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법학박사 학위논문

보안처분과 국가형벌권 한계

2018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형법전공

강 민 구



보안처분과 국가형벌권 한계

지도교수  한 인 섭

이 논문을 법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형법 전공

강 민 구

강민구의 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8년  8월

위 원 장 (인)

부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 i -

국문초록

  우리나라는 성범죄에 관한한 신상공개‧고지, 성충동 약물치료 등을 중

복 병과하는 세계적으로도 예외적인 보안처분 엄벌주의 국가다. 이와 관

련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 논의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형사사법이 당

면한 근본 문제다. 이 논문은 신상공개‧고지, 성충동 약물치료를 중심으

로 국가형벌권 한계를 일탈하였음을 주장한다.

  첫째, 자유박탈적이지 않은 보안처분이라 해도 전근대적 형벌 속성이 

짙은 보안처분에는 국가 형벌권 행사의 한계 논의를 적용할 수 있다. 근

대적 법치국가의 형벌권 목록에서 삭제되었던 인격‧명예 박탈적인 수치

형 또는 신체주권성 박탈적인 거세형․신체형의 속성이 짙은 보안처분도 

보안감호와 마찬가지로 형벌적 보안처분이기 때문이다.

  둘째, 신상공개‧고지는 수치형의 속성이 짙고 성충동 약물치료는 거세

형․신체형의 속성이 강하다. 신상공개‧고지가 전근대적 수치형에 비해 시

간제한성‧공간특정성 마저 탈각된 낙인을 찍는 디지털 수치형이라면, 성

충동 약물치료는 성기능 자체를 불구화시키는 비외과적(내과적) 거세형

이자 강제적 약물투여로서 신체형에 가깝다.

  셋째, 수치형 또는 거세형․신체형적 성격을 지닌 보안처분은 자유민주

주의 국가의 형벌권 행사의 궁극적 목적인 사회복귀에 정면으로 배치된

다. 신상공개‧고지는 장시간 제도적‧대중적 수치감을 주며 성충동 약물치

료는 치료가 아닌 성기능 자체를 강제 무해화하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기존 연구와 판례가 주목해 온 성범죄자 차원의 기본권 제

한이 아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형사사법 차원에서 정당성을 논증하였

다. 위 처분들은 성범죄자를 범죄예방의 단순한 객체로 취급하며 잔혹하

고 비인간적인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한다. 성범

죄의 재범방지와 사회방위는 사회복귀와 상충되지 않는 처벌의 확실성, 

신상등록‧제한고지‧치료감호‧보호관찰‧이수명령으로도 달성 가능할 것이다.

주요어: 보안처분, 국가형벌권 한계, 자유민주주의 형사사법, 신상공개, 

신상고지,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수치형, 거세형, 신체형, 무해화

학  번: 2014-30450



- ii -

목     차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 1

제 2 절 기존 연구의 검토 ···················································· 3

    1. 보안처분에 대한 한계 법리 ·············································· 3

    2. 수치형적 형사제재 ······························································ 8

    3. 거세형‧신체형적 형사제재 ·················································· 17

제 3 절 논증의 개요 ······························································ 25

제 2 장 성형법과 보안처분 집행통계 ······················ 29

제 1 절 한국적 보안처분 엄벌주의 ···································· 29

제 2 절 강성적 제‧개정과정 및 집행통계 ························· 33

    1. 신상정보 공개‧고지 ······························································ 33

    2. 성충동 약물치료 ·································································· 37

