우리의 법의식 혹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

는 중이라고 보아야 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또한 ‘영장’이라는 것이 무슨 마패처럼 그것만 있

으면 어떠한 침해도 허용하는 것으로 이해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개인에 대한 침해를 

수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서 그 범위, 절차에서도 예외적 허용의 엄

격한 조건들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일 것이다.5)

Ⅱ. 수사방식에서 인간존엄 침해의 한계 사례들

1. 개관

서구 여러나라들은 지난 세기에 이루어진 인간의 육체와 정신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 대해 

인간 존엄을 근거로 자국의 법질서에서 이러한 침해를 부정하고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여 왔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다수 의견은 아니었지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에 대한 국가의 보

3) 김명재,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인간존엄에 관한 논증”, 법학논총 제30권 제3호(2010.12), 213-260, 전남대학교 법학
연구소, 236쪽; 같은 글 237쪽에서는 이러한 남용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경고를 지적하고 있다. 헌재결 2000. 12. 14.
99헌마112등, 헌재결 2008. 4. 24. 2006헌마531, 헌재결 1996. 1. 25. 93헌바5; 1996. 10. 31. 93헌바25

4) Eric Hilgendorf, 김영환/홍승희譯, 남용된 인간의 존엄-생명윤리논의의 예에서 본 인간의 존엄이라는 논증점의 문
제점, 법철학연구 제3권 제2호(2000), 259-261쪽은 자신의 강연의 시작을 생명윤리분야에서 ‘인간존엄’ 논증점의 남
용이 이 중요한 가치를 무가치한 것이거나, 주말설교를 위한 미사여구처럼 사용되어, 오명을 얻게 만든다는 개탄으
로 시작하고 있다.

5) 김명재 교수는 헌법재판소 결정례에서 인간존엄 논증의 적용례를 분석하면서 이를 유형화한바 있다. 앞의 글, 244
쪽 이하. 여기에서는 ‘모욕감, 수치심, 굴욕감 등을 야기하는 방식의 (인간)취급’, ‘ 자기결정권 내지 자율성 침해’,
‘객체화 내지 수단화’, ‘책임주의에 위반하는 형벌’, ‘과소보호금지원칙 위반’ 등의 유형으로 나누어 헌법재판소가 인
간존엄성 침해를 인정한 결정례를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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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무는 형벌권 행사의 측면에서 볼 때 국민을 단순히 통치권의 객체로만 보아 형벌권 행사

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금지한 것” 혹은 “국가가 개인을 단지 범죄예방 또는 퇴치의 객체로

만” 취급하는 것은 존엄성원리에 위반된다(헌재결 1995. 4. 20. 91헌바11)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형사법의 기

본원리인 책임주의에 반하므로 결국 법치국가의 원리와 헌법 제10조의 취지에 위반하여 헌법

에 위반된다.”(헌재결 2007. 11. 29. 2005헌가10; 2009. 7. 30. 2008헌가14)고 하여 실체법적으로

도 인간존엄이 입법재량권을 제한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 이르기 까지도 다양한 방식으로 인간존엄 침해 사례가 알려지고 있다. 물

론 이러한 시각이 지나치게 서구 유럽의 시각에서 형성된 것이고, 각국은 자신들만의 고유한 

문화적 전통 안에서 법제도를 형성할 수 있다는 논리도 있다. 소위 ‘아시아적 가치’ 논쟁이나, 

이슬람 문화권의 샤리아법 전통에 대한 논란들은 이러한 점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인권 선진

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조차도 아브그라이브 등 의도적으로 미국 영토 밖에 설치한 수용소

에서 벌어진 학대와 공무원이 아닌 에이전트를 고용하여 자행한 강화신문 기법이라는 사실상

의 고문 사례들, 혹은 적대국의 공작원에게 시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약물 자백제 사용 의

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물론 그러한 침해를 통하여 추구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이 크다면 

정당화 될 수 있다는 논리도 가능할 것이지만, 독일 연방대법원은 아동 유괴범에 대한 고문 

위협 사례에서 이를 부정한 바 있다. 

우리 역시 전형적 수사 방법이 아니라, 사회변화에 따르는 수사방법 변화에 대하여 보다 

비판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교과서적으로는 ‘일기장’과 같이 극히 내밀한 자료를 

증거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논의가 남아 있으나, 오늘날은 거의 일상적 수사방법으로 행하여

지는 휴대전화 압수, 수색에 대해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6) 주로 

우리 형사소송법의 어느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인가, 혹은 디지털증거 수집에서 무결성 요구 중

심으로 논의되기는 하지만, 이러한 절차적 문제를 넘어서 수사상의 필요가 있고, 영장이 있더

라도 침해 할 수 없는 내밀한 인격침해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오늘날 일기장과 

휴대전화의 압수, 분석7) 중에 어느 것이 국가가 그 대상자의 존엄을 침해할 정도로 정신과 사

6) 박형식, 현행범 체포시 핸드폰 압수･수색의 한계와 효율성 제고방안, 경찰학논총, Vol.13 No.2, 2018.; 최윤정, 전자
정보 압수수색에 적용되는 영장주의 원칙과 그 예외에 관한 법적 검토, 저스티스, 제153호, 2016.; 원혜욱, 정보저장
매체의 압수･수색 : 휴대전화(스마트폰)의 압수･수색, 형사판례연구, 제22권, 2014.; 조기영, 사전영장 없는 휴대전화
압수수색의 허용 여부, 동북아법연구, 제9권 제3호, 2016.

7) 김영규, 미국 연방대법원의 “휴대폰에 저장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판결의 의의-피체포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정
보의 영장 없는 수색 제한에 관한 RILEY 판결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25권 제4호(통권 제100호, 2014 . 겨울)
는 이 문제를 상세하게 그 한계를 검토한 바 있다. 다만 이 글은 영장주의의 문제로 접근한 반면, 본 발표문은 영
장주의로도 침해할 수 없는 인간존엄 침해의 관점에서 압수, 수색의 한계를 설정할 필요를 문의하는 것이다. ‘휴대
전화’라는 유체물의 압수가 적법한 것임과를 별개로 그 휴대전화 내에 저장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해 범죄 사실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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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내밀한 부분을 침해하게 되는 것일까?8)

이 밖에 최근 법무부는 공개소환(포토라인), 피의사실공표 등 그동안 관행적으로 활용되어 

온 불법 혹은 탈법적 수사관행을 개선할 것을 천명한 바 있다. 이는 우리 헌법 제27조 제4항

이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

어서, ‘무죄추정 원칙’을 ‘형사피고인’에게만 적용되는 형사소송절차의 원칙처럼 규정하기는 

하였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를 다른 기본권에서의 ‘모든 국민은’과 마찬가지로 해석하고 있어

서 수사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과도 관련 있다. 나라들 마다 용

의자, 피의자, 피고인의 얼굴, 신상 등의 공개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관행이 자리 잡고 있

다. 우리의 무죄추정 원칙에 대한 높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사회 일반과 미디어들은 형사절차

에서 상당한 정도로 유죄 예단의 속성을 보인다.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비난 혹은 사실상의 

징벌은 어느 정도 허용되는가? 과거의 조리돌림이 여전히 인터넷 기사와 댓글을 통해 잔존하

여서 사회적 린치로 남아 있는 것은 아닌가? ‘인간존엄’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보면 우리 현실

의 많은 익숙한 부분이 낯설게 느껴진다.

2. 기술적 대량 감시-예방, 수사의 결합

아직 우리에게는 시행되지 않았지만, 최근 중국발 외신기사로 자주 들려오는 소식이 있다. 

중국의 ‘天網’이라는 대량안면인식기술 기반 감시시스템으로 다수의 범죄자를 검거했다는 기

사가 그것인데, 중국이라는 독특한 환경에서만 가능할 제도일지, 범죄피해에 과도한 공포를 

갖는 모든 사회에서 어떤 형식으로는 도입될 것인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이러한 시

스템이 가져올 풍경은 예전 SF 영화에서 보던 디스토피아적 풍경일지, 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잡힌다는 안전한(?) 사회일지도 궁금하다. 이러한 전자적 대량감시 시스템은 CCTV, 저장, 분

석이 대용량 컴퓨팅과 AI와 결합되기 때문에 각 개별 문제에 대한 해법을 결합시키는 것만으

로는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다. 과거의 CCTV는 단순 저장기능 뿐이어서 

촬영 경고에 따른 예방과 사후 분석을 통한 증거수집의 용이성 정도의 기능을 수행하였을 뿐

이다. 화질의 문제, 인간의 기억과 경험에 의한 분석에 따른 한계가 있었다. 

그런데 최근 발전된 기술들은 지난 수십년간의 이론적 접근을 훌쩍 뛰어넘는 선에 이르렀

다. 개별 분야 기술 발전에 따라 카메라의 해상력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고 이를 전송하는 기

술도 발전하여서 이제 적절한 예산만 투입된다면 고해상도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이 실시간으

관련성이 소명되는 한도에서만 별도의 영장에 의하여 수색되고, 증거로 활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다.
8) 최근 젊은 남자 연예인들의 단체sns의 사진, 동영상 관련 사건에서 해당 단톡방뿐 아니라, 다른 이들과의 sns도 수
사과정에서 공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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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중앙저장장치로 전송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는 이러한 저장이 단순한 저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안면인식기술의 발전에 따라 구체적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것이 몇몇 경험 있는 인간 전문가가 아니라, 정교한 분석 알고리즘을 가진 AI에 의해 수행

됨으로써 지치지고, 빠트리지도 않고 전원공급이 계속되는 한 쉼 없이 수행되고 있다. 그리하

여 중국에서는 거의 실시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시간동안에 무차별적으로 촬영된 영상을 검

색하여 등록된 범죄자들의 정보와 대조함으로써 수배자로 등록된 사람들을 식별하고 체포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최근에는 가두 순찰 중인 공안원이 착용할 수 있는 카메라가 장착

된 안경 형태의 단말기가 개발 중이라고 한다. 이를 통하여 그 공안원의 시야에 포착되는 모

든 사람의 얼굴이 분석 시스템으로 전송될 가능성도 열린 셈이다. 중국이라는 특수한 정치, 

문화 체제에서만 가능한 일일까? 이미 우리는 주민등록 제도에 의하여 18세 이상 모든 국민

들의 얼굴 사진과 지문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민간에서 설치된 수많은 CCTV나 자동차블랙박스도 기술적으로는 얼마든지 정부 

통제 하에 있는 중앙저장장치로 실시간 클라우딩 저장될 수 있다. 이는 사전감시 뿐만 아니

라, 사후적 증거 확보를 넘어서 인간이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전면적 감시체계가 과학기술을 

통해 실현됨을 의미한다. 예방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이는 경찰법 영역이어서 형사법학이 

발전시켜온 여러 원칙들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자신을 잠재적 피해자와 동조시키

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 한계선이 문제이겠지만, 이러한 제도 자체를 거부할 것으로 보이

지는 않는다. 중국 당국의 태도와 달리 샌프란시스코 의회는 안면인식기술의 활용을 제한하

는 조례안을 거부9)한 바 있다.

9) 중앙일보, 이영희 기자(misquick@joongang.co.kr), 범죄자 잡겠다는데 “안된다”...美도시 ‘안면인식’ 거부 왜, 수정
2019.05.16. 07:09 폐쇄회로(CC) TV 등에 찍힌 얼굴의 윤곽을 트래킹해 인물을 특정해내는 기술. 빅데이터 프로그
램과 카메라 기능의 발달로 전 세계에서 범죄자 추적 등에 널리 쓰이는 안면인식(facial recognition) 기술이 미국
에서 논란에 휩싸였다.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들은 14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시(市)
의회가 경찰 등 시 정부 기관이 행정 업무를 위해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고 보도했다. 미 연방 정부는 물론 세계 각국이 안면인식 기술을 행정 시스템에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의회 차원
에서 제동을 건 첫 사례다. 조례안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시 정부는 앞으로 경찰 수사 등 행정 업무를 위해 안면
인식 기술을 사용할 수 없다. 시 정부가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기타 감시 기술도 지속적으로 공개적인 감사를 받
아야 한다. 조례안을 발의한 애런 페스킨 의원은 “샌프란시스코가 모든 기술(테크)의 중심이기에 ‘과도한 기술(the
excesses of technology)’ 역시 통제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다”면서 “기술로 형성된 도시에서 나온 이번
메시지는 미국 전체에 전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와 매사추세츠주 서머빌 등에서도 비슷
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어 샌프란시스코시의 이번 조례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해 6월 메릴랜드주 애나폴리스의 신문사 총격 사건 당시 범인을 특정하기 위해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했다. 총기 난사와 같은 중범죄는 물론 경범죄 용의자 수색이나 공항이나 항구의 입출국자 통제에도 안면인식
기술이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미국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는 공연에 입장하는 스토커를 차단하기 위해 안면인
식 기술을 이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안면인식 기술이 과도한 사생활 침해와 인종 차별의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시민
자유연맹(ACLU) 북캘리포니아 지부 맷 케이글은 NYT에 “안면인식 기술은 정부로 하여금 사람들의 일상을 추적할 수
있는 전례 없는 권한을 갖게 했다”면서 “이는 건전한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자신이 안면인
식 기술에 어느 정도 노출되고 있는 지를 사람들이 스스로 알 수 없다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조지타운대 연구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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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찾아보기 힘들지만, 한동안 TV 공개수배 프로그램이 유행하였던 적이 있다. 수사

기관을 통하여 피의자의 혐의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혐의가 인정될 때 실행된 것이기는 하지

만, 언제든지 공개수배가 기술적 수단과의 결합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유명게임업체에 아이

디를 확인하여 그 협조를 받아 게임시스템에 접속하는 위치를 추적하는 방식도 여전히 활용 

중인 것으로 보인다.10) 

이러한 감시망의 확장이 사실상 모든 국민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루에도 수십차례의 

‘불심검문’을 받게 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러한 실시간 감치, 적발 체제를 거부

하고자 할 때에도 인간존엄 논증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 범죄자의 체포, 처벌

이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지만, 그 수단으로서 넘어서는 안 될 한계선으로서 인간존엄 논증

의 가능성이 열려 있지는 않을까?

3. 외국인

우리 헌법이 대부분의 기본권 규정에서 ‘국민’을 기본권 주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헌법재판소는 개별 기본권의 성격이 허용하는 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한 바 있

다. 그런데 외국인 범죄자 가운데 출입국관리법 위반 특히 소위 ‘불법체류자’라고 불리는 자

들에게는 헌법 제12조의 기본권은 기이한 상황에 처해 있다. 실질은 긴급체포에 해당하는 것

이지만, 출입국관리법 상의 ‘보호’라는 이름으로 침해되어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수사지휘대상

도, 법원의 통제도 없이, 행정상 사실적 강제조치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다.11) 물론 이러한 정

책을 찬성하는 여론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기이하게도 이들 중 상당수는 관광객 유치 등

면 미국인 성인의 50% 이상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이미 법 집행기관의 안면인식 데이터베이스에 올라 있다.
미 메사추세츠공과대(MIT) 연구팀은 지난 2월 아마존의 안면인식 기술 ‘레코그니션(Rekognition)’이 여성 혹은 피
부색이 어두운 사람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의 테스트 결과 레코그니션은 여
성의 19%를 남성으로 잘못 판단했고, 흑인 등 피부색이 어두운 여성의 경우에는 오인 확률이 31%에 이르렀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3월 인공지능(AI) 분야의 전문가 25명이 레코그니션이 경찰을 비롯한 사법 당국에 판매되는
것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에 서명했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사법당국이 레코그니션을 맹신해 무고한 사람을
체포하거나 유색인종, 이민자 등을 추적･통제하는데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인권과 직결된 문제”라고 주장
했다. 4월에는 미국 뉴욕의 18세 소년이 애플스토어의 안면인식 소프트웨어가 자신을 절도범으로 오인해 고통을
겪었다며 애플에 10억 달러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아직은 완벽하지 않은 기술이지만 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범죄예방단체인 ‘스
톱 크라임 SF’는 샌프란시스코시의 이번 조치에 대해 “경찰이나 검사 등이 공공 이익을 위해 안면인식 기술을 사
용하는 것은 금지의 예외로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https://news.v.daum.net/v/20190516060120400

10) 심지어 과거 전단지 방식의 공개수배에 있어서 수배전단에 적시된 주민등록번호를 중학생이 도용해서 게임아이디
생성, 사용하는 바람에 돈암동 아파트 한 동을 포위하고 수색하였던 적이 있다. 아마도 이 사건을 계기로 공개수
배용 전단지에서 주민등록번호 삭제된 것으로 안다.