    3. 중복 병과 집행현황 ···························································· 39

제 3 장 형식적 이원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 44

제 1 절 정치적 도입과 절충적 헌법개정 ·························· 44

    1. 유신시대 정치적 도입과 사법부 우회 ···························· 44

    2. 절충적 ’87 헌법개정 ·························································· 55

제 2 절 독일 이원주의 선별이식과 강성화 ······················ 57

    1. 이원주의와 헌법원리 적용범위 간 혼동 ························ 57

    2. 독일 이원주의 선별이식과 형식화 ·································· 63

    3. 중복 병과주의와 개정형법가안 ········································ 66

제 3 절 형벌 개념 축소와 형벌적 보안처분 ···················· 69

    1. 형식적 이원주의와 형벌 개념 축소 ······························ 69

    2. 전근대적 형종 요소와 형벌적 보안처분 ························ 74



- iii -

제 4 장 신상공개‧고지의 정당성 여부 ····················· 77

제 1 절 수치형적 속성 ················································· 77

    1. 수치형의 기본 구조: 낙인화와 체면깎기 ······················· 77

    2. 디지털 수치형: 실시간 온라인 열람․고지 ······················ 81

제 2 절 국가 차원의 형사법적‧헌법적 정당성 ··············· 84

    1. 형사법적 정당성 ·································································· 84

      가. 국가의 형벌권 포기와 대중에의 양도 ······················· 84

      나. 성도덕과 성난 대중: 사적 제재와 자경주의 ············ 87

    2. 헌법적 정당성 ······································································ 89

      가. 제도적, 내면적 수치심 부여 ········································ 89

      나. 궁극적 목적인 사회복귀 이념과의 상충 ··················· 90

      다. 자유와 권리의 비동등 처우 ········································· 92

제 3 절 국가형벌권 한계 일탈 ····································· 96

제 5 장 성충동 약물치료의 정당성 여부 ················ 100

제 1 절 거세형적 속성 ················································· 100

    1. 신체적 불구화: 치료와의 차이 ········································· 100

    2. 정신적 불구화: 강제적 정신개조 ····································· 106

제 2 절 신체형적 속성 ················································· 110

    1. 강제 약물주입과 신체주권성 침해 ·································· 110

    2. 강제적 의료처우의 한계 ···················································· 112

제 3 절 국가 차원의 형사법적‧헌법적 정당성 ··············· 115

    1. 형사법적 정당성 ·································································· 115

      가. 가역적․일시적 기능무해화 ············································ 116

      나. 치료사법 및 강제적 의료처우의 한계 ······················· 117

    2. 헌법적 정당성 ······································································ 121

      가. 제도적, 내면적 수치심 부여 ········································ 121

      나. 궁극적 목적인 사회복귀 이념과의 상충 ··················· 122

      다. 자유와 권리의 비동등 처우 ········································· 124

제 4 절 국가형벌권 한계 일탈 ····································· 126

제 6 장 결론 ································································ 129



- iv -

참고문헌 ········································································· 132

부록 ················································································· 143

Abstract ········································································ 160

표 목 차

[표 1-1] 논증의 개요 ········································································ 28

[표 2-1] 보안처분 중복 병과현황 ·················································· 43

[표 5-1] 거세의 분류 ········································································ 103

그 림  목 차

[그림 4-1]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 82

[그림 4-2] 부고회시례(負鼓回示例)(回述例) ····························· 82

[그림 4-3] 신상정보고지정보서 ······················································ 83

[그림 5-1] 강제급식 ·········································································· 114



- v -

부 록  목 차

[부록 2-1] OECD 구금율 비교 (2018. 5.) ······························· 143

[부록 2-2] 구금율 추이(’96-’16) ················································ 144

[부록 2-3] 2010년 전후 살인죄 양형기준표 ···························· 144

[부록 2-4] 세계 신상공개․고지 제도 도입 및 운영 현황 비교 145

[부록 2-5] 덴마크 화학적 거세 집행현황 (’89-’13) ··················· 146

[부록 2-6] 신상공개․고지 대상 범죄의 확대과정 ······················· 147

[부록 2-7] 신상공개‧고지 제도의 강성적 제정 및 개정과정 ··· 148

[부록 2-8]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처분별 현황 ···························· 152