11) 상세한 것은 이근우, 보호인가 구금인가?-출입국관리법상 강제처분 비판, 비교형사법연구 제14권 제2호, 2012.
12.479-50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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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명목으로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였거나, 저임금 노동력 확보를 위해 고용허가제, 산업연수

생 등의 명목으로 국가가, 정확하게는 고용부, 중소기업부와 법무부 등 정부부처가 합법적으

로 입국을 허가한 자들이다. 불법체류가 어느 정도의 중범죄와 비교될 수 있을지는 모르나, 

법무부는 특수한 형태의 ‘단속반’을 활용하여 이들을 구금하고 추방한다. 때로는 내국인 고용

지표를 이유로 단속을 정당화12)하기도 하지만, 이미 농어촌에서나, 건설현장에서도 지금 이들

12) 한겨레 신문, 이문영 기자, “불법체류자 쫓아내면 고용창출”된다는 법무부의 단속논리, 입력 2019.05.13., 일자리 둘
러싼 한국인-외국인 갈등 구도로 단속 정당성 주장. 정부는 합동 단속 강화 이유로 미등록 체류자 급증을 들고
있다. 2019년 3월 현재 미등록 체류자는 35만6095명(전체 체류자 237만9805명의 14.9%)이다. 최근 급증 배경엔 지
난해 평창겨울올림픽 성공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정부의 무사증 확대가 크게 작용했다. 2017년 12월 말(25
만1041명)부터 2018년 5월 말(31만2346명) 사이 증가한 미등록 체류자 6만1305명 중 5만2213명이 무사증 입국자였
다. 정부가 “미등록을 양산하는 제도와 정책은 그냥 두고 필요할 때마다 단속으로 숫자 관리에만 치중”(석원정 외
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운영위원)한다는 지적이 인다. 이주노동자 취업의 근거인 고용허가제도 미등록 양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은 폭언･폭행을 당하고 근로조건이 열악해도 사업장을 이탈
하면 미등록이 된다. 고용주가 사업장 이동에 동의해도 3개월 안에 새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미등록이 되고, 마흔
살 이상의 노동자(고용허가제는 18살 이상 40살 이하만 허용)가 한국에서 일하려면 미등록이 될 수밖에 없다.”(우
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2000년부터 2017년까지 단속으로 강제퇴거된 사람만 34만800여명이었다.
“법무부, 40∼50대 가장의 마지막 피난처 건설현장 강력 단속.”
딴저테이 사망 12일 뒤(2018년 9월20일)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건설업 등에서 국민 일자리를 잠식하는 것
을 막겠다”며 특별 단속 대책을 발표했다. “불법체류 취업자들이 차지한 국민의 일자리를 회복한다는 점에서 고용
창출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 따랐다. 전년 동기 대비 3천명 증가에 그치면서 취업자
수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뉴스(지난해 8월)가 떠들썩하게 보도된 지 한달 만이었다. 법무
부는 일자리를 둘러싼 한국인과 외국인의 갈등 구도로 단속의 정당성을 풀어냈다. 취업난을 이용한 새로운 단속
논리의 등장이었다. 이주노동자가 건설시장의 선호 노동력이 된 배경엔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있었다. 원청은 공
사기간 단축과 사업비 축소로 하청업체를 압박했다. 하청업체는 싼값에 부리되 산업재해나 임금체불에 제 목소리
를 내기 힘든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해 비용을 줄였다. 한국은 이제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감내하는 이주노
동자들 없이는 건물이 올라가지 않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다단계 하도급이 부른 건설노동시장의 왜곡을 외면
하고 이주노동자에게 고용난의 책임을 돌리려 한다는 비판이 법무부를 향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
/rights/893613.html); 한겨레 신문, 이문영 기자, 벼락단속 중 추락사 8개월…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한국, 수정 :20
19.05.13. 에는 ‘딴저떼이’ 사망사건의 경과가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다.(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893
612.html#csidx8e48cdc6d2985dfaf66a059e524901c);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결정, “법무부 단속 중 이주노동자 사
망, 국가에 책임 있어”- 인권위, 관련자 징계,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 권고, 법률구조 요청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단속과정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관련 직권조사 결과, △사고 책
임이 있는 관계자 징계 △인명사고 위험 예상 시 단속 중지 △단속과정 영상녹화 의무화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 피해자는 2018년 8월 22일 사건 당시 미등록체류자였다. 그는 법무부 단속 중 7.5m 공사장 아래로 추락, 병원
으로 이송됐으나 뇌사 상태(18일간)로 지내다 9월 8일 사망했다. 사고 소식을 들은 피해자 아버지가 한국에
입국, 이후 피해자의 장기 기증을 결정하고 한국인 4명에게 기증한 사실도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 인권위는 언론보도 내용, 현장 목격자 진술, 미등록체류자 단속 중 유사 사망사건 발생 등을 고려해 단속과정
에서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의무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10월 4일 직권조사 실시를 결정했다.

• 법무부와 ○○출입국･외국인청은 피해자 사망과 관련 “피해자가 적법한 공무집행에 응하지 않고 도주한 것이
추락의 원인이며 단속반원들이 예측할 수 없었던 사고”라고 주장했다.

•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가 사고 당시 상황을 녹화한 바디캠 영상, 법무부 내부 보고서, 119 신고자
료를 검토하고 현장조사, 단속반원 및 목격자 등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결과, 피해자와 단속반원 간 신체적
접촉이 추락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단속반원들은 사건현장의 구조, 제보 내용을 통
해 사고의 위험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구체적인 안전 확보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 내부 규정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 이에 단속반원들에게 단속 업무 시 안전계획과 조치를 강구할 의무를 해태한 책임이 있고, 사고 이후 119 신
고 이외 아무런 구조행위를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단속을 진행한 것도 공무원으로서 인도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은 매우 부적절한 대처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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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받고 있는 저임금 수준으로 취업하려는 내국인을 찾아보기 힘든 것은 공공연한 현실이다. 

불법체류자 증가가 문제라면 법무부는 다른 정부부처의 산업연수생 확대 등에 대해서부터 강

력하게 반대하는 것이 우선적일 것이다.13)

4. 수사 방법으로서 강제채뇨

최근에도 유명 연예인 때문에 이슈가 된 바 있지만 마약류 등 범죄에서 채혈, 체모 채취 

등이 활용되고 있다. 그 가운데 최근 학계의 관심을 받았던 방식은 강제채뇨이다. 혈액, 체모

에 비하여 소변이 마약류 범죄의 혐의 여부를 확인하는데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대상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이를 강제로 채취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가 하는 것

이다. 대법원이 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판결을 내렸지만, 그 채취방식의 문제 때문에 여전히 

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 많은 교과서들은 예외적 조건 하에서 영장이 있으면 

강제채취도 가능하다고 보는 반면, 강제채취에서 활용되는 방식이 결국 대상자의 저항을 억

압하고 도뇨관을 삽입하여 대상자의 방광에서 직접 채뇨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영장이 있더

라도 허용될 수 없는 수사 방식이라고 보는 견해도 유력하다.14)

• 따라서 인권위는 피해자 사망에 대해 국가가 책임이 있다고 보고, 법무부 장관에게 관련자 징계 권고, 대한변
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이사장에게 피해자 및 유가족 권리구제 법률구조를 요청했다.

• 아울러 이번 사건에서 지적된 주거권자 동의 절차 위반, 긴급보호서 남용, 단속 중 과도한 강제력 사용, 단속
후 장시간의 수갑 사용 등 적법절차 위반 사례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
한 직무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 단속과정에서 반복되는 인명사고 방지를 위해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현행 단
속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법원에 의한 통제 등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실질적 감독체계 마련도 권고했다.

13) 여기에서는 상술하지 않겠지만, 법무부의 공식 정책이라기에는 너무 참담한 외국인 단속, 추방 관행은 인권을 중
심적 과제로 삼고 계시는 장관도 어쩌지 못하는 수준에 이른 것은 아닌가 한다.

14)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6219 판결에서 제시된 강제채뇨의 허용조건에 대해서는 조기영, 강제채뇨의 허용
성에 대한 고찰, 비교형사법연구, 제20권 제4호, 2019, 73-102 이하에서 상세하게 검토되고 있다.
한편 하태인, 수사상 강제채뇨에 관한 비판적 고찰,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제51권 제4호(2010. 11.), 314쪽에서는
“강제채뇨의 방법은 요도에 고무 또는 플라스틱을 삽입하고 직접 방광에서 소변을 채취 것으로 한다. 즉 강제채뇨
는 음부를 강제적으로 노출시켜 기구를 삽입하는 방법으로서 신체에 대한 침습과 배뇨에 대한 인위적 조작, 성적
수치심, 굴욕감 등의 신체적, 정신적 타격을 주는 처분이다. 이러한 방법에 의한 강제채뇨는 영장을 받고 의사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도 피의자에게 굴욕감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인격의 존엄성을 현저히 해할 수 있
다. 따라서 강제채뇨는 피의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며, 신체적 침해가 따르므로 강제수사와 임의수사의 구별에
관한 학설에 관계없이 강제수사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하였고, 327쪽에서는 “강제채뇨는 적당한 장소에서 적절하
게 행해지더라도 성기를 강제로 노출시킨다는 것은 피의자의 특별한 침해가 있고, 삽관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는
점에서는 실행상의 과실이 없어도 건강훼손의 위험을 통상적으로 수반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강제채뇨의 목적과 수
단은 비례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강제수사비례의 원칙이 한층 더 강조되어야 한다. 즉 강제채뇨의 이러한 신체적･
정신적 기본권 침해정도는 압수･수색의 대상인 일기장이나 사적 메모에 비할 수 없이 크다고 할 수 있으며, 공공
의 건강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단순 마약 복용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폐수무단방류보다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한다. 다만 같은 쪽에서 “기본권 침해라는 면에서 강제처분에 해당하는 강제채뇨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
하고 있는 대인적･대물적 강제처분 보다 더 중하다고 볼 수 있음에도 강제채뇨에 대한 근거규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강제채뇨를 허용하는 것은 영장주의에 위반된다.”고 하여 약간의 의문을 남기고 있다.
즉 강제채뇨는 그 방식이나 굴욕감, 고통 부과의 면에서 인간존엄의 침해이므로 ‘영장주의에 의하더라도’ 허용될
수 없는 헌법 위반의 수사방법인 것인지, 명문의 근거 규정 없이 현행법상의 대물적 처분영장을 활용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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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의 따끔함, 피부손상이 수반되는 강제채혈15), 강제채모와 강제채뇨 가운데 어느 것이 

인격의 심대한 손상을 초래하게 되는 것일까? 물론 상상할 수 있는 구체적 대상자의 육체적 

고통 혹은 대상자가 저항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경우의 추가적 신체 손상 우려가 문제라면, 약

간의 프로포폴 투여로 이 문제를 해소할 수는 있다. 그러나 마약류의 단순사용범죄가 과연 이

러한 수사방법까지 활용하여서 추구하여야 할 실체적 진실 발견의 필요성이 높은 범죄일까?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면, 혐의 없음으로 끝내야 한다고 본다면 너무 

나이브한 생각일까? 다른 시각에서 보면 강제채뇨의 극히 제한적 인정은 半강제적 동의 확보

의 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영장에 의하더라도 강제채뇨 거부를 인정하는 

대신 별도의 측정불응죄를 창설하는 것이 인간존엄을 유지하는 방안일까? 강제채뇨의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다양한 고민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수갑 등 경찰장구도 사용 방식에 따라, 부가적 고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문제

가 된 바 있고16). 검사 조사시에 수갑착용하고 조사한 사례17) 등도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사례에서 등장한 바 있다. 수사기관이나 교정기관의 입장에서는 체포, 구속된 자의 도주 우려

를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를 제시하면서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대상자의 입장에서는 과도한 

신체 제약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의 조사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것이다.

Ⅲ. 형의 집행과정

1. 새로운 형 집행 방식들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우리 법제에 도입되어 그 적용례가 많아지고 있는 새로운 형 집행

방식들도 여전히 이러한 방식이 과연 본래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적정한 방식인지 의문이 

남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전자발찌라고 불리는 위치추적전자장치의 경우 이를 부착함으

‘영장주의 위반’이므로, 별도로 명문 규정을 두어 강제채뇨에 대한 별도의 영장 규정이 신설된다면 합헌성을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모호함을 남기고 있다.

15) 강제채뇨의 허용성에 관하여서는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도968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2109 판
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10871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15258 판결.

16) 지구대에서 장의자와 결합시키는 방식 등 진정 목적의 수갑사용과 버닝썬 고발인 사례 참조
17) <검사조사실에서의 계구사용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계호근무준칙 제298조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
부>(2005.5.26. 2004헌마49) 검사가 검사조사실에서 피의자신문을 하는 절차에서는 피의자가신체적으로나 심리적
으로 위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하므로 계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것
이 원칙이고, 다만 도주, 폭행, 소요, 자해 등의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계구
를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검사실에서의 계구사용을 원칙으로 하면서 심지어는 검사의 계구해제 요청이 있더라도
이를 거절하도록 규정한 계호근무준칙의 이 사건준칙조항은 원칙과 예외를 전도한 것으로서 신체의 자유를 침해
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이는 종전에 포착되지 않은 분야에도 인간의 존엄의 요청이 간접적으로 나마 작용하고 있는 예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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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대상자 본인이 이를 의식하면서 본인의 행동을 자제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은 인정할 수

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해당자의 습벽에 따른 범죄 위험에 적합한 용도로 사용

되는 것인지, 아니면 관행적으로 부착되어 새로운 형태의 족쇄처럼 활용되어 낙인 효과를 가

져 오는 것은 아닌지도 차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수강명령의 타당성도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더 무거운 형벌을 대

체하는 것으로서 그 강제성이 비교적 경미하다고는 할 수 있지만, 행위자에게 유리하다는 이

유로 언제든지 허용된다고 할 수 있는가는 의문이다. 비교적 광범위하게 후견적 개입을 허용

하는 소년이 아닌, 성인에 대해 동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판결로서 일정한 교육을 받

을 것을 명하는 것이 타당한 것일까? 이 문제는 치료명령에서도 나타난다. 사회의 잠재적 위

험을 제거하기 위해 대상자를 수단 혹은 객체로만 취급하는 것은 아닐까? 아무리 법률적 근

거가 있다고 하여도 대상자의 동의 없이 인간의 육체에 직접 작용하는 약물의 투입을 강제하

는 것이 인간존엄의 침해가 되지는 않을까?18) 물론 현행 치료제도가 어느 정도의 강도로 행

하여지는가의 문제가 있겠지만, 대상자의 심리, 정신적 고유성 혹은 실존을 침해하지 않을 정

도라면 하나마나 한 제도가 되고, 반대로 이러한 약물 투입으로 대상자가 치료 이전과 다른 

인격적 특성을 가지게 된다면 인간존엄 침해의 문제가 보다 뚜렷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교육이 국가 법질서를 존중하기를 요구하는 준법교육의 범주 내에서의 교육이라면 타

당할 것인가? 아니면 재소자에 대한 정신개조처럼 대상자의 정신에 작용하는 국가의 강제라고 

보아야 할 것인가?19) 치료와 개선 목적의 형벌 활용의 한계에 대해서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자율성 및 자기결정권 침해를 인간존엄성 침해로 보는데, 사죄광고를 강요

받으면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해 보호받아야 할 인격권이 무시되

고 국가에 의한 인격의 외형적 변형이 초래되어 인격형성에 분열이 필연적으로 수반되게 된

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죄광고제도는 헌법에서 보장된 인격의 존엄과 가치 및 그를 바탕으로 

하는 인격권에 큰 위해도 된다고 볼 것”(헌재결 1991. 4. 1, 89헌마160)이라고 하였고, 수사기

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 강제로 채취하는 것은 피의자의 존엄에 심대

18) 구체적 치료명령 선고에 있어서는 과거의 특정 범죄 전력은 치료명령의 필요조건 정도에 해당할 뿐이고, 치료가
개시되는 시점에서 치료명령 집행을 위한 위험성 판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
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261호, 2019. 1. 15., 일부개정] 제44조(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
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
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
다. ⑦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진단 결과 그 정신질환자가 계속 입원할
필요가 있다는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지정정
신의료기관에 치료를 위한 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19) 오래된 것이기는 하지만, 비전향장기수의 석방, 송환 과정에서 ‘준법서약서’ 문제가 양심의 자유 침해는 아닌가 하
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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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타격을 가하는 것(헌재결 2004. 9. 23. 2002헌가17)이라고 본 바 있다. 지금 다시 헌법재판

소가 수강명령이나 치료명령에 대해 위헌성을 확인할 것 같지는 않지만, 현재보다 강화된 형

태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소지는 충분해 보인다.

2. 전통적 자유형의 집행

자유형의 집행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문과 교과서의 많은 이론적 분석이 무색하게도 

현재 우리나라 자유형 집행의 실제적 효과는 격리 효과 한가지 밖에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 이론적으로는 교화, 개선이라는 ‘교정’이 중심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실제

로는 구금에 의한 사회와의 격리 효과 달성에도 급급한 것은 아닌가, 행형의 1차적 목표는 

‘사고 방지’라는 ‘보안’이 되어 버린 것은 아닌가 한다. 

이 문제는 물론 교정 당국만을 비난할 수 없는 문제이다. 행형개별화가 불가능할 정도의 

과밀수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형의 집행은 고통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의 

인식과 그에 따르는 예산배정의 문제가 먼저 지적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밖에 주요한 이론적 관심사는 아니었지만, 일찍부터 행형 과정에서 부수절차에 의한 침해

는 여러 차례 국가인권위원회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대상이 된 바 있다. 대표적인 것이 수용

시설 입소시의 신체검사의 문제인데, 수사기관 출석, 재판 출정 등 외부 출입시마다 정밀검사하

는 것이 과도한 인권침해로 인정된 바 있다.20) 또한 소위 영장실질심사 때문에 일시 수용되는 

자들에 대해서도 신입자에 준하는 신체검사를 시행하는 문제점 때문에 2017. 12. 19. 제16조의2

(간이입소절차)를 신설한 바 있다.21) 그밖에도 유치장에서 다른 유치인들에게 내밀한 신체부위

20) 피의자에 대한 과잉신체수색(헌법재판소 2002. 7. 18. 2000헌마327 결정) 청구인들이 유치장에 재수용되는 과정에
서 흉기 등 위험물이나 반입 금지물품을 소지･ 은닉할 가능성이 극히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을 옷을 전
부 벗긴 상태에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게 한 이 사건 신체수색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명백하게 벗어난 조치로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에게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만을 안겨주었다고 인정하
기에 충분하므로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하는 인격권 및 제12조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된
것으로 판단된다.

2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259호, 2017. 12. 19.]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및 제71조의2에 따라 미체포 피의자의 경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하여 구치소, 교도
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데, 구치소나 교도소에 유치할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일반 수용자와 같이 신체검
사 등 신입자 입소 절차를 거치게 됨.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었지만 아직 구
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들을 교도소에 유치하여 알몸 신체검사 등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입소 절차를 거치
게 한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하고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위와
같은 인격권 침해 문제는 체포된 피의자를 교정시설에 가유치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생한다고 할 것임.
이에 따라 개정안은 체포된 피의자를 교정시설에 가유치하는 경우 및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피의자
심문을 위하여 교정시설에 유치하는 경우에는 신체･의류･휴대품 검사 및 건강진단과 같은 일반 수용자에 대한 신
입자 입소 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간이입소절차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의자의 인격권을 보
장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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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노출될 수 있고 역겨운 냄새, 소리 등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용변을 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러

한 구조의 화장실을 수치심과 당혹감, 굴욕감을 느끼면서 사용하도록 강제(헌재결 2001. 7. 19. 

2000헌마546)된 서설상황 이나, 보호감호소나 보호감호대용시설에서 3평 미만의 협소한 방에 

5내지 8명을 수용(헌재결 1991. 4. 1. 89헌마17)한 과밀수용 문제 등도 위헌이 확인된 바 있다.

3. 수용질서 유지를 위한 강제력 행사의 절차

이미 교정시설 내에서의 사실적 실력행사는 여러 차례 위헌으로 확인된 바 있다. 필요이상

의 과도한 계구사용행위로 인하여 수용자들이 비인간적인 생활을 강요받은 경우(헌재결 2003. 

12. 18. 2001헌마163; 2005. 5. 26. 2004헌마49) 등이 대표적이다. 그 밖에도 교정시설 내에서 

대부분의 권한은 소장에게 부여되어 있고, 그보다 하위직 은 쉽게 그 판단에 이의를 제시하기 

힘든 구조하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 이송･출정, 그 밖에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 2. 도주･자살･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 3. 위력으로 교

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4. 교정시설의 설비･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큰 때에는 신체를 구속하는 수갑, 머리보호장비, 발목

보호장비, 보호대(帶), 보호의자, 보호침대, 보호복, 포승 등 법 제98조가 규정하는 종류와 사

용방법에 따른 보호장비가 사용된다. 수용자의 상황에 따라 이러한 보호장비 사용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이지만, 의무과장은 대상자의 신체적 이상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을 뿐, 사용 여

부, 기간에 대한 결정은 소장의 판단이 절대적이다. 교정본부 내부적 기준이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대외비인 훈령이 많음) 소장의 자의적 판단을 규율할 수 있

는 기준, 절차의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교정시설 내 징벌에 대해서도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징벌위원회가 있기는 하지만,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3인 이상’을 위촉하는 것은 소장이므로 실질적

으로 외부위원으로서 기능하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前職 교정공무원 만큼 교정에 관한 학식

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어디 있겠는가? 외부인 즉 중립적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변협 등의 추천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한다. 그 밖의 형집행법

상 각종 위원회에 실질적 외부참여, 외부감시가 가능하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Ⅴ. 맺으며 - 어려운 딜레마

무관심, 선/악의 이분법과 타자화, 미지의 것에 대한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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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법의 지평에서 본 우리 소년사법의 과제

김  혁

부경대학교 법학과 조교수

Ⅰ. 서론

1958년 소년법 제정 이래 최근 2-3년만큼 소년법이 사회적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적도 

없었을 것이다. 이른바 ｢인천 초등생 여아 살해사건1)｣,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사건2)｣, ｢인천 

중학생 상해치사사건3)｣ 등 연이어 발생한 중대사건들이 그러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촉매제로 

작용하였고, 그에 편승하여 소년법 개정을 비롯한 다양한 소년범죄대책들이 논의된바 있다.4) 

소년법에 대한 관심의 계기가 소년이 저지른 잔혹한 범죄에서 비롯된 것이었던 만큼 소년보

호이념의 토대 하에 구축되어 있는 소년법 및 소년사법제도에 대하여 일반 여론이 결코 호의

적이지 않았을 것임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소년법 개정안 중 

상당수는 연령 조정 또는 죄종 한정 등을 통하여 소년보호절차로 진행될 수 있는 대상 범위

를 제한하거나 소년에 대한 형사제재를 강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1) 2017년 3월 29일 오전 A양(16세)은 가상 세계를 전제로 하는 사냥을 현실 세계에서도 해보기로 마음먹고 B양(18
세)에게 사냥을 나간다는 내용의 문제메시지와 변장사진을 B양에게 전송하였다. A양은 B양과 약 44분 동안 전화
통화를 하면서 “우리 집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운동장이 내려다 보인다”라고 말을 하자 B양은 “그럼 저 중에서 한
명이 죽게 되겠네, 불쌍해라, 까약”이라고 답하였다. 또한 A양이 B양에게 “초등학교는 몇 시에 마치냐”라고 묻자,
B양은 “12시부터 점심시간인데, 저학년부터 밥을 먹고서 집에 간다”라고 답변하여 주었다. 그 후 2017년 3월 29일
12:44경 인천광역시 소재 00에서 A양은 초등학교 2학년 여아 C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태블릿 PC 충전용 케
이블로 목을 졸라 살해하고, C양의 시체를 토막내어 유기하였다. A양은 3월 29일 17:44경 B양을 만나 시신 중 손
가락 등의 일부가 든 종이봉투를 건네주었고 B양은 이를 유기하였다. A양에게는 살인,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사체손괴, 사체유기, 유기, 사체손괴 및 사체유기죄로 징역 20년 및 전자장치부착
명령 30년, B양에게는 살인방조, 사체유기죄가 인정되어 징역 13년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
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2) 2017년 9월 1일 부산광역시 소재 00에서 A, B, C, D 등 여중생 4명은 E양이 별건의 폭행 피해를 경찰에 신고하였
다는 것을 이유로 철골자재 등을 이용하여 온몸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가해자 중 D는 촉법소년으로 소년부
에 송치되었고, 나머지 A, B, C 3명에 대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상해),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이후 이들 역시 소년부로 송치되어 A, B양에게는 10호 처분(장기소년원 송치), C양에
게는 9호 처분(단기 소년원 송치)이 내려졌다.

3) 2018년 11월 13일 인천 00아파트 옥상에서 A(14세)군 등 3명과 B(16세)양 등 중학생 4명이 같은 동네에서 살고 있
던 피해자 C(14세)군을 불러내어 1시간여 동안 집단폭행하던 중 C군이 옥상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건으로 같은 날
새벽에도 집단 폭행이 이루어져 D(15세)양 등 여중생 2명이 추가로 공동상해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4) 사회관계장관회의, “공감･배려형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안)”, 2017. 12. 22.; 법무
부 보도자료, “2019∼2023 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 수립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청사진 제시-”,
2018.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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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이념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소년사법을 둘러싼 최근의 일련의 움직임을 소년에 

대한 특별 처우와 개선 이념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극도로 경계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도전 상황을 반드시 적대적으로 바라볼 필요

는 없다. 사실 소년보호이념에 대한 일의적인 정의가 쉽지 않을 뿐더러, 그것이 절대불가침의 

선(善)임을 내세워 일체의 논의를 거부하는 태도는 오히려 또 다른 독단과 아집 속에 사로잡

혀 소년사법제도의 존립기반을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폭넓은 스펙트럼을 가

진 여러 견해들이 상호 대립･충돌･수렴･보완하는 가운데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기본 가치이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일반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만 소년사법제

도에 대한 그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

한편, 소년의 범죄(촉법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을 취하든 간에 논의의 과정에서는 인

권이라는 보편적인 가치가 절대로 소홀히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범죄현상이 있을 때마다 가

장 손쉬운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형사제재의 강화 주장이 극단으로 치닫게 되면, 자칫 인권이

라는 가치가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되고 마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소년범죄에 대한 대응과정에

서도 그러한 유혹이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은 물론이다. 반대로 소년사법제도의 운영과정에

서 형사제재와의 차별성 내지 국친사상을 강조한 나머지, 소년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미명 하

에 소년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었던 흑역사가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점을 염

두에 두고, 소년에 대한 범죄대책을 논함에 있어서는 소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소년이 가지

는 기본권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년사법의 운영 실

태 및 입법안을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소년은 성

장발달과정에 있는 자로서 성인에 비하여 취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소년사법제도 하

에서 인권 보호를 요하는 상황이나 내용, 그 정도에 있어 성인과는 다른 문제를 내포하고 있

기 때문이다.

인권은 인종･성별･문화적 차이를 넘어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라는 점을 고려할 때,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적 합의의 내용은 아동 고유의 기본권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 20일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비준하여 동년 12월 20일부터 동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5) 아동권리협약 및 그에 따른 소년사법제도에 관한 국제적인 합의의 내용들은 

형벌 법령에 위반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국제인권법으로서 우리의 소년사법제도나 입법안을 

5) 다만, 면접교섭권(제9조 제3항), 입양허가제도(제21조 가항), 아동의 상소권 보장(제40조 제2항 b호 ⅴ목)에 대하여
는 국내법과의 충돌을 이유로 그 적용을 유보하였다. 아동권리협약의 가입 및 비준 과정에 관한 내용은, 박진완,
“아동권리협약의 국내적 이행과정에 대한 분석”, 세계헌법연구 제16권 제1호, 2010, 184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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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는 데에 있어 유용한 잣대가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에서는 먼저, 헌법 및 아동권리협약에서 인정하는 아동의 권리와(Ⅱ), 

소년사법에 관한 국제기준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Ⅲ). 이를 토대로, 우리 소년사법의 입법 

및 운영 실태를 평가한 후(Ⅳ), 몇 가지 과제에 대하여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면서(Ⅴ), 글을 마

무리하고자 한다. 또한 본고에서의 소년사법은 소년에 대한 수사절차는 물론 보호절차와 형

사공판절차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를 가지며, 국제준칙들에서 아동(child)이라는 용어를 사용하

는 경우에는 소년 대신 아동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Ⅱ. 기본권의 주체로서의 아동

1. 헌법상 인정되는 아동 등의 기본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치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므로(헌법 제

10조), ｢아동이나 소년(이하, 아동 등)｣은 단순한 보호의 객체나 권리행사의 목적물이 아닌 기

본권의 주체임이 분명하다.6) 이에 따라 아동 등에게도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당

연히 인정된다. 다만, 아동 등은 아직 성장 단계에 있어 성인에 비하여 불완전한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는 관계로, 전적으로 스스로의 판단에만 맡기게 되면 경우에 따라 본인의 이익에 해

를 끼치는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때에는 아동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자 

또는 국가의 개입이 불가피한데, 이때의 개입은 아동 등을 단지 보호의 객체로 보는 데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도 청소년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주체임을 분명히 하면서,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있을 따름이다.7) 즉 아동･청소년은 자기결정권,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주체로서 그들에 대한 

개입은 스스로의 행동에 의하여 그들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경우에만 보충적･보완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아동 등에게는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 외에도 그들만의 고유한 권리로서 성장

6)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18세 미만인 자를 의미하며, 소년법 상 소년은 19세 미만자를 의미한다. 그밖에 저연령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청소년이나 연소자, 미성년자가 사용되고 있는데, 동일한 용어라고 하더라도 개별 법령에 따라 상
이한 연령층을 상정하고 있다.

7) 헌법재판소는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사건에서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의 “금지조항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및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려는 것으로, 인터넷게임 자체는 오락 내지 여가활동의 일종으로 부정적이라고 볼 수
없으나, 우리나라 청소년의 높은 인터넷게임 이용률, 인터넷게임에 과몰입되거나 중독될 경우에 나타나는 부정적
결과 및 자발적 중단이 쉽지 않은 인터넷게임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 한하여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만 인터넷게임을 금지하는 것이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14. 4. 24.
2011헌마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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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권이 인정된다. 비록 아동 등의 성장발달권이 헌법에 직접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

만, 우리 헌법은 명시적으로 열거된 자유와 권리가 아닐지라도 경시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

고 있다(헌법 제37조 제1항). 또한 성장과정에 있는 그들의 특성을 고려한 여러 조치들이 이

루어질 때에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고 인격의 발달권 및 

발현권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으므로, 아동 등의 성장발달권은 헌법 제10조로부터도 자

연히 도출된다고 할 수 있다.8) 뿐만 아니라 헌법 제34조 4항에 따른 아동 등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 역시 성장발달권을 근거지울 수 있는 조문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성장발달권은 아

동 등의 성장발달을 방해･저지하는 간섭으로부터의 배제를 의미하는 자유권과 그들의 성장발

달의 촉진･원조를 요구하는 사회권으로 구성된 종합적인 권리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9) 즉 성장발달권은 국가권력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방

어하는 주관적 권리로서의 내용을 가짐과 동시에 국가에게 성장발달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객관적 성격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아동 등의 고유한 기본권이

라고 할 수 있다.

2.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의 아동의 권리

1) 아동의 권리의 내용

우리나라는 아동권리협약을 체결･비준하였으므로, 아동권리협약은 헌법에 따라 아동에게 

보장되는 기본권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중요한 법원으로 기능한다.10)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이 

권리의 주체임을 명확히 하고,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부여되는 권리들을 세세하게 열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인종･성별･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제2조), 생명권 및 생

존과 발달을 보장받을 권리(제6조), 성명권･국적 취득권 그리고 부모로부터 양육 받을 권리의 

보장(제7조),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진술할 권

리(제12조), 표현의 자유(제13조),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제14조), 결사 및 집회의 자유(제15

조),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 성적 학대 등 혹사나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제19조), 가정환경을 박탈당하거나 가정환경에 있는 것이 아동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국가로

8) 김혁, “소년사건에서의 신상공개와 보도금지”, 형사정책 제29권 제2호, 2017, 70면.
9) 福田雅章, “少年法の功利的な利用と少年の人権”, 日本の社会文化構造と人権, 明石書店, 2002, 463면.
10) 한편, 아동권리협약의 체결･비준에 있어 국회의 동의를 거치치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동권리협약이 법률보다 하
위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정경수, “국제인권법의 국내적용에 관한 비판적 분석”, 민주법학
제17호, 2000, 154면). 그러나 아동권리협약은 국회동의를 요하는 조약이 아니고(헌법 제60조 제1항), 헌법 규정에 합
치하여 체결･공포된 이상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권용복, “아동의 권리에 대한
법적 고찰: 아동 인권론의 방향과 아동권리협약의 국내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아태공법연구 제11집, 2003, 2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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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부여받을 권리(제20조), 난민의 지위를 구하는 경우 인도주의적 

권리의 보장(제22조), 장애아동의 존엄성 보장(제23조), 건강권의 향유(제24조), 관계당국에 의

하여 양육되고 있는 아동에게 치료 및 양육지정과 관련된 제반 사정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심

사를 받을 권리(제25조),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제26조),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

적･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제27조), 교육권(제28조), 고유문화･종교･신
앙･언어를 사용할 권리(제30조), 문화･예술에 참여할 권리 및 균등한 기회의 보장(제31조), 유

해한 노동환경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제32조), 소년･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제권리 및 특별처

우를 받을 권리의 보장(제37조, 제40조) 등이 규정되어 있다.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 당사국은 

협약 발효 후 2년 이내, 그 후부터는 5년마다 이행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유엔사무총장을 통하

여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제44조), 보고서의 심사 및 권고 과정에서 자연스럽

게 당사국의 아동 인권 상황을 감시, 촉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우리나라는 1994년 제

1차 국가보고서, 2000년 제2차 국가보고서, 2008년 제3･4차 국가보고서, 2017년 제5･6차 국가

보고서를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해서는 2019년 아동권리

위원회의 심의, 권고가 있을 예정이다.11)

한편, 아동권리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권리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성

인과 구별되는 존재로 파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은 작은 인간

이기 때문에 그들 역시 성인과 동일하거나 적어도 그에 준하는 정도의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논리구조로부터 아동에게 일정한 권리를 인정하여야 하는 당위성을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아

동이 특수한 지위에 있음을 전제한 다음, 그러한 특성에 따라 아동이 반드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동에게는 생명권과 같이 인간

에게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기본권은 당연히 인정되지만, 성인과 달리 투표권이나 근로권은 부

여되지 않으며, 반대로 착취 또는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와 같은 특수한 권리가 인정된다.