[부록 2-9]죄명별 신상정보 공개�고지 분포 현황 ······················ 153

[부록 2-10] 성충동 약물치료의 강성적 제정 및 개정과정 ····· 155

[부록 2-11] 성충동 약물치료 선고 및 집행현황 (’17.9) ······· 156



- 1 -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에는 2000년대 이후 성범죄에 대한 강성적 형사정책의 일환

으로 신상공개․고지, 성충동 약물치료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도입되었고 

이는 형 종료자에게 중복 병과되고 있다1). 이는 1990년대 서구 엄벌주

의가 범죄 일반에 대한 구금기간의 상승으로 나타났던 것과 대비되는 한

국 형사사법의 특수성으로, 각 처분의 정당성과 한계 원리에 대한 해석

론과 법이론의 모색은 형사법학계가 당면한 근본적 연구주제가 되었다.

  이 연구는 신상공개․고지 및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가 디지털 수치형

(치욕형, 이하 ‘수치형’) 또는 현대판 거세형․신체형의 속성을 띤 보안처

분으로서 헌법 제10조에서 비롯되는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하

였음을 논증한다. 특히 기존 판례와 연구의 주된 경향인 피처분자의 기

본권 차원이 아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형벌권 한계 차원에 주목하였다.

  근대적 형벌개혁의 방향성은 신체형에서 자유형․벌금형으로의 전환 및 

형 집행의 비가시화로 요약된다. 그러나 신상공개․고지는 국가가 등록된 

상세 신상정보를 온라인에 실시간 열람․고지하고, 성충동 약물치료는 강

제적으로 약물을 주입해 성기능을 가역적‧일시적으로 불구화함으로써 개

혁의 방향성에 역행하는 전근대적인 반인도‧반문명적 제재인지 의심된다.

  성범죄의 재범방지 및 사회방위이라는 공익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그

러나 이는 처벌의 확실성 및 신상등록‧제한고지2)‧치료감호‧보호관찰‧이수

1) 한 예로, 주거침입강간죄 등을 범한 43세 피고인은 형벌로서 징역 25년을, 보안

처분으로 다시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신상공개․고지 1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

및 그 부착의 부가조건으로 주거제한, 출입제한, 접근제한, 음주제한, 이수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13096 판결.) 이외의 성

충동 약물치료와 신상공개․고지 등의 중복 병과 집행현황은 [표 2-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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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으로도 일정한 정도의 달성은 가능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형사사

법은 공익과 피처분자의 인권 간의 균형을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로 설

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상공개․고지 및 성충동 약물치료가 성범죄자를 범

죄예방의 단순한 객체로 취급하는지 및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형벌인지 

여부 및 이를 통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형벌목록으로서의 정당성 검토

가 요청된다.

2) 제한고지란 현재의 수치형적 요소가 강한 대중에의 일률적인 신상공개, 신상고지

가 아니라 아동 및 청소년과 그 부모 또는 보호자에 한정하여 합리적 필요성을

들어 경찰 등에 요청할 경우 신상정보를 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영

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나라에서 활용하고 있다.(국가마다의 구체적 모습은 다른

데 [부록 2-4] 참조) 그렇지 않고 현재의 신상공개 고지처럼 대중에게 그것도 정

보통신망을 통해 공개․고지하는 것은 ‘사이버 주홍글씨(cyber scarlet letters)’,

‘사이버 차꼬형(加, cyber pillories)’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이때 ‘사이버 차꼬

형’은 한 문헌에서 사용된 용어를 차용한 것이다.(“Now, Cyber Pillory Stocks”,

NAT’L L J. July 7. 1997 at A8. Dan Markel (2007). “Wrong Turns on the

Road to Alternative Sanctions: Reflections on the Future of Shaming

Punishments and Restorative Justice”. Texas Law Review, 85. p. 139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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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기존 연구의 검토

  1. 보안처분에 대한 한계 법리

  우리의 보안처분에 대한 한계 법리 문제는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헌

법적, 형사법적 조문이 적은 상황에서3) 판례는 “(보안처분은) 형벌과 그 

본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죄형법정주의나 일사부재리 또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보안처분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4)라며 형식적 