2) 아동의 권리의 성격과 아동의 최상의 이익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의 권리를 유형화하면 크게 참여권(participation rights)과 보호권

(protection rights)으로 구분할 수 있다.12) 먼저, 참여권은 자신의 권리를 독자적으로 주장할 수 

있고 스스로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존재로서의 아동상(兒童像)을 전제로 한다. 제13

11) 자세한 사항은, 최병각, 아동권리협약과 소년사법, 국가인권위원회, 2007; 보건복지부･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차 국가보고서 및 권고사항 자료집, 2011; 대한민국정부,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
보고서, 2017.

12) David Archard, “Children’s Rights and Juvenile Justice”, Malcolm Hill, Andrew Lockyer, Frederick H. Stone,
Jessica Kingsley Publishers, 2007, p.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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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표현의 자유와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사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가 참여권과 관계

되는 대표적인 권리이다. 반면, 보호권은 배려의 대상 또는 유해한 처우의 잠재적 피해자로서

의 아동상을 상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13) 제19조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 성적 학대 등 혹사나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제32조의 유해한 노동환경으로

부터 보호 받을 권리가 대표적으로 이에 해당한다.

만약 이와 같이 보호권과 참여권이 서로 다른 아동상을 전제로 하고 있다면, 양자는 상호 

모순되거나 긴장관계에 있는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보호권과 참여권의 관계는 아동권리협약의 핵심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제3조 제1항의 “아동

의 최상의 이익”을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의 장면에서 문제될 수 있다. 제3조 제1항은 “공

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이 실시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주체는, 아동이 아니라 아동에 대한 

개입을 실시하는 기관이 된다. 그렇다면 아동은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주체가 아니라 단순히 보호되어야 할 객체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한 개입과정에서 아동이 단순한 보호의 객체에 지나지 않음은 제

12조 1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즉 제12조 1항은 “당사국은 자신의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

시할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개입이나 조치에 있어서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아동이 자신의 최상의 이익과 관련하여 적극

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리의 주체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의미를 가진다. 아

동권리협약이 권리나 원칙 간에 우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상기할 때, 이러한 

해석이야말로 아동의 보호권과 참여권을 조화롭게 이해하는 사고방식일 것이다.

사실 보호를 받아야 할 아동의 권리는,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행사할 수 없다는 데

에서 도출된 개념이 아니라, 아동이라고 하는 특수성･취약성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생명권, 

신체의 자유 등에 대한 각종 침해 상황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인정되

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14) 이러한 권리의 성격을 염두에 둔다면, 아동에게 보호 받을 권리를 

부여한다고 하여 그들이 단지 보호･조언의 대상에 지나지 않는다거나, 그것이 아동의 참여권

13) Elizabeth Butler-Sloss, Report of Enquiry into Child Abuse in Cleveland 1987, Her Majesty's Stationery Office,
1988, p.245.

14) 아동보호는 아동을 유해 물질, 환경, 양육에 부적절한 친권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아동복지는 아
동이 편안히 잘 지내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아동복지는 아동보호보다 광의의 의미를 가진다(이정식, “아동
의 권리에 관한 고찰”, 세계헌법연구 제13권 제2호, 2007, 208면).



540  Criminal Justice for Human Dignity and Values

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게 된다. 오히려 아동의 취약성을 감안할 때, 그들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각종 보호적 절차나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결국 보

호권은 아동의 참여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근거로도 기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체포･구금되거

나 피의자･피고인이 된 아동의 보호는, 그들의 취약성을 고려한 형사절차 또는 소년보호절차

를 운영함으로써 아동의 참여권(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고, 그들의 개별적 특성

에 따른 처분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조치를 강구하라는 의미를 갖는다. 

Ⅲ. 소년사법에 대한 국제기준

1. 국제준칙의 현황

아동권리협약이 표방하고 있는 핵심 원칙인 “아동의 최상의 이익”은 소년사법제도의 운영

에 있어서도 중요한 지침으로 기능한다. 아동권리협약은 제37조, 제39조, 제40조에서 소년사법

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밖에도 소년사법에 관한 다양한 국제준칙들이 마련되어 

있다. 이들 국제준칙은 그 자체로서 강제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이

러한 국제준칙들을 당사국의 아동권리협약의 준수여부를 판단하는 잣대로 활용하고 있다.

소년사법의 국제기준으로는 아동권리협약 외에도 ｢소년사법의 운영에 관한 유엔 최저기준

규칙(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Administraion of Juvenile Justice: 베이징 규

칙)｣, ｢자유를 박탈당한 소년의 보호에 관한 유엔규칙(United Nations Rules for Protection of 

Juvenile Deprived of their Liberty: 하나바 규칙)｣, ｢소년비행의 방지에 관한 유엔 행동지침

(United Nations Guidelines for the Prevention of Juvenile Delinquency: 리야드 가이드라인)｣, ｢형
사사법제도 하에서의 아동을 위한 비엔나 행동지침(Guidelines for Action on Children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비엔나 행동지침｣, ｢청소년 사법에서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0호(General Comment No.10 Children’s rights in juvenile justice): 일반논평 제10호｣, 

｢유엔사무총장 안내지침: 아동을 위한 사법체계에 관한 유엔의 접근방식(Guidance Note of the 

Secretary-General: UN Approach to Justice for Children)｣ 등이 있다.15)

한편, 최근 아동권리위원회는 2007년 채택된 일반논평 제10호를 대체하기 위하여 ｢일반논

평 제24호(General Comment No.24(201x), replacing General Comment No.10(2007) Children’s 

15) 그밖에 아동 피해자 및 증인과 관련한 것으로는, ｢아동 피해자와 증인에 관한 사법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Justice in Matters involving Child Victims and Witnesses of Crime)｣, ｢아동 피해자와 증인에 관한 사법: 모범
법률 및 해설(Justice in Matters involving Child Victims and Witnesses of Crime: Model Law and Related
Commentary)｣이 있다.



Presentation 03 Session Ⅵ

인간 존엄과 가치의 형사사법적 실현  541

rights in juvenile justice)｣16)의 초안을 마련한바 있다. 동 초안은 종래의 국제준칙에 더하여 일

반논평 제10호 이후 소년사법에 관한 각종 지침이나 최근 상황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이하에

서는 일반논평 제24호의 초안을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2. 일반논평 제24호 초안의 주요내용

1) 소년사법의 대원칙

초안에서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년사법의 대원칙으로 차별

의 금지(제2조), 아동의 최상의 이익(제3조), 생명･생존 및 발달(제6조), 의견청취권(제12조), 

소년사법의 일반원칙(제37조 및 제40조)을 제시하고, 당사국들로 하여금 이러한 일반원칙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17)

또한 초안은 공공의 안전의 보호가 사법제도의 목적임을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목적은 아

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원칙을 철저히 존중하고 이행함으로써 가장 잘 수행될 수 있다고 명언

하고 있다.18)

2) 소년사법의 핵심요소

초안은 비행의 예방, 사법절차 내외에서의 개입, 형사책임연령 및 소년연령의 설정, 공정한 

재판의 보장, 관련 조치, 미결구금 및 기결구금 등 자유의 박탈, 특별 이슈 등 소년사법정책에 

있어서의 7가지 핵심요소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 관련 조치는 사법절차 내외에서의 개입

과 중복되고, 특별 이슈는 우리나라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

에,19) 이하에서는 나머지 요소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6) General Comment No.24(201x), replacing General Comment No.10(2007) Children’s rights in juvenile
justice(https://www.ohchr.org/Documents/HRBodies/CRC/GC24/GeneralComment24.pdf. 2019년 5월 2일 검색). 한
편, 동 초안에 대해서는 국제아동보호단체(Defence for Children International)의 수정의견이 제시되어 있다
(https://defenceforchildren.org/wp-content/uploads/2019/01/GeneralComment24_Comments_Final.pdf, 2019년 5월 2
일 검색).

17) General Comment No.24(201x), paras.8-15.
18) General Comment No.24(201x), para.16.
19) 특별 이슈는 테러단체 등에서의 아동의 징병 문제, 관습적 사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논평 제24호 초안은 후자의
관습적 사법에 있어서도 아동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념할 것을 명언하고 있으며, 특히 회복적 사법의 가
능성 및 유용성을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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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비행의 예방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이 조화롭게 성장하여 그들이 사회에서 책임감 있는 개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아동이 범

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은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아동의 최상의 이익에 명백히 

배치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비행예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을 명언하고 있다. 이에 초안은 

각 당사국으로 하여금 리야드 가이드라인20)이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가족, 지역사회, 또래 

집단, 학교, 직업교육, 민간단체 등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21) 

나. 개입 및 다이버전

아동에 대한 개입은 크게 다이버전을 통한 조치와 소년사법절차에서의 조치 등 크게 2가

지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어느 경우에도 아동의 인권과 법적 보호 장치가 충분히 보장

되어야 한다.

먼저, 아동권리협약 제40조 3항에 따라 당사국은 가능한 한 형사 또는 소년사법절차에 의

하지 않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는 낙인 효과를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의 이

익 및 공공의 안전에 부합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데에도 효과적임이 입증된바 있으므

로, 가급적 다이버전이 가능한 죄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이버전의 형태 및 개입의 내용

은 당사국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현재 지역봉사활동, 보호관찰관 등에 의한 지도감독, 회복

적 사법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다만,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

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다음의 점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 다이버전은 유죄입증을 위한 증거가 

명백하고, 해당 아동이 순수한 자유의사에 기하여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으며, 그러한 자백

은 향후 아동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어야 한다. 둘째, 아동은 개입의 성질, 내용, 기

간, 효과 및 기간, 불이행에 따른 결과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에 자발적으로 다이버

전에 동의하여야 한다. 셋째, 다이버전이 가능한 사건의 범위 및 경찰, 검사, 기타 기관들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규정되어야 되며, 다이버전 절차에 관여하는 모든 종사자들은 

필요한 훈련과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아동에게는 법적 조력을 받을 기회가 제공

되어야 한다. 다섯째, 다이버전의 완수에 따라 사건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종결되어야 한다. 

다이버전의 기록은 전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되며, 해당 기록을 보관할 때에도 제한된 자에게

만 열람권한을 인정하여야 하고, 보관 기간 역시 제한되어야 한다.22)

20) 리야드 가이드라인은 일반적인 예방대책, 사회화의 과정, 사회정책, 입법 및 소년사법의 운영, 조사, 정책개발 및
조정 등 비행예방에 관한 종합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

21) General Comment No.24(201x), paras.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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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사법절차에 의할 경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가급적 사회적･교육적 조치들을 우선하여야 하며, 아동에 대한 구금 등 자유박탈은 최후의 수

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23) 범죄에 대한 대응은 범행 상황 및 범죄의 중대성은 물론, 연령, 책

임능력의 정도, 환경, 정신･신체상의 필요성과 장기적 관점에서의 사회의 요구 등과 비례 관계

에 있어야 하는데, 특히 아동의 경우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 보장과 그들의 재통합이라고 하

는 아동의 권리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아동권리위원회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아동 및 청소년

에 대한 자유박탈은 성인에 비하여 위해성이 크므로 아동에 대한 법정형의 상한은 성인에 비

해 낮아야 하고, 사형, 종신형, 태형 등 잔혹한 형벌을 금지하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24)

한편, 위에서 언급한 여러 원칙들과 권리들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소년사법의 운영

을 위한 효과적인 조직과 종합적인 소년사법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소년사법정

책을 수립하는 데에 있어서는 민간단체의 관여도 중요하다. 종합적인 소년사법제도는 경찰, 

법원, 검찰은 물론 변호사, 조력인 등 아동의 형벌 법령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 전문

화된 조직을 마련함으로써 구현될 수 있다. 이에 아동권리위원회는 당사국으로 하여금 소년

법원을 설치하거나 소년사건을 담당하는 특별 판사를 지정하도록 하고, 보호관찰, 상담, 감독 

등을 담당하는 특별 조직을 설립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25) 또한 전문화된 조직에는 소년사법

에서의 모든 개입 수단들을 평가하고 감시할 수 있는 기능도 부여되어야 한다. 특히 아동권리

위원회는 독립된 기관으로 하여금 다이버전 프로그램 등 소년사법의 실무 전반에 대한 정기

적인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실무의 개선을 도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26) 

다. 형사책임연령 및 소년연령의 설정

아동권리협약은 형법위반능력이 없다고 추정되는 최저 연령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제40조 3항), 구체적인 연령기준을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일반논평 제

10호에서는 아동권리위원회는 형사책임연령의 최저기준을 12세로 설정하도록 권고한바 있는

데, 제24호 초안은 이를 높여 최저기준을 14세로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형사책임연령에 도달

하지 않은 아동이 형벌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최저연령 기

준의 예외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27)

22) General Comment No.24(201x), paras.23-27.
23) General Comment No.24(201x), paras.28-29.
24) General Comment No.24(201x), paras.84-92.
25) General Comment No.24(201x), paras.116-121.
26) General Comment No.24(201x), paras.93-94.
27) General Comment No.24(201x), paras.30-36. 대표적인 예로 아동이 중대범죄를 저지르거나 형사책임능력을 긍정
할 정도로 성숙하다고 사료되는 때에 형사책임연령 기준의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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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아동권리위원회는 소년법이 적용되는 연령의 상한과 관련하여 18세 미만인 자에 대

해서는 성인과 구별되는 절차 및 처분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즉 소년연령의 상

한을 18세보다 낮게 설정하거나, 아동이 저지른 범죄의 종류에 따라 연령에 관계없이 그를 성

인과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하는 예외조항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또한 소년사법제도

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이었던 자가 재판시 18세 이상이 되더라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

야 함을 강조하고 있고, 아동권리위원회는 일부 국가들의 경우 소년연령의 상한을 21세로 설

정하고 있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 그리고 18세를 전후하여 수개의 죄를 범한 

경우에도 소년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년사법절차에 따른 처분을 고려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28)

라. 공정한 재판의 보장

아동권리협약 제40조 2항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데, 아동권리위원회

는 이를 위하여 경찰, 검찰, 변호인, 보조인, 판사, 보호관찰관 등 소년사법 관계자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아동의 특

성을 제대로 이해할 때에야 비로소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동권리협약은 공정한 재판의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소급적용의 금지(제40

조 2항 a호), 무죄추정의 원칙(동조 동항 b호), 의견진술권(제12조), 사법절차에 효과적으로 참

여할 권리(제40조 2항 b호 ⅳ목), 피의사실의 신속하고 직접적인 통지(동조 동항 동호 ⅱ목), 법

률 조력 등 지원(동조 동항 동호 동목), 보호자의 참여 및 신속한 결정(동조 동항 동호 ⅲ목), 

자기부죄강요의 금지(동조 동항 동호 동목), 출석 및 증인신문권(동조 동항 동호 ⅳ목), 상소권

(동조 동항 동호 ⅴ목), 무상 통역의 지원(동조 동항 동호 ⅵ목), 사생활의 비밀보장(동조 동항 

동호 ⅶ목)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제24호 초안은 이에 관한 사항들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① 소급적용의 금지와 무죄추정의 원칙

아동권리위원회는 소급적용의 금지와 관련하여 최근 많은 국가들이 테러방지를 위하여 형

벌 규정을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소급입법을 통해 아동에 대한 처

벌을 강화해서는 안 됨을 권고하고 있다.29)

또한 무죄추정의 원칙은 아동의 인권 보장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임을 확인하고 있다. 

특히 아동은 형사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 미성숙성, 공포 등을 이유로 의심받을만한 행동을 

28) General Comment No.24(201x), paras.37-42.
29) General Comment No.24(201x), para.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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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러한 아동의 특성을 숙지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범

죄가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그를 유죄로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30)

② 의견진술권 및 사법절차참여권의 보장

아동은 소년사법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변호인 또는 보조인을 통하거나 직접 자신의 의견

을 진술할 권리를 가진다. 의견진술권의 보장은 아동을 단순한 수동적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

이 아니라, 그를 적극적인 참여자로서 취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재통합을 위한 소년사법 

상의 각종 조치 및 처분의 목적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31)

공정한 재판은 아동이 재판 절차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때 구현될 수 있다. 아동이 

스스로 변호인 또는 보조인을 선임하고, 증인을 신문하며 증거, 증언, 기타 조치들에 대하여 적

절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혐의와 재판 및 처분의 결과를 적극적으로 이해할 수 있

어야 한다. 따라서 소년사법절차는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쉽게 진행되어야 하고, 아동

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32)

③ 신속한 피의사실 통지와 법률 조력･통역 등 각종 지원

경찰, 검사, 판사는 아동에 대한 절차를 시작할 때 신속히 아동에게 피의사실을 통지하여

야 한다. 다이버전을 결정할 때에는 아동에게 피의사실과 법적 선택권이 있음을 아동이 이해

할 수 있는 용어로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피의사실의 통지는 보호자나 법정 대리인, 변호

인 또는 보조인에게 통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통지되어야 한다. 