이원주의5)를 취함으로써 보안처분에 대한 한계법리 논의는 상당 부분 

형사법학계의 해석론과 법이론의 영역에 넘겨졌다6). 우리 형사법학계가 

판례상 형식적 이원주의에 기반한 보안처분 제한법리의 형해화를 비판하

는 방향은 두 가지 축으로 대별된다. 한 축은 이원주의 형사제재 체계를 

3) 우리 헌법과 일반 형법에서 ‘보안처분’이란 표현이 명시적으로 언급된 조문은 대

한민국헌법[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 제12조 제1항이 유일하다.(“제

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물론 1995년 형법

개정을 통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이 일반 형법에 포함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고, 이외에도 형사특별법에 개별 보안처분은 산재해있으나 형사제재 체

계로서 형벌에 대응되는 보안처분은 아직 일반 형법에 편입되어 있지 않다.

2011년 3월 25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1304)에는 보안처분(제83조), 비례성의 원칙(제83조의2), 보호수용(제83조의

3~83조의8), 치료수용(제83조의9~제83조의11)이 존재했으나 통과되지 않았다.

4) 대법원 1988. 11. 16. 선고 88초60 판결. (괄호 안은 연구자 추가)

5) 이처럼 형벌을 형법 제41조에 한정해 형식적으로 파악하고, 그 외의 형사제재인

보안처분에는 형벌에 적용되는 한계법리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

의 태도를 ‘형식적 이원주의’라 칭하기로 한다. 보안처분에 형벌에 적용되는 헌법

적 원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본 판례는 헌법재판소의 자유박탈적 보안처

분인 보호감호에 소급금지원칙이 적용된다는 결정(헌재 1989. 7. 14. 88헌가5

등, 판례집 1, 69)과 사회봉사명령에 대해 소급금지원칙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결

정(대법원 2008. 7. 24. 자 2008어4 결정)이 유일하다.

6) 이외에도 입법정책의 문제라는 입장이 있을 수 있으나(이진우 (1972). 『사회안

전법강해』. 법문사), 이는 제한 법리로서 기능하지 않아 여기서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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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하되 보안처분에도 헌법원리를 적용함으로써 실질적 법치국가의 요

청에 부합하는 이원주의를 주장하는 견해(판례의 형식적 이원주의와 구

분하여 이하 ‘실질적 이원주의론’이라 칭한다)이다. 다른 한 축은 형벌과 

보안처분의 준별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고 따라서 형사제재 일반에 대해 

헌법원리는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이하 ‘일원주의론’이라 칭

한다)이다.

  실질적 이원주의론의 선구적 연구자로서 이재상은 1978년 보안처분을 

행정기관의 행정작용의 일종으로 보는 입법례를 비판하며 보안처분을 형

법에 규정하여 범죄행위와 결합된 형사제재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7). 또한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어도 보안처분의 선고와 기간에 대해

서만큼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8). 김일수는 1990년에는 사회

보호법상 보호감호의 완화를 위한 입법개정을 주장하였고9), 2010년에

는 형벌 인플레이션 및 누범‧상습범 규정을 비판하며 형집행과 차별화되

는 보안감호의 도입을 통한 이원주의가 보다 합리적인 형사제재임을 주

장하였다10). 김성돈의 경우에는 이원주의 하 보호수용의 ‘명칭사기’ 폐

해보다 일원주의 하 보안형벌11)의 ‘형벌사칭’이 형법전반에 암암리에 더 

폭넓게 전개될 수 있다며 김일수와 유사한 주장을 하였다12). 송문호는 

보안형벌 및 누범․가중범과 보안감호는 택일관계임을 주장하였다13). 김

혜정14) 및 강우예․박학모15) 역시 중벌주의로 흐르지 않으면서도 형벌과 

7) 이재상 (1978). 『보안처분의 연구』. 법문사. p. 2.

8) 이재상 (1978). 위의 책. p. 32-33. 사회보호법의 소급규정에 입법에 대한 비판

으로 이재상 (1981). 『사회보호법론』. 법문사. p. 45.

9) 김일수 (1990). “형법개정과 제재제도의 개선방향”. <형사정책> 제5호. p. 20.

10) 김일수 (2010a). “「보호감호제도의 재도입 및 보안처분제도의 형법 편입」”.

<고려법학> 58권. pp. 365, 387, 389.

11) 김성돈과 유사한 의미로 배종대는 ‘보안형법’이라 칭하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

다. (배종대 (2004). “한국형사제재의 주요 쟁점”. <비교형사법연구> 제6권 제2

호. p. 16.)

12) 김성돈 (2010). “책임형법의 위기와 예방형법의 한계”. <형사법연구> 제22권

제3호. p. 29.

13) 송문헌 (2004). “헌법재판소와 형법상 이원주의.” <형사법연구> 제22호. p. 15.

14) 김혜정 (2017). 『대체형벌』. 피앤씨미디어.

15) 강우예 박학모 (2009). 『형사법개정연구(Ⅳ) 보안처분제도의 정비방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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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대체, 보완하는 보안처분 간의 이원주의를 통해 합리적 형사정책이 

가능함을 주장하였다. 

  한편 일원주의론의 선구적 학자로 심재우는 1988년 형벌과 보안처분

이 같으냐 다르냐는 질문에 대해 본질, 목적, 성질, 근거 차원 모두에서 

양자를 구분할 수 없다16)고 법이론적으로 주장하였고, 이승호는 1991

년 법사회학적 관점에서 사법처분이 아닌 행정처분에 의한 구금문제를 

일원주의에 입각하여 문제제기 하였다.17). 이어 이승호는 2012년 신종 

형사제재의 활용을 위해 형벌의 위력을 폄훼해서는 안 되고, 위험성은 

책임을 보안처분은 형벌을 초과할 수 없다18)며 이원주의에 대한 이론적 

문제제기를 하였다. 이호중의 경우에는 보안처분이라는 법형식에 의한 

국가형벌권의 변칙적 확장의 근본적인 해법으로 이원주의 극복을 꼽으

며, 대체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한 보안처분에도 이중처벌금지원칙이 적

용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19). 이경재20)‧최정학21)은 형사제재의 관점에

서 보안처분은 실질적으로 형벌임을 주장하였고, 고명수22)는 재범의 위

험성이 이중․삼중으로 평가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주의로의 전

환을 주장하였다.

  실질적 이원주의론과 일원주의론은 형사제재의 목적, 기능, 본질 등에 

관해 상반된 법이론적 관점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현재 판례의 

형사정책연구원.

16) 심재우 (1988). “형벌과 보안처분 – 보안처분법의 개선을 위하여”. <고시연구>

169호. pp. 41-52.

17) 이승호 (1991). “우리나라 보안처분류 제재체계의 전개에 관한 법사회학적 고

찰”. <인제논총> 제7권 제1호.

18) 이승호 (2012). “형사제재의 다양화와 형법의 기능”. <형사법연구> 제24권 제3

호. p. 85.

19) 이호중 (2013). “사회안전과 형사실체법의 변화, 과제와 전망 – 신자유주의 안

전담론을 중심으로 -”. <형사법연구> 제25권 제3호. pp. 301-302.

20) 이경재 (2016). “性犯罪者에 대한 형사제재의 다양화를 둘러싼 의문점”. 『한국

형사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6권 3호. p. 51.

21) 최정학 (2014). “엄벌주의와 범죄예방-아동 성범죄의 사례-”. <민주법학> 24

권. pp. 227-228.