이때에는 아동은 물론 보호자 또는 법정 대리인에게 동시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33)

아동에게는 소년사법절차의 모든 절차에서 적절한 법률 조력 등 각종 지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아동권리협약은 그러한 지원이 반드시 법적 지원일 것까지는 요구하지 않지

만, 형사절차에서 법적 조력을 받을 권리는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권리이다(｢시민

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제
14조 3항 d호). 아동권리위원회는 성인에 비해 아동의 법적 지원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

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당사국으로 하여금 소년 재판의 대상이 된 모든 아동에게 법적 조력(국

선변호인 또는 국선보조인)을 제공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조력제도는 무상으로 지

30) General Comment No.24(201x), para.53.
31) General Comment No.24(201x), paras.54-56.
32) General Comment No.24(201x), para.57.
33) General Comment No.24(201x), paras.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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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되어야 한다. 다만, 다이버전과 같이 자유를 박탈하거나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처분을 할 

때에는 반드시 법적 조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다른 형태의 지원도 허용될 수 있다.34)

법적 기타 적절한 지원을 담당하는 자들은 소년사법절차에 관한 충분한 지식을 알고 있어

야 하고, 사법절차의 대상이 된 아동의 특성에 대해서도 훈련을 받아야 한다. 아동에 대한 법

적 기타 적절한 지원은 경찰, 검찰, 법원 등 소년사법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무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아동 및 그의 조력인에게는 방어권 행사의 준비를 위하여 충분한 시간 및 장소가 

제공되어야 하며(ICCPR 제14조 3항 b호), 양자 간의 대화는 비밀이 보장되어야 할 뿐만 아니

라(아동권리협약 제40조 2항 b호 ⅶ목), 언론보도 등 아동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보호 받아야 한다(아동권리협약 제16조).35) 통역이 필요하거나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는 아동

에 대해서는 사법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통역, 진술조력인 등 전문가에 의한 충분한 조력이 이

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아동권리협약 제23조).36)

④ 신속한 결정 및 보호자의 참여

아동이 범죄(촉법행위)를 저지른 시점과 종국 처분이 이루어지는 시간과의 간격은 최대한 

짧아야 한다. 이 기간이 지체되면 해당 처분의 긍정적･교육적 효과가 저해될 뿐 아니라, 낙인

의 우려가 높아질 수 있다. 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 혐의의 ｢신속한(promptly)｣ 
통지(제40조 2항 b호 ⅱ목)와 ｢지체 없는(without delay)｣ 결정(동조 동항 동호 ⅲ목)은 ｢지나친 

지체 없이(without undue delay)｣를 규정하고 있는 ICCPR 제14조 3항 c호 보다 강력한 표현이

다. 이에 따라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각 당사국에게 범죄 시점과 경찰 수사의 종료, 검사의 

처분, 법원의 종국 결정 사이에 기간의 제한을 둘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그러한 기간은 성인 

사건보다 짧아야 하며 단기간 하에서도 아동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고 하고 있다.37)

또한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아동의 최상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한, 아동에 대한 사법

절차에 참여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보호자의 참여는 아동에게 심리적･정서적 지

원을 제공하여 아동의 형벌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기 때

문이다. 보호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호자는 아동의 체포사실을 최대한 빨리 통지받

아야 한다. 한편, 일부 국가들에서는 아동이 저지른 형벌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보호자를 

처벌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아동권리위원회는 그러한 제도의 도입이 아동에게 해가 

34) General Comment No.24(201x), paras.60-62.
35) General Comment No.24(201x), paras.63-64.
36) General Comment No.24(201x), paras.76-77.
37) General Comment No.24(201x), paras.6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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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뿐만 아니라 아동의 사회적 재통합에 있어서의 보호자의 적극적인 역할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38)

⑤ 자기부죄 강요의 금지

자백이나 진술의 강요가 금지되는 것은 아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아동의 경우에는 

강요의 의미가 보다 넓게 사용될 필요가 있다. 경찰관 및 수사기관은, 아동이 연령, 발달 정도, 

신문의 시간,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 처분결과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하여 허위로 자백할 

위험성이 있음을 유념하고, 아동에게 적합한 조사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수사나 재판의 대

상이 된 아동에게는 법적 기타 적절한 조력을 받을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며, 보호자의 참여권 

역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39)

⑥ 출석 및 증인신문권과 상소권

무기평등의 원칙은 소년사법절차에서도 보장되어야 한다(아동권리협약 제40조 2항 b호 ⅳ
호). 변호인 또는 보조인으로 하여금 아동에게 증인신문권과 재판에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음을 알리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40)

또한 상소권은 죄종에 제한 없이 아동에게도 보장되어야 하며, 아동권리협약의 상소권 보장 

조항(제40조 2항 b호 ⅴ목)을 유보한 국가들에 대해서도 그러한 유보철회를 권고하고 있다.41) 

⑦ 사생활의 비밀의 완전한 보장

소년사법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아동의 사생활의 비밀은 완전히 보장되어야 한다. 사생활

의 비밀을 보장하는 이유는 출판, 방송 등으로 인한 낙인 효과로 인하여 그들의 사회적 재통

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아동 시기에 저지른 범죄(비행)에 

대한 보도나 출판에 대하여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원칙상 그러한 보도를 제한하여야 한다.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는 아동을 특정할 수 있는 기사나 보도, 출판, 소셜 미디어를 금지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부과하여야 한다. 아동권리위원회는 당사국

으로 하여금 청문을 거쳐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만 아동의 신원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을 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아동시기에 저지른 범죄에 관한 전과기록에 대해서도 당

해 아동이 18세에 도달한 순간 자동적으로 삭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중대범죄의 경

38) General Comment No.24(201x), paras.67-69.
39) General Comment No.24(201x), paras.70-72.
40) General Comment No.24(201x), para.73.
41) General Comment No.24(201x), paras.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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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특정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의 신청에 따라 해당 기록을 삭제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42)

또한 아동에 대한 재판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되어야 하고, 비공개의 예외사유는 매

우 제한적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재판기록은 수사, 재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를 제외

한 제3자에게 공개되어서는 아니 되며, 낙인이나 예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아동이 성인기

에 범한 재판 절차나 향후의 양형에 있어서의 가중사유가 되어서도 안 된다(베이징규칙 제21

조 1항 및 2항).43)

마. 미결구금 및 기결구금 등 자유의 박탈

미결구금과 관련해서는 구금결정에 앞서 법원(판사)의 사전심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법

률에 구금의 요건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미결구금기간의 상한 역시 법률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수사단계를 포함한 모든 단계에서 보석이 허용되어야 한다. 구금된 모든 아동은 

법률 조력 및 기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44)

일반논평 제24호 초안에서 아동권리위원회는 16세 미만자에 대한 모든 자유박탈을 금지하

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16세 이상인 아동인 경우에도 자유박탈은 최후의 수단임을 강조하고 

있다. 체포･구금된 아동은 체포･구금의 적법성 및 구금의 계속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24시

간 내에 소관관청(competent authority)에 인치되어야 한다. 아동권리위원회는 당사국들에게 구

금의 적법성에 심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질 수 있도록 강력한 입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

면서, 가급적 주(week) 단위로 정기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다. 구금

을 계속할 때에는 구금이 개시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소 또는 법원 등에 송치를 하여야 

하며, 법원은 6개월 이내에 종국결정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아동을 수용할 때에는 성인과 

분리 수용하여야 하며, 아동에 대한 수용시설은 전문인력에 의하여 아동 친화적인 정책 및 실

무에 따라 운영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수용된 모든 아동은 서신교환･면회 등을 통

하여 가족과 계속적으로 접촉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45) 

일반논평 제24호 초안은 수용시설에서의 처우 및 조건들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고 있

다. 특히 아동권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 18세 미만 아동의 독방수용은 

금지된다. 둘째, 의무교육연령에 해당되는 모든 아동은 자신의 필요와 능력에 맞는 학과 교육, 

42) General Comment No.24(201x), paras.78-80.
43) General Comment No.24(201x), para.81.
44) General Comment No.24(201x), paras.96-99.
45) General Comment No.24(201x), paras.1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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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 등을 받을 권리가 있다. 셋째, 아동은 구금시설의 수용 시 의사 등의 진료를 받을 권

리가 있고, 필요한 경우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수용된 아동은 가족, 친구, 

외부 단체 등 지역사회와 꾸준히 접촉할 수 있도록 촉진되어야 하며, 변호인 또는 보조인과의 

접견･교통은 제한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다섯째, 물리력의 행사는 자기 또는 타인에게 임박

한 위협이나 부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만 사용될 수 있다. 여섯째, 체벌, 암실 수용, 독

방 수용 등 아동의 존엄을 해하는 어떠한 종류의 징계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일곱째, 중앙

행정기관, 법원, 독립기관 등에 청원할 권리가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한다. 여덟째, 독립되고 

자격이 있는 검사관들에게 정기적으로 해당 시설을 점검할 권한이 부여되어야 하고, 피수용 

아동들과 자유롭게 접촉할 수 있어야 한다.46)

Ⅳ. 우리 소년사법제도에 대한 평가

1. 소년사법의 운영에 대한 검토

1) 비행예방

일반논평 제24호 초안은 소년사법의 핵심요소 중 비행의 예방을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다. 

소년비행의 예방은 소년사법절차 상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의 근원을 없애는 것이므로, 소년

이 비행을 저지르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야말로 소년의 성장발달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점을 인식하고 2007년 소년법 개정을 통해 비행예방에 관한 장을 별

도로 신설하였다(제3장의2). 하지만 해당 장에는 관련 조문이 하나에 불과하고(제67조의2), 그

마저도 그동안 사실상 사문화되어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가운데 정부는 2018년 대통령훈령으로 ｢소년비행예방협의회 규정(이하, 규정)47)｣을 

제정하고, 법무부에서는 이를 토대로 2018년 12월 19일 소년비행예방협의회를 개최하여 ｢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2019〜2023)｣을 수립하였다.48) 소년비행예방협의회는 법무부장관을 

의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

부의 차관, 방송통신위원회의 부위원장, 경찰청･산림청의 차장으로 구성되는데(제3조 1항), 동 

협의회는 5년마다 소년비행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규정 제6조), 관계기관의 장은 

46) General Comment No.24(201x), paras.104-108.
47) 대통령훈령 제385호, 2018. 6. 11. 제정･시행.
48) 법무부 보도자료, “2019∼2023 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 수립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청사진 제시-”,
2018.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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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므로(규정 제7조), 일단 기본적인 소

년비행예방의 틀은 어느 정도 구축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부처 수준의 장인 법무부장관

이 소년비행예방협의회에서 이니셔티브를 쥐고 동일한 지위에 있는 타 부처를 아우르며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소년비행에 관계되는 

중요한 주체 중 하나인 법원이 구성원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그 효과가 반감될 수

밖에 없다.

2) 다이버전의 운영상 문제

가. 경찰의 훈방

아동권리협약은 다이버전을 장려하고 있는데, 경찰에서는 경미사건을 대상으로 훈방 및 

개입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법률에 훈방에 관한 명문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경찰에서는 

｢즉결심판법에 관한 절차법(이하, 즉결심판법)｣ 제19조와 형사소송법 제247조에서 훈방의 권

한을 도출하여 선도조건부 훈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49) 경찰의 내부지침에 따른 훈방의 요

건은 ① 연령상 60세 이상 고령자나 미성년인 초범자, ② 신체상 정신박약, 보행불구, 질병자, 

③ 신분상 주거 및 신원이 확실하고 정상을 참작할 만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④ 죄질상 

공무방해 또는 상습범이 아닌 자, 고의성이 없는 과실범, ⑤ 기타 경찰서장이 특히 훈방할 사

유가 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연령, 신체, 신분, 죄질 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50) 훈방을 

결정할 때에는 선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선도심사위원회는 위원장(경찰서장)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이 중 외부 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하며, 경찰서장은 처

분결정시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해당 처분을 하게 된다. 훈방의 대상이 된 소년에 대해서는 

당사자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사랑의 교실 등 선도프로그램에 위탁하고, 해당 소년은 이를 

이수하여야 한다.

2018년 10월 말 기준 심사위원회를 거쳐 처분을 받은 전체소년 2,850명 중 약 43.6%에 해

당하는 1,244명이 훈방처분을 받았다. 또한 아래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선도심사위원

회에서는 해당 소년에 대한 처분은 물론, 지원에 관한 사항도 함께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49) 관련 논의는, 김혁, “경찰의 경미범죄 처리실무에서의 법적 논쟁에 관한 고찰”, 경찰법연구 제14권 제1호,
2016, 196-206면.

50) 경찰업무편람 3-12, 경찰업무편람에 관한 규칙(2007. 10. 30. 훈령 제15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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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심사위원회 운영 현황>

구분 개최(회)

처분결정(명) 지원결정

계 입건 훈방 즉심
지원인원(명) 지원건수(건)

계 가해 피해 계 생활 상담 의료 법률

2017년 1,577 3,726 110 1,712 1,904 2,613 1,657 956 2,779 908 1,712 33 126

2017.10. 1,308 3,165 99 1,461 1,605 2,108 1,442 666 2,250 620 1,486 30 114

2018.10. 1,257 2,850 76 1244 1,530 1,793 1,074 719 1,940 687 1,135 73 45

대비(%) -3.9 -10.0 -23.2 -14.9 -4.7 -14.9 -25.5 8.0 -13.8 10.8 -23.6 143.3 -60.5

출처: 경찰청, 생활안전국 내부통계, 2018.

경찰의 훈방 및 개입은 일단,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내용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

이기는 하나, 다음의 점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 첫째, 다이버전의 범위 및 권한을 법률로써 규

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일반논평 제24호 초안에 반한다. 물론 경찰은 관련 법령의 적극적 해

석을 통하여 훈방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훈방의 근거를 즉결심판법에서 도출한 결과, 촉법소

년, 우범소년,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는 죄를 범한 범죄소년은 즉결심판의 대상 자체가 될 수 

없어서 다이버전의 범위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같은 기간 경찰에서 검거한 범죄소년의 

수가 55,814명임을 감안할 때, 선도심사위원회의 대상이 된 소년은 미미한 수준임을 알 수 있

다.51) 둘째, 훈방처분을 받아 선도프로그램을 완수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자신에 대한 형사처분

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 실제로 소년을 입건하는 사례는 

거의 없지만, 훈방 자체가 현행법상 명문으로 규정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이의제

기가 있는 경우 입건의 위험성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경찰에서는 훈방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년에 대해서도 동의를 거쳐 사랑의 교실에 위탁하고 사건을 검찰이나 

법원에 송치하고 있는데, 해당 프로그램을 완수한 소년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중처벌이라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는 다이버전이 최종적이고 완전한 처분이 되어야 한다는 아동권리

위원회의 권고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 셋째, 훈방을 결정하는 선도심사위원이나 선도프로그램

을 운영하는 주체들에 대해서도 체계화된 훈련이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다. 

선도심사위원은 경찰서장이 위촉할 뿐, 해당 절차 및 효과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지는 않고 있

으며, 선도프로그램 중 일부는 비행의 내용이나 소년의 특성과 무관한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다.52) 비전문화된 제도의 운영은 다이버전의 효과를 저해할 수밖에 없다.

51) 경찰청 내부자료에 따르면 2018년 10월 말 기준 경찰에서 검거한 범죄소년은 55,814명, 촉법소년은 5,127명이다.
52) 선도프로그램은 외부에 위탁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사랑의 교실, 경찰서 등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자체선도프
로그램, 전문병원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표준선도프로그램의 형태로 운영되는데, 자체선도프로그램의 경우 등산,
공연 관람 등 비행과 무관한 스포츠, 문화체험 위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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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사의 기소유예 및 조건부 기소유예

검사는 기소유예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형사소송법 제247조), 기소유예를 하면서 선도 등

의 조건을 붙일 수도 있으므로(소년법 제49조의3), 검찰단계에서의 다이버전은 현행법 상 명

문으로 보장되어 있다. 단순 기소유예와 달리 조건부 기소유예는 조건 이행을 부가하는 개입

형 다이버전의 성격을 가지는데, 소년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기수사의 대상이 되고 이

때에는 다시 기소유예처분을 할 수 없다(｢소년사건 처리지침53)｣ 제17조).

조건부 기소유예는 일반적으로 법사랑위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

육조건부 기소유예,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밖에

도 지검별로 다양한 형태의 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운영 중에 있다.54) 법사랑위원 선도조건

부 기소유예는 법사랑위원과의 정기적 만남을 조건으로 하며, 주로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회

복이 된 사건 중 소년이 실질적 보호자가 없어 경제적･정서적 후원이 필요한 경우, 입시생으

로 수업결손을 피해야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경제적 생계곤란 또는 결손가정으로 인한 범죄

로서 장기적인 후원과 인성교육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된다(｢소년사건 처리지침｣ 제10조, 소년

선도보호지침55) 제4조).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법률｣ 제42조의2에 따른 대안교육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학교폭력･절도･인
터넷･약물중독으로 인한 범죄･성범죄 등의 예방, 교통안전과 진로지도 등의 전문교육이 필요

한 소년을 대상으로 한다(｢소년사건 처리지침｣ 제12조 제1항).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

예는 계획적･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년이 이미 대안교육을 이수한 경험이 있거나 

대안교육 이수를 거부하는 경우, 일정기간 체계적인 선도･교화가 필요한 경우, 단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나 재범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해당 소년을 보호관찰소에 선도 

위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동 지침 제14조).

2017년 소년에 대한 기소유예 및 조건부 기소유예의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소년 접수인원 

84,116명 중 기소유예는 25,241명으로 검찰 접수 인원의 약 30%는 검찰단계에서 다이버전을 

통해 종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소유예 인원 중 대략 절반 정도가 조건부 기소

유예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조건부 기소유예는 주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조건부 기소유

예,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법사랑위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순으로 많이 활용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3) 대검찰청 예규 제875호, 2016. 12. 26.
54) 자세한 사항은 이승현･권해수, 소년범 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 내실화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8, 24-40면.
55) 법무부훈령 제1066호, 2016.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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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기소유예 현황(2017년)>

구분 소년범접수인원 기소유예 조건부기소유예

조건부 기소유예 현황

법사랑위원선도
청소년비행

예방센터교육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기타

인원 84,116 25,241 12,752 2,669 4,900 3,260 1,923

출처: 이승현･권해수, 소년범 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 의의와 운영실태 분석, 43면.

경찰과 달리 검찰단계의 경우 다이버전에 대한 근거 조문이 존재하고, 실제로도 상당수가 

기소유예 또는 조건부 기소유예를 통하여 종결되고 있으므로, 전체적으로는 다이버전의 활성

화를 강조하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부합되는 듯 보인다. 하지만 다음의 점에서는 권고

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 첫째, 기소유예 및 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권한에 대해서는 법률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사건의 범위 및 대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검사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하여 사건 선별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 이는 자칫 기소유예가 업무 부담

의 경감을 위한 수단의 하나로 악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기소유예 중 절반 가까이

가 단순 기소유예여서 그러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 둘

째, 다이버전은 낙인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의 경

우 사실상 보호처분의 하나인 4･5호 처분과 내용상 다를 것이 없어 과연 동 제도를 다이버전

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셋째, 법사랑위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의 경우 월 1회의 만남

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없고, 법사랑위원 자체가 개인별로 편차가 심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56) 넷째, 조건부 기소유예의 과정에서는 보호자 및 대

상소년에 대하여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한 후 동의를 받는 절차가 중요한데, 절차 안내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 실제로 조건부 기소유예에 동의한 이후, 교육의 내용과 정

도를 나중에서야 파악하고 해당 교육을 거부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57)

3) 효과적 개입을 위한 종합적 접근의 한계

가. 소년의 특성에 관한 조사의 미비

아동의 최상의 이익 보장을 위해서는 개입의 정도와 종류를 결정하기에 앞서 소년의 특성

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조사는 재판단계는 물론 수사단계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56)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는 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법사랑위원과의 접촉은 월 1
회가 가장 많았고, 법사랑위원에 대한 만족도가 여타 조건부 기소유예에 대한 만족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현･권해수, 소년범 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 내실화방안 연구, 119-124면).

57) 이승현･권해수, 소년범 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 내실화방안 연구, 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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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경찰 실무에서는 소년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범죄의 원인 및 동기와 그 소년의 성격･
태도･경력･교육정도･가정상황･교우관계와 그 밖의 환경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소년환경조사

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소년업무규칙58)｣ 제17조). 또한 경찰단계에서는 소년의 재비행 

위험성 판단과 그에 맞는 선도 교육 등을 위하여 조사 과정에 심리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경우

도 있다(동 규칙 제23조). 이때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는 해당 소년에 대한 비행성예측자료표

를 작성하고, 경찰관은 이를 토대로 선도프로그램 연계 등을 결정하거나 검찰･법원 송치시에 

첨부하여 처우결정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있다(동 규칙 제25조). 이러한 비행성예측자료표는 

범죄심리사가 해당 소년과의 면담을 통하여 작성되므로, 요보호성을 조기에 파악하는 데 도

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경찰단계에서 전문가가 참여하는 비율은 아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18년 10월말 기준 전체사건의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년범 조사시 전문가 참여 현황>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7.10. 2018.10.

운영관서 120개 137개 180개 251개 252개 254개 252개 254개

예산(백만원) 738 738 738 775 775 775 775 775

참여소년범 10,258 11,548 8,968 10,401 15,312 11,879 10,582 9,178

전체소년범 107,018 90,694 78,794 80,321 76,356 72,752 61,728 55,814

참여비율 9.6% 12.7% 11.4% 12.9% 20.1% 16.3% 17.1% 16.4%

출처: 경찰청, 생활안전국 내부통계, 2018.

한편, 소년법은 검사의 전문성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결정 전 조사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검사는 보호관찰소의 장 등에게 소년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소년법 제49조의2). 하지만 실무에서 결정 

전 조사는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즉 2017년 검찰에 접수된 84,116명 가운데, 실제로 결정 

전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3,626명으로 전체의 4.3%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결정 전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업무의 과중 등을 이유로 이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59) 이러한 실무 운용이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 정면으로 위배됨은 자명하다.

58) 경찰청예규 제546호, 2019. 2. 28.
59) 이승현･권해수, 소년범 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 내실화방안 연구, 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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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결정 전 조사 현황>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결정전조사 1,415 3,670 4,524 3,906 5,547 5,084 5,855 3,805 4,379 3,626

출처: 법무부, 법무연감, 2018, 201면; 이승현･권해수, 소년범 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 내실화방안 연구, 24면.

소년보호재판의 경우 조사관의 조사(소년법 제9조, 제11조), 전문가의 진단(제12조), 임시조

치(제18조)를 통하여 소년의 요보호성을 조사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현재 소년 조사업무

를 담당하는 조사관은 44명이며,60) 소년부 판사의 조사명령에 따라 면접, 조회 등을 통하여 

소년의 가정 및 보호자와의 관계, 경력, 교육정도 및 상황, 비행화의 경과, 성행, 사건과의 관

계, 심신의 상황 등 심리 및 처우상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61) 소년부 판사는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사업가, 교육자, 그 밖의 전문가에게 진단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심리상담 전문가를 통해 소년 및 그 가족들에게 심리상담을 실시

해 소년이 변화하도록 이끌고 조사관이 이 과정을 점검하여 처분에 반영하는 심리상담조사도 

실시되고 있다.62) 또한 소년분류심사원이나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의 상담조사, 보호관찰소

의 결정 전 조사도 실시되고 있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 3항 3호, 소년법 

제12조).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에 대하여는 보통 분류심사 외에 조사관에 의한 조사

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제도 자체만을 놓고 보면 요보호성에 관한 조사가 충실히 이루어지는 

듯 보이기는 하나, 조사관의 전문성 미확보나 인력 부족으로 인한 요보호성 조사의 불충실은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가정법원이 아닌 지방법원의 경우 인력난이 심각하여 전

문성의 편차가 크고, 도 단위의 경우 관할이 넓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인원으로 전체를 관할해

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63)

소년형사재판의 경우에는 소년보호재판에 비하여 소년의 특성에 관한 조사가 등한시 되고, 

양형에 있어서도 범죄의 내용이 중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64) 물론 형사재판에

서도 법원은 소년의 심신상태, 품행, 경력, 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 등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

을 밝힐 수 있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하고(소년법 제58조 2항),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조

사를 조사관에게 위촉하거나(소년법 제56조), 보호관찰소에 판결 전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그러나 실제 판결전조사가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60) 법원행정처, 2018 사법연감, 2018, 171면.
61)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소년(보급판), 2014, 137-142면.
62)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소년(보급판), 189면.
63) 최정규 외,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소년사법제도 개선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18, 248-249면.
64) 최정규 외,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소년사법제도 개선 연구, 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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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1심 공판의 대상이 된 소년은 상대적으로 법정형이 무겁고 구속의 가

능성이 높을 것인데, 현실적으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소년에 대하여 조사관 조사가 제대

로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인데, 2016년 형사재판의 대상이 된 소년은 3,2421명이었는데 반하여, 보

호관찰소에서 실시한 판결전조사의 대상이 된 인원은 1,901명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판결

전조사에는 성인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로 소년에 대하여 판결전조사가 이루어진 사례는 

이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소년형사사건과 판결전조사>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심 공판인원(소년) 5,294 3,499 4,377 4,268 3,574 3,516 3,242

판결전조사(소년+성인) 1,598 1,526 2,385 2,159 2,257 2,166 1,901

출처: 법무연수원, 2017 범죄백서, 2018, 486, 640면.

나. 정보의 미공유 및 일관된 처분기준의 부재

소년의 인권보장과 처분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개입 주체와 상관없이 일관성 

있는 처분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즉 경찰, 검찰, 법원, 소년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선별 및 

처분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에 따라 단계별로 차별화되면서도 연속성 있는 처우가 이루어져

야만 소년의 최상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다. 하지만 각 주체별로 요보호성에 관한 판단과정 

및 방법이 상이하고, 처분기준 또한 일관성을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중복적인 프로그

램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실무운영은 종합적이고 전문화된 소년사법제도의 구축을 지향하

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전술한 바와 같이 환경조사서, 비행성예측자료표, 결정전조사서, 조사관의 조사보고

서, 상담조사서, 분류심사서, 판결전조사서가 경찰, 검찰, 법원 단계에서 작성, 활용되고 있고, 

이들 모두 소년의 환경 및 인격적 특성을 주된 조사내용으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한 노하우나 작성기준이 상호 공유되지 않는다. 그 결과 조사의 범위나 내용, 해석에 대

한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요보호성 조사의 일정한 질을 담보하기가 어렵고, 중복된 조사가 이

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죄종이나 소년의 특성에 따라 연속성 있고 차별성 있는 처우가 각 단계별로 실시되

어야 함에도 어떠한 소년을 훈방, 기소유예, 조건부 기소유예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경찰과 

검찰간의 협의가 이루어진 바가 없어서 이른바 복불복의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 게다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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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 및 검찰 단계에서 실시되는 개입프로그램과 보호처분에 따른 개입 간에 뚜렷한 차이를 발

견하기도 어렵다. 이는 경찰, 검찰, 법원 상호 간에 각 단계에서 실시한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제대로 공유하지 않는 데에서 기인한다. 최초 범행으로 경찰의 선도프로그램을 이수한 소년

이 재범을 저질러 조건부 기소유예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재차 이수하고, 또 다시 재범을 저질

러 보호처분으로 사실상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된 수강명령 또는 보호관찰처분을 받게 된다면 

보호처분의 효과성을 기대할 수 없음은 물론, 낙인효과 방지라는 다이버전의 기능도 반감될 

수밖에 없다.

다. 개입프로그램 및 보호처분에 대한 평가의 부재

아동권리위원회는 다이버전 프로그램 등 소년사법의 실무 전반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실

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구호

만을 외치고 있을 뿐, 실제 다이버전에 따른 프로그램이나 보호처분 등에 대하여 실질적인 검증

이 이루어진 적은 없다. 경찰, 검찰, 법원, 보호처분 또는 형의 집행 단계에서 실시되는 각종 프

로그램들 가운데, 옥석을 골라 효과성이 검증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각 단계에 맞는 표준 프로

그램을 구성하는 작업이야말로 진정한 소년의 성장발달권 보장에 부합되는 길일 것이다.

제대로 된 평가를 위해서는 객관성이 담보되는 제3의 기관에서 평가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아동권리위원회 역시 이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소년법 제70조 1항은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독립된 기관에서 이러한 평가를 담당하기에는 한계가 따른다. 재판, 수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교정행정 개선, 학술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조회에 응할 수 없다고 해석되고 

있기 때문이다.65)

4) 공정한 재판의 보장

가. 법률조력의 불충분과 자백의 강요

소년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자백의 강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년보호재판, 형사재판은 

물론, 수사단계에서도 소년에게 충분한 법률 조력이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소년보호재판은 

공소장일본주의나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경찰이나 검찰단계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등이 그대로 소년부에 송치되므로 수사단계에서의 소년에 대한 방어권 보장은 매우 

65)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소년(보급판), 227면. 자세한 사항은, 김혁, “소년사건에서의 정보공유의 필요성과 조회
응답 제한(소년법 제70조)의 재검토”, 소년보호연구 제31권 제3호, 2018, 1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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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아동권리위원회도 수사단계에서부터 무상으로 법률 조력이 이루어져

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형사재판과는 달리, 수사단계에서는 초기부터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속전피의자심문, 체포･구속적부심사 절차에서 이르러서야 비로소 국선변호인

을 선정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 제214조의2 제10항). 소년의 신병을 확보한 

후에 곧바로 피의자신문이 이루어지는 실무를 감안할 때, 설사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더라도 

국선변호인이 최초의 피의자신문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는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법률구조법 상의 이른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해결되지 않는다. 

이에 따르면 중대 범죄를 저질러 체포된 경우가 아니라면, 수사단계에서는 여전히 국선변호

인의 조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66)  

촉법사건이나 우범사건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선보조인은 소

년보호재판에서만 선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소년법 제17조의2). 저연령자일수록 자신의 방어

권 행사에 취약하고, 위축된 환경에서는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피력하기 어려워 초기단계에

서의 법률 조력이 특히 요구된다. 이들에 대해서는 경찰조사과정에서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닌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진술거부권에 대한 고지를 소홀히 할 수 있고, 진술

거부권을 촉법소년에게 고지하더라도 해당 소년이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의 경우 오히려 범죄소년에 비해서도 법률 지원이 

미흡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물론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수사단계에서 강제처분이 허용

되지 않으므로, 현 제도가 촉법소년을 부당하게 취급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

다. 그러나 촉법사건의 경우 검찰을 거치지 않고 경찰에서 조사한 일체의 서류가 곧바로 소년

부로 송치된다는 점에서 그 부작용은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소년보호재판에서의 국선보조인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에 한정되지 않으므로(소년

심판규칙 제19조의2 제1항),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가 국선보조인으로 선정된 때에는 법률 조

력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마저도 실무상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않는 한, 실제로 국선보조인이 선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67) 아동권리위원회는 소년의 자백 

강요 방지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률 조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현 제도가 그러한 

기준에 부합되지 않음은 명백하다.

66) 정부는 2019년 3월 29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관련 업무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맡기는 내용의 법률
구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국선변호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체포된 피의자이다.

67) 최정규 외,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소년사법제도 개선 연구, 2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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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년의 실질적 참여권 및 보호자의 참여권

아동권리위원회는, 절차상 아동의 실질적 참여권을 보장하고, 아동의 최상의 이익에 반하

지 않는 한, 보호자에게 소년사법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먼저, 소년의 실질적인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소년에게 재판과 관련된 정보를 충분

히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소년보호재판의 경우 평균 5-10분 정도밖에 진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68) 결정서에 이유도 기재되지 않고, 기록과 증거물의 열람･등사도 제한된다

(소년법 제30조의2). 소년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형식적 절차에서 자신의 진술권을 제대로 행

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왜 보호처분을 받았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재판이 종

결되어 버린다는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 물론 보조인의 경우에는 원활한 역할 수행을 위하

여 소년부 판사의 허가 없이 기록의 열람이 가능하지만(소년법 제30조의2 단서), 소년의 경우

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만 기록의 열람･등사가 가능하므로 소년의 참여권이 제대

로 보장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한다. 우범통고사건의 경우에는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통고사

건은 송치사건과 달리 기록자체가 충실히 작성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소년의 입장에서는 자

신이 소년보호재판을 받아야 하는 이유조차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처분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

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보호자의 참여권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소년보호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는 소년

법 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보호자의 참여권이 광범위하게 보장되므로 이 부분이 특별히 문

제될 것은 없다. 사실 보호자의 참여권 보장은 수사기관의 부당한 압력 등 자백을 강요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단계에서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현행 법령 

및 행정규칙을 살펴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소년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

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고(형사소

송법 제244조의5), 경찰관은 비행소년에 대한 출석요구나 조사를 할 때에는 소년의 복리상 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없이 그 소년의 보호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고 규

정되어 있다(소년업무규칙 제16조). 검사 역시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때에는 수사에 특별한 지

장이 없고 피의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가족 등 피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자의 참관을 허

용하여야 한다(인권보호수사준칙69) 제37조). 또한 소년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나이, 지적 능력, 

심신상태 등을 이해하고 조사에 임하여야 하며, 친밀하고 부드러운 어조로 조사하는 등 자백

을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70)(이하, 수사준칙)｣ 제60조, 인권보호수사준칙 제53

68) 최정규 외,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소년사법제도 개선 연구, 238면.
69) 법무부훈령 제1170호, 2018.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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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2항, 소년업무규칙 제18조). 이렇듯 보호자의 참여권과 자백의 강요 금지는 제도적으로 보

장되어 있는 듯 보인다. 그러나 형사소송법과 수사준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면, 보호자의 참

여권과 관련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는 내용의 대부분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을 뿐이어서 

제도적 보장에 한계가 있다. 게다가 형사소송법상의 신뢰관계자의 동석마저도 수사기관에게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형태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촉법소년이나 우범소년의 조사과정에서

는 애초에 적용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실제로 실무상 경찰 조사과

정에서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거나 보호자의 동석 없이 소년을 조사하는 사례도 발생

하고 있다.71) 이러한 실무 운영은 아동권리협약 제40조 2항 b호 ⅱ목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다. 절차의 지연

소년의 특성상 비행의 시점으로부터 최대한 빠른 시기에 처분을 받는 것이 탄력성의 회복

과 소년의 불안정한 상태를 해소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아동권리협약 제40조 

2항 b호 ⅲ목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소년보호절차와 형사절차가 이원화되어 있어, 신속한 재판과 효과적인 

처우를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즉 14세 이상 소년이 저지른 범죄사건의 경우 

검사가 형사처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공소를 제기하더라도, 형사법원의 심리결과 보

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소년

법 제50조). 또한 소년이 1심 형사재판에서 형을 선고받더라도 사실심 판결 선고시까지 소년인 

때에는 여전히 소년부 송치의 가능성은 열려있다.72) 실제로 2017년 제1심 형사공판사건 중 소

년부로 송치된 소년은 무려 공소 제기인원의 52.6%에 해당하는 2,716명이었고, 항소심에서 소

년부송치결정을 받은 소년도 28명 있었다.73) 이러한 이원적 구조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를 소년사법의 핵심요소 중 하나로 언급하고 있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부합되지 않는다.

70)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71)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2018년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던 소년이 경찰서에서 절도 혐의로 보호자 참여 없이 조사를
받은 후 투신하여 사망에 이른 사건과 관련하여, 2019년 4월 9일 경찰청장에게 소속 경찰 전원 미성년자에 대한
출석 요구나 조사 시 보호자 등 연락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세부 지침을 마련해 미성년자인 피의자 본인을
포함한 보호자 등에게도 사건처리 진행 상황을 통지하는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자세한 내
용은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091(2019년 4월 30일 검색).

72) 대법원 1966. 3. 3. 65도1229 전원합의체 판결.
73) 법원행정처, 2018 사법연감, 9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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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형사공판사건 중 19세 미만자 처분 현황(2017)>

구분 합계

징역･금고
집행
유예

벌금
선고
유예

무죄
소년부
송치

기타
무기

정기2년
미만

정기2년
이상

부정기형

인원 2,716 1 2 2 502 386 109 20 19 1,428 247

출처: 법원행정처, 2018 사법연감, 971면.

인력 부족도 절차 지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1심 소년보호사건의 담당 법관은 

총 25명인데, 2017년의 경우 소년보호사건으로 접수된 인원은 34,110명에 이른다.74) 그 결과 

소년부 판사 1명이 하루에 60건 정도의 재판을 담당하는 사태도 벌어지고 있다.75) 만성적인 

인력 부족은 신속한 재판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졸속 재판을 조장하여 소년에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수 없게 만든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 소년이 비행사실

을 다투거나 아동권리위원회에서 권고하고 있는 증인신문권을 제대로 행사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라. 사생활의 비밀의 보장

일반논평 제24호 초안에서 아동권리위원회는 사생활의 비밀의 완전한 보장과 관련하여, 

신상 및 비행사실에 대한 비공개, 전과기록의 삭제, 비행사실로 인한 향후 양형에서의 불이익 

금지를 권고하고 있다. 소년법은 심리의 비공개(제24조), 기록의 열람･등사의 제한(제30조의2), 

보호처분의 불이익 금지(제32조 6항),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제67조), 보도 금지(제68조), 

조회 응답의 금지(제70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년의 사생활의 비밀이 완전히 보장되고 있

는 듯 보인다. 

그러나 소년법 상 보도금지의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신문의 편집인 및 발행인, 그 밖의 출

판물의 저작자 및 발행자, 방송편집인 및 방송인으로 제한되어 있어(소년법 제68조 2항), 인터

넷, 소셜 미디어 등 새로운 수단을 이용한 신상 공개에는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 실제로 ｢인천 

초등생 여아 살해사건｣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벌어진바 있다. 그렇다면 소년법 제68조는 급변하

는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미 규범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76)

한편, 소년의 전과기록77)의 보존 및 관리와 관련하여서도 우리의 법률 및 실무 운영은 일

74) 최정규 외,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소년사법제도 개선 연구, 300면.
75) 최정규 외,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소년사법제도 개선 연구, 238면.
76) 김혁, “소년사건에서의 신상공개와 보도금지”, 형사정책 제29권 제2호, 2017, 81면.
77) 형실효법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전과기록으로 정의하고 있으며(제2조 7호), 범죄경력자료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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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과기록의 자동 삭제를 내용으로 하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전과기록 중에서도 특히 범죄경력자료의 경우 삭제 규정이 없어서 소년 시기에 죄를 범

하였다고 하더라도 영구히 보존되고 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입건할 때에 작성하

는 수사자료표 가운데,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수사경력자료의 경우 비록 그것이 전과기록은 

아니지만, 사실상 소년에게 불이익하게 사용될 수 있다. 물론 범죄경력자료와 달리 수사경력

자료 중 일부에 대해서는 보존기간이 제한되어 있고 그 기간 역시 성인에 비하여 짧아서, 협

의의 불기소처분의 경우 즉시,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경우 판결 등 확정시, 기소유예의 경우 

3년의 보존기간이 지나면 해당 기록을 삭제하도록 되어 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

하, 형실효법)｣ 제8조의2). 하지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경우 해당 수사경력자료에 대해

서는 삭제 규정조차도 없어서, 소년부 송치기록은 영원히 남아 수사와 재판시에 활용되는 등 

사실상 전과기록과 마찬가지로 취급된다. 게다가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는 범죄수사와 

재판은 물론, 장교의 임용 등을 위하여도 회보될 수 있어서, 소년에게 불이익한 자료로 사용

될 수 있다(형실효법 제6조 1항).

마지막으로, 소년일 때 범한 죄도 누범가중에 있어서는 전과로 취급된다. 소년법은 소년이

었을 때 범한 죄로 형의 선고 등을 받은 사실로 인하여 장래에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됨을 규

정하고 있지만(제67조), 이는 어디까지나 사람의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 장래에 향

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기왕의 전과까지 소멸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이다.78) 이는 일반논평 제24호 초안의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는 물론 베

이징규칙 제21조 1항 및 2항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5) 자유의 박탈 관련 문제

가. 구속제도의 문제

일반논평 제24호 초안에서 아동권리위원회는 16세 미만자에 대한 모든 자유 박탈을 금지하

고 자유박탈은 최후의 수단임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 소년법 제55조 1항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

니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일단 국제기준에 합치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자유박탈의 연령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소년법 제55조 1항은 추가적인 구속요건으로 

｢부득이한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어떠한 경우가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사자료표 중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선고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취
소,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의 선고 또는 처분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동조 5호). 수사경력자료는 수사자료표에서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말한다(동조 6호).

78) 대법원 2010. 4. 29. 2010도9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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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실제로 2017년 기준 소년의 구속율(1.0%)은 성인의 구속율(1.3%)과 

별반 차이가 없어 소년법 제55조 1항이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찰의 신병처리 현황(2017년)>

합계 구속 불구속

전체 피의자
1,846,301

(100%)
23,466
(1.3%)

1,822,835
(98.7%)

소년 피의자
72,425
(100%)

724
(1.0%)

71,701
(99.0%)

출처: 경찰청, 2017 범죄통계, 2018, 322-323, 534-535면.

나. 임시조치의 문제

소년보호절차에서는 임시조치의 하나로 소년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할 수 있다(임시위

탁). 임시위탁은 소년의 보호와 소년의 성행, 경력, 가정환경,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의지, 재비

행가능성 등의 조사에 주목적이 있으므로 형사절차에서의 구금과는 차별성을 가지는 측면도 

있지만,79)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점에서는 구속과 다를 바가 없다. 실제로 소년분류심사원

에서는 규칙위반자에 대하여 독방징계, 수갑과 포승줄을 활용한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다.80) 

이는 아동에 대하여 독방 수용 등 부당한 징계나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을 분명히 한 일반

논평 제24호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또한 소년법은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를 임시조치의 요건

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소년법 제18조 1항) 자의적인 해석의 위험성이 상존해 있다. 더

욱이 임시위탁의 경우에는 구속과 같이 사전심문을 거치도록 하는 절차는 물론, 임시위탁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방법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81) 이는 구금에 관한 적법성 심사제도를 두

도록 하고 있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소년분류심사원은 전국에 1개소밖에 없어서 나머지 지역(부산, 대구, 대전, 춘천, 

광주, 제주)에서는 소년원이 소년분류심사원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그 결과 소년들의 상당

수는 대행소년원에 위탁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대행소년원 내에 위탁소년을 위한 별도의 

공간이 확보되어 있기는 하지만,82) 소년의 입장에서는 이 경우 사실상 9호･10호 처분과 동일

한 처분을 받고 있다고 느낄 수밖에 없어서 낙인효과가 가중될 것임은 자명하다.

79)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소년(보급판), 112면.
80) 최정규 외,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소년사법제도 개선 연구, ⅳ면.
81) 실제로 소년들은 임시위탁조치에 대하여 억울해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최정규 외,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을 위
한 소년사법제도 개선 연구, 252면).

82) 이승현, “소년사법에서 국제기준의 국내이행방안”, 교정담론 제11권 제3호, 2017, 1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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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호처분의 문제

자유의 박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다이버전이나 사회 내 처우를 우선시 하고, 소

년원 송치처분은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2016년 보호처분의 현황을 살펴보면, 9호･
10호 처분의 비율은 6.6%에 지나지 않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듯 보이기도 한

다. 하지만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에 해당하는 8호 처분(병합처분 포함)을 포함하면 전체의 

약 11%가 소년원 송치처분을 받고 있어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님을 알 수 있다.83) 또한 보호처

분은 변경이 가능하므로(소년법 제37조), 사회 내 처우를 받더라도 보호관찰 위반 등을 사유로 

소년원 송치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실제 2016년 보호관찰 위반을 이유로 수용된 소년은 전체 

소년원 수용인원의 무려 41.0%에 달한다. 더욱이 우범소년 역시 범죄소년과 촉법소년과 마찬

가지로 소년원 송치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자유 박탈의 최소화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소년원 보호소년의 비행유형 현황(2016년>

구분 계 절도･횡령 강도･살인
폭행･상해

･협박
성폭력･

강간
성매매･
성보호

유해화학
도로･

교통사고
보호관찰

위반
기타

인원
(%)

2,096
(100)

472
(22.5)

43
(2.1)

254
(12.1)

99
(4.7)

102
(4.9)

13
(0.6)

102
(4.9)

849
(41.0)

162
(7.7)

출처: 법무연수원, 2017 범죄백서, 669면.

한편, 6호 처분은 중간처우로서 9호･10호 처분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6호 처분의 수

탁기관의 경우 그 숫자가 충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

되고 있어 재정적으로 열악하다는 구조적인 문제와 함께, 기관마다 제공되는 프로그램이나 

허용되는 자유의 범위가 상이하고, 표준화된 교육 프로그램 및 매뉴얼이 갖추어지지 않아 전

문성에 한계가 있다는 근본적인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84) 

라. 성인과의 분리수용

아동권리협약 제37호 c호, 베이징규칙 제13조, 하바나규칙 제29조는 성인과의 분리수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일반논평 제24호 초안도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소년법 제

63조도 성인과의 분리수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점은 형이 확정된 단계는 물론 체포･구속 

등 미결구금의 단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83) 2016년 보호처분의 인원은 23,526명이었는데, 8호 처분(병합처분 포함)은 1,015명(4.3%), 9호 처분은 770명(3.3%),
10호 처분을 받은 소년은 770명(3.3%)이었다(법무연수원, 2017 범죄백서, 637면).

84) 최정규 외,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소년사법제도 개선 연구, 2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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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형사절차와 소년보호절차가 이원화되어 있는 우리 소년사법제도의 구조상 현실에

서는 이러한 분리수용이 철저히 지켜지지 않는다. 소년보호사건에서 소년분류심사원이나 소

년원이 감호시설로 활용되는 것과 달리 소년피의자는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수용되기 때문이

다. 그 결과 소년이 구치소에서 3-4개월 동안 성인과 함께 수용된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85) 

2. 최근 입법 동향에 대한 검토

소년사법제도의 운영에 대한 검토와는 별도로 입법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최근 일련

의 소년사건들을 계기로 소년법, 형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정강력범

죄법)｣ 개정안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고, 이러한 입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면 소년사법의 운

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먼저, 2019년 5월 2일 현재 20대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소년법 개정안은 총 34개인데,86) 

그중 피해자 권리 관련 4개 법안87), 보호처분 등 처우 관련 4개 법안88), 우범소년 관련 3개 

법안89), 보호절차의 적정화 관련 2개 법안90), 조회응답 관련 2개 법안91), 기타 4개 법안92)을 

제외한 15개 법안93)은 촉법소년 연령의 조정, 형벌 또는 보호처분의 강화, 구속 요건의 완화, 

특정강력범죄의 보호사건 제외, 형의 완화 및 부정기형의 기간 상향, 가석방 허가 기간의 연

장, 자격제한 특례규정 삭제 등 연령 조정 또는 형사제재의 강화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한 형사책임연령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 6개94)와 소년에 대한 처벌 강화를 담고 

있는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 9개95)가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다.96)

이와 같이 이들 개정안의 상당수는 국제준칙의 내용과 상반되는 형벌 가능 연령층의 확대, 

85) 최정규 외,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소년사법제도 개선 연구, 255면.
86) 원래 37개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2개 법안에 대해서는 법사위가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폐기
되었고, 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공포되었다(법률 제15757호, 2018. 9. 18, 일부개정).

87) 김삼화-2009812; 정춘숙-2010766; 금태섭-2017512; 김삼화-2018698.
88) 정성호-2003451; 오신환-2007331; 김진태-2008183; 금태섭-2016688.
89) 백혜련-2005857; 권미혁-2006246; 김상희-2006264.
90) 송기석-2010942; 백혜련-2018752.
91) 백혜련-2008403; 김민철-2018739.
92) 이용주-2008171(소년비행예방협의체 관련); 송기석-2010827(촉법소년 임시위탁영장); 박광은-2016182(자구수정);

주승용-2017071(열람･등사).
93) 하태경-2009133; 장제원-2009168; 김정우-2009183; 전혜숙-2009187; 김도읍-2009192; 이석현-2009212; 박덕흠

-2009314; 손금주-2009318; 박범계-2010401; 원유철-2014506; 어기구-2014521; 강효상-2015327; 박맹우-2016764;
김경진-2016772; 표창원-2016811.

94) 장제원-2009164; 김도읍-2009215; 이석현-2009221; 박덕흠-2009319; 강효상-2015334; 표창원-2018037.
95) 표창원-2008283; 김정우-2009814; 전혜숙-2009191; 이석현-2009207; 김도읍-2009210; 박덕흠-2009320; 손금주

-2009323; 박맹우-2016763; 김경진-2016771.
96) 이들 입법안에 대한 검토로는, 김혁, “형사책임연령과 소년법 개정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비교형사법연구 제
21권 제1호, 2019, 257-2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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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제재의 강화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일반논평 제24호 초안에서 아동권리위

원회는 연령과 관련하여 형사책임연령의 기준을 14세로 설정하고 16세 미만자에 대한 자유박

탈을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때, 책임연령의 하향 시도는 이러한 권고에 완

전히 역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Ⅴ. 소년사법제도의 개선방향

1. 종합적 소년사법체계의 구축

1) 소년보호･형사절차의 일원화

소년사법 담당자들의 전문성 제고에 관한 문제는 국제기준이나 권고사항들을 언급할 것도 

없이 소년사법제도의 개선을 거론할 때마다 빠짐없이 지적되어 온 사항이다. 소년사건수사 

및 재판을 전담하는 전문 경찰관, 전문 검사, 전문 법관의 배치 필요성 등 그 대책도 그동안 

수없이 반복하여 제시되어 왔고, 실제로 일선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과 완비 및 전문 경찰관 배

치, 소년전담검사제도, 가사소년전문법관제도 등을 통해 일부는 실현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소년사건처리절차의 정체성이 완전히 확립되지 않는 한, 핀포인트적 대책만으로는 문제 해결

에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승진과 보직 인사, 순환배치의 필요성, 조직의 탄력성 유

지 등 해당 기관이나 담당자들의 현실적 요구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물론 그

렇다고 하여 소년사법 종사자들에 대한 전문성 강화 훈련 또는 교육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

니고, 전문성 강화 훈련은 국제기준 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임은 분명하다.

사실 소년의 특성에 대한 이해부족, 유사한 제도의 중복 운영, 절차의 지연, 기관간 협의의 

부재와 같은 문제들은 소년사법절차가 형사절차와 보호절차로 이원화되어 있는 데에서 기인

하는 측면이 적지 않다. 범행의 내용, 중대성에 따라 향후 진행될 재판절차가 달라, 범죄가 중

한 때에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취약한 특성과 불완전한 책임능력을 가진 소년이라는 점을 

망각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 결과 소년사건에서 중시되어야 할 환경적, 인격적 요소에 대한 

조사나 검토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는 소년의 형사절차와 소년절차를 일원화하고 소년재

판을 담당하는 소년전문법원을 확대,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한다는 소년법의 목적은 소년의 보호처분뿐만 아니라 형벌 부과의 장면에

서도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이다. 소년이 어느 절차의 대상이 되느냐에 따라 소년의 특성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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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절차상 배려 내지 피해자 권리 보장의 내용이 달라지도록 방치하는 것은, 적정절차는 물

론 소년 및 피해자의 권리 보장과도 조화되지 않는다. 소년사건 전문법원에서 형사제재(그것

이 보호처분이든 형벌이든 상관 없이)에 관한 재판을 담당하도록 한다면, 절차지연의 문제나 

전문성의 문제가 따로 제기될 여지가 없을 것이다. 형벌을 고려할 때에도 조사관이나 보호관

찰소를 활용한 인격적･환경적 조사를 중시하는 재판문화가 형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절

차의 일원화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절차적 보장이 미흡했던 촉법사건 및 우범사건의 처리절차

에서도 해당 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실무적, 입법적 대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하는 계기

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방향은 소년법원의 설치와 사법기관의 전문화를 요구하는 아동권

리협약 및 일반논평 제24호 초안의 권고 내용과도 일치한다.

2) 다기관으로 구성된 상설 협의체 운영

기관별로 파편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제도들을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재조정

하는 작업은 효과적인 소년사법제도를 구축하는 데에 있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작업이

다. 법원이 배제된 지금의 소년비행예방협의회에 법원을 참여시키고, 각 부처의 원활한 협조

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협의회의 의장을 국무총리로 격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행정부

의 협의회에 법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의 수

립에 앞서 법원의 의견을 조회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별로도 경찰, 검찰, 법원, 보호관찰소,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건선별협의체를 

구축, 운영할 필요가 있다. 사건선별협의체에서는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하여 훈방, 기소

유예(조건부 기소유예), 기소, 소년부송치의 기준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고, 각 단계에서 실시

되는 소년의 인격 및 환경조사에 관한 내용과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입프로그램

의 내용을 공유함으로써 중복 프로그램의 난립을 방지하고, 소년사법절차의 각 단계에서 이

전 단계의 개입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년으로 하여금 사실상 이중처벌이라는 

인상을 갖게 하거나 차별성 없는 유사 프로그램을 중복 이수하도록 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향이야말로 종합대책의 마련을 권고하는 일반논평 제24호 초안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3) 각종 개입수단에 대한 검증 및 평가 

일반논평 제24호 초안에서 아동권리위원회는 독립된 기관으로 하여금 다이버전 프로그램 

등 소년사법의 실무 전반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실무의 개선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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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동안 소년사법 실무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이 부족했다는 점을 고려

할 때, 증거에 기반한(evidence based) 소년사법을 운영하기 위해서도 각종 개입프로그램이나 

보호처분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소년비행예방협의

회 규정｣ 제9조는 소년비행협의회의 의장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연구소, 대학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에 실태조사 및 연구 등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검증작업을 위해서는 소년이나 사건정보에 대한 접근이 필수적인데, 전술한 바와 같

이 현행법 하에서는 실태조사나 연구의 범위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년법 제70조를 

개정하여 제한된 범위 안에서 학술연구나 실태조사를 위한 조회 응답을 허용함과 동시에, 사

건 정보의 목적 외 유출 및 제공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둠으로써 소년사법제도의 검증

작업을 보장하면서도 소년의 사생활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97) 미국

의 경우에도 미국변호사협회가 제안한 ｢소년 비행기록의 비밀 및 폐기에 관한 모범 법률안｣
에 따르면, 사건기록에 관한 자료의 일반 공개를 금지하면서도(제4조 a항), 주 정부기관의 허

가를 받은 연구자 또는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소년의 사건 기록 등을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동조 c항).98)

2.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소년사법의 운영

1) 다이버전의 체계화

일반논평 제24호 초안의 권고 내용대로 다이버전을 소년의 이익 및 권리에 부합하는 방식

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경찰 및 검찰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훈방, 기소유예, 조건

부기소유예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첫째, 다이버전의 대상, 요건, 효과를 소년법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경찰 실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훈방을 회색지대에 방치하는 것은, 소년의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만 아니라, 절차의 적정성에도 꾸준히 문제를 야기할 있다. 또한 기소유예나 조건부 기소유예 

역시 비록 형사소송법과 소년법에 근거가 있기는 하지만, 양자의 대상이나 요건, 효과에 관해

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어서, 실질적인 처분의 기준이나 제도상 차이를 가늠하기 어렵다. 조건

부 기소유예의 경우 비록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소년에 대하여 일정한 의

97) 구체적인법률안에대해서는, 김혁, 소년사건에서의정보공유의필요성과조회응답제한(소년법제70조)의재검토, 134면.
98) American Bar Association, ｢Model Act Governing the Confidentiality and Expungement of Juvenile Delinquency

Records｣,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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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 이행을 조건으로 부가하기 때문에, 단순 기소유예에 비하여 그 대상이 한정되어야 함은 

명확하다. 반면에 단순 기소유예의 경우 특정 의무의 이행이 기소유예를 위한 전제조건은 아

니므로, 처분에 대한 신뢰의 정도, 법적 안정성, 소년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재기

수사를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이때 피해자의 권리를 부당히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수사단계에서의 다이버전을 단계화, 

체계화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입법 기술상 일단 죄종, 연령을 기준으로 훈방, 단순 기소유예, 

조건부 기소유예의 대상을 구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경찰단계에서의 훈방은 우

범소년, 촉법소년,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벌금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범죄소년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99) 물론 이와 같이 대상을 형식적으로 한정하게 되면 다이버전

의 범위가 지나치게 축소된다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요보호성

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보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한다. 즉 다이버전의 대상범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년에 대한 인격･환경조사를 거쳐 소년

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훈방, 단순 기소유예, 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한다면, 다이버전의 대상이 부당히 축소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조건부 기소유예의 경우 소년의 문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보호나 지원 등의 

개입을 전제로 하므로, 소년의 특성에 대한 조사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져야 한다. 따라서 

검사 결정전 조사를 지금과 같이 검사의 재량에 맡길 것이 아니라(소년법 제49조의2), 이를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다이버전의 결정에 앞서 사건 관련자들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훈방, 

기소유예, 조건부 기소유예의 경우 소년은 물론 보호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은 당연한데, 

이러한 점이 누락되지 않도록 실무에서 활용 가능한 참여권 보장 체크리스트를 도입, 운영하

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다이버전에 앞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는 절

차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한다. 물론 이때 다이버전을 위하여 피해자를 이용한다거나, 

피해자의 소외화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 피해자는 재판절차진술권이라고 

하는 자신의 권리 보장은 물론, 소년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도 결코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존재

이다. 다이버전 결정시 피해자의 절차 참여를 보장하지 않을 경우 기소유예, 조건부 기소유예

를 하더라도 고소인인 피해자가 검찰항고, 재정신청을 통해 해당 처분에 불복하면, 다이버전

은 최종적인 처분으로 기능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이익과의 충돌을 해소하고, 

99) 이 부분은 형사소송법의 개정방향에 따라서도 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인데, 향후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부
여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대상범위에 관한 논의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형사소송법과는 별도로 소년
법에 훈방에 관한 권한 및 범위를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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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의 권리보장을 함께 도모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다이버전을 회복적 사법과 연계하

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영국의 경우에도 소년주의처분의 부과 과정에서 반드시 피해자의 

절차 참여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범죄에 대한 의견 및 회복적 사법 절차

에 대한 참여 의사를 확인함으로써 소년주의처분이 그 자체로서 회복적 사법의 일환으로 활

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00)

셋째, 다이버전에 부가되는 개입의 경우 처벌적인 형태로 운영되어서는 안 되고, 프로그램

의 내용과 운영에 있어서도 전문성이 보장되어야 된다. 특히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

유예는 보호처분과 다를 게 없어서, 낙인 효과를 방지한다는 다이버전의 장점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동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프로그램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전

술한 사건선별협의체를 운영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2) 국선변호인･국선보조인제도의 확대

수사절차에서의 변호인의 존재나 소년보호재판에서의 변호사 자격이 있는 보조인의 존재

는 소년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자신의 절차 참여를 원활히 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소년의 경우 가정환경이나 경제적 여건 상 직접 변호인(보조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특히 국선변호인(보조인)의 법률 조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게다가 

소년보호재판은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피의자신문 또는 조사 과정에서의 

방어권 보장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고, 수사기관에서의 변호인이나 보조인의 

참여는 자백의 강요 등 부당한 수사를 감시함으로써 소년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는 소년사건의 경우 수사의 초기단계에서부터 국선변호

인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국선보조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

가 있다. 다만, 모든 소년에게 국선변호인 또는 보조인을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

므로,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거나, 조사과정

에서 보호자가 동석할 수 없는 경우를 국선변호인(보조인)의 우선 선정 대상으로 설정하는 방

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소년보호재판에서도 무상으로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변호사 자격이 없는 보조인만으로는 충분한 법적 조력을 제공해 줄 수 없다. 적어도 소년이 소

년분류심사원에 임시위탁 되어 있거나, 소년부 판사의 보호처분결정에 항고 의사를 표시한 때

100) Ministry of Justice, Youth Cautions: Guidance for Police and Youth Offending Teams, 2013, paras.7.1-7.2; 김혁,
“영국에서의 다이버전과 회복적 사법의 최근 동향 및 그 시사점”, 경찰학연구 제17권 제1호, 2017, 18-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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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보조인을 선정하도록 하는 제도를 두어야 할 것이다. 구금 중에 있거

나 재판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 조력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3) 소년 및 보호자의 참여권 보장

비행사실 등에 대한 공방은 처분결정에 기초가 되는 사실을 확정하는 과정이므로, 소년의 

적극적인 절차 참여가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행사실을 다투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는 기록의 열람･등사에 제한이 있고, 소년보호재판의 졸속 진행으로 그러한 

절차가 사실상 형해화 되고 있는 등 현실에서는 소년의 참여권이 상당부분 제약되고 있다. 소

년보호재판의 졸속 진행의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소년법원의 확대, 인력의 증원, 소년절차의 

일원화를 통한 전문성 제고 등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소년이나 보호

자에 대하여도 기록의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물론 요보호성

에 관한 기록의 경우 출생의 비밀 등 그 성질상 소년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소년의 

성장발달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판사의 허가를 받도

록 하더라도, 적어도 비행사실과 관련된 기록이라면 타인의 개인 정보가 기재된 사항을 제외

하고 해당 기록을 자유롭게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소년의 절차 참여권 보장

에 합치될 것이다.

한편, 보호자의 참여권은 소년에 대한 부당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수사절차

에서 철저하게 보장될 필요가 있다. 그 일환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소년을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신문할 경우 원칙상 신뢰관계자의 동석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이 경우 신뢰관계자의 참여 없이 작성된 조서는 적

법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써 증거능력이 배제될 것이므로(제308조의2), 보호자의 참여권 보장

을 위한 가장 실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소년법에 아무런 근거 조문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촉법소년 및 우범소년에 대한 경찰의 조사 과정 역시 정비가 필요하다. 연령 또는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보아 범죄소년에 비하여 이들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유형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조사단계에서의 법적 보호 장치가 전무하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 않

을 수 없다. 구체적으로는 소년법 제2장에 경찰조사에 관한 절을 따로 규정하여 진술의 영상

녹화, 전술거부권 등의 고지, 수사과정의 기록, 신뢰관계자의 동석, 국선보조인의 선정 등의 

규정을 두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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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생활의 비밀의 완전한 보장

아동권리위원회는 국가에 의한 범죄사실의 공표를 엄격히 제한함은 물론, 미디어 등 사인

에 의한 사생활 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규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소셜 미디어 등에

서 소년의 실명과 사진이 게재되는 등 새로운 형태의 사생활 침해가 문제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종래의 매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소년법 제68조는 더 이상 소년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보루로서 제 기능을 담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따라서 소년법 제68

조를 개정하여 표제어를 “보도 금지”에서 “신상정보공개의 금지”로 변경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의 공개행위를 규제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101)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의 취급에 있어서도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부합되는 

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다. 먼저, 범죄경력자료의 보존 필요성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하

더라도, 판례의 태도대로 해당 전과기록이 향후 누범 가중의 전과로 취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은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내용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소년의 개선 갱생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문제는 소년 시기에 범한 죄를 누범 가중의 대상에서 제외함을 명문으

로 규정하거나, 소년법 제32조 6항과 유사한 내용을 소년의 형사사건에 관한 장에도 규정함으

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사경력자료 역시 사실상 전과로 취급되거나 불이익한 자

료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보호처분이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

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소년법 제32조 6항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

였다는 내용의 수사경력자료가 향후 수사, 재판, 취업 등의 자료로 활용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형실효법 제8조의2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수사경력자료 중 소년부 송

치를 시사하는 내용의 경우 성인이 되는 즉시 해당 기록을 삭제하도록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5) 자유박탈의 제한 및 성인과의 분리수용

소년의 자유박탈은 최대한 자제되어야 하지만, 수사 또는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소년

의 신병확보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이때에도 일반 형사시설로부

터의 악영향에 취약한 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속의 폐해를 감쇄할 수 있는 대체 구금수단

이나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에도 구속을 대신하

는 조치로 관호조치102)를 할 수 있고(일본 소년법 제17조 1항 2호), 구속을 하더라도 구속장

소를 소년감별소103)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제44조). 유치장이나 구

101) 자세한 사항은, 김혁, “소년사건에서의 신상공개와 보도금지”, 79-83면.
102) 우리의 임시위탁에 해당한다.
103) 우리의 소년분류심사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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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소보다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소년을 수용하는 것이 혼거수용이나 악풍감염과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므로, 구속을 대신하는 제도로서 임시위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구속장소를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지정하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볼 만하다. 다만, 소년분류심

사원이 전국에 하나밖에 없어, 동 제도의 전면 도입에는 일정한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중･장기적으로는 소년분류심사원을 증설하여 소년분류심사원으로 하여금 임시위탁을 포함한 

미결소년수용시설로서의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대행 소년원의 문제도 함

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소년보호절차에서 미결구금의 기능을 가지는 임시위탁 역시 소년의 인권을 보장하는 방식

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성인구금시설과 같은 징계조치가 활용되어서는 안 되고, 정치하지 못

한 임시조치의 요건에 대해서도 정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임시조

치의 요건을 구속 사유에 준하는 수준으로 구성하되, 소년의 인격적･환경적 특성에 관한 조사

의 필요성을 추가 요건으로 설정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임시조치에 불

복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어야 한다.104) 일본의 경우에도 소년, 보호자 또는 보조인이 관호

조치의 결정이나 연장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일본 소년

법 제17조의2). 소년부 판사의 직권으로만 임시조치의 취소･변경이 가능한 현행 제도는 아동

의 주체성을 강조한 아동권리협약에 정합하지 않는다. 임시위탁이 미결구금의 성격을 가짐을 

부정할 수 없는 한, 형사절차와 마찬가지로 소년 또는 보호자, 보조인에게 구속적부심사청구

권과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거나 위탁변경 또는 취소 청구권을 부여하고, 그에 대한 결정에 불

복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소년의 자유박탈을 제한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첩

경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보호처분에 있어서도 중간처우시설인 6호 시설을 개방형으로 운영하여 9･10호 

처분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6호 시설의 부족, 열악

성, 예산상의 한계, 전문성 부족 등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아동보호

치료시설(소년보호시설)의 운영을 국가사무로 전환하고, 시설 및 운영의 표준화 작업을 실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자유박탈의 최소화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때 법익침해행위

를 직접적으로 하지도 않은 우범소년에 대하여 소년원 송치와 같은 자유박탈처분을 허용하는 

것은 아동권리협약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적어도 우범소년에 대해서는 촉법소년 또는 범죄소년과는 차별화된 보호처분으로 대응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104) 조기영, “소년사법과 적법절차의 원칙”, 소년보호연구 제23호, 2013, 2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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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한 여러 국제준칙들은 아동에게도 소년사법절차상 자유권과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명언하면서도, 아동만이 가지는 고유한 취약성에 착안하여 소년사법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을 상세히 열거하고 있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은, 아

동이나 소년을 특별히 처우해야 할 당위성은 아동이나 소년의 범죄를 단순히 관대하게 취급

해야 한다는 데에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 및 권리에서 근거 지

워진다는 점이다. 즉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준칙들이 상정하는 아동에 대한 보호는, 공정한 절

차 내에서 방어권이 보장되는 가운데 아동이 저지른 법익 침해의 내용, 책임의 정도, 인격적･
환경적 특성 등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처분결정을 함으로써 아동의 인권이 부당히 침해되는 

사태가 없도록 하라는 의미이지, 아동의 범죄나 비행을 단순히 면책하라는 뜻이 아니다.

그렇다면 소년사법의 운영 및 입법과정에서 인권에 관한 국제기준을 중요시해야 할 당위

성은 소년의 형벌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지와 무관하게 공히 긍정될 

수밖에 없다. 특히 소년보호･형사절차의 일원화, 다기관으로 구성된 상설 협의체 운영, 각종 

개입수단에 대한 검증 및 평가, 다이버전의 체계화, 국선변호인･국선보조인제도의 확대, 소년 

및 보호자의 참여권 보장, 사생활의 비밀의 완전한 보장, 자유박탈의 제한 및 성인과의 분리

수용 등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정책적, 입법적 과제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근래 발생한 일련

의 소년범죄에 대한 흥분을 잠시 가라앉히고, 이러한 과제들의 해결을 위하여 지혜를 모으는 

것이야말로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한 걸음이나마 나아가는 데에 보탬이 되는 길

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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