22) 고명수 (2013). “보안처분의 중복부과에 대한 연구-성범죄를 중심으로”. <서울

법학> 제21권 제2호. pp. 3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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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이원주의가 헌법, 형사법 원리를 우회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그리고 소급금지원칙 등 헌법적 제한원리를 보

안처분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견해를 같이 한다. 가령 실

질적 이원주의론의 연구 흐름 속에 선 김성돈은 형벌이냐 보안처분이냐

는 법적 요건에서 책임성이냐 장래의 재범의 위험성이냐로 준별될 수 있

다는 이원주의적 입장을 취한다. 그러나 동시에 그 법적 효과에 있어서

는 기본권제한성을 수반하는 강제적 국가제재라는 점에서 형벌과 보안처

분에는 동일한 헌법원리가 적용되어야 함을 헌법 제12조 제1항 해석론

으로 주장함으로써23) 적어도 보안처분의 제한법리에서는 일원주의와 거

의 유사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앞서 본 일원주의론에 속하는 일군의 학자들 역시 형벌과 보안처분 간 

개념적, 논리적 차원에서 이원주의적 분류 자체가 불가능하다거나 우리

의 형사제재 체계가 형벌과 보안처분의 이원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점 자

체를 비판하기 보다는 새로 도입되는 형사제재를 형법 제41조에 열거되

지 않았다고 해서 순수한 보안처분이라고 분류하고 더 나아가 헌법원리 

적용에서 양자를 준별하는 판례에 대한 비판에 가깝다. 그래서 보안처분

에 대한 한계법리에 있어서 적어도 보안감호 재도입여부나 그와 같은 구

체적 제도의 이중처벌금지원칙에 대한 태도24)를 제외한다면 양자는 유

23) 김성돈 (2016). “형법의 과제, 형법의 한계 그리고 리바이어던 형법 – 국가폭력

의 경우, 형법과 국가 및 개인의 관계에 관한 패러다임의 전환 -”. <형사법연구>

제28권 제4호. p. 12. 이런 주장에 대한 헌법해석론적 논증으로 김성돈 (2013).

“보안처분과 소급금지원칙.” <형사법연구> 제25권 4호 참조. 신동운 역시 우리

헌법조문에 대한 해석론을 통해 보안처분에도 소급금지원칙이 적용됨을 주장한

바 있다. (신동운 (1998). “보호관찰의 법적 성질과 소급효문제-1997. 6. 13. 97

도703, 공1997, 2109”. <고시연구> 98.6. p. 172.)

24) 이원주의론은 – 실질, 형식을 불문하고 - 이중처벌금지원칙에 도출되는 헌법

제13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처벌 및 헌법 제 12조

제1항에 명시적으로 언급된 보안처분이라는 단어를 볼 때 처벌이란 형벌만을 의

미한다고 본다. (오영신 (2016). “형벌법규의 위헌심사기준에 관한 연구”. 성균관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 223-225).

그러나 일원주의론에서는 처벌에 형벌, 보안처분을 모두가 포함되며 조문해석론

에서도 ‘거듭’에 강조를 두어 국가형벌권을 실현하는 형사제재이고 국민의 자유

에 대한 박탈 또는 제한을 낳는 경우 즉 이름이 무엇이든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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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 측면도 적지 않다는 점을 강조해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보안처분

에 대한 한계법리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양자는 때로는 함께 때로는 대립

하는 일종의 공동 목표를 향한 긴장과 협력의 관계라고 평가해볼 수도 

있다.

  그러나 실질적 이원주의론이나 일원주의론은 공통적으로 형사제재체계 

차원에서 보안처분에 대한 한계 법리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개별적 보안

처분 자체의 정당성에 대한 한계 법리를 구성하는 것과는 구별해서 이해

할 필요가 있음은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서 비롯되는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에 주목하여, 신상공개․고지 및 성충

동 약물치료가 형벌적 보안처분임을 살펴본 뒤 이들을 위 국가형벌권 행

사의 한계에의 일탈 여부를 검토한다. 판례의 확고한 이원주의 조차도 

형벌적 보안처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형벌에 적용되는 소급금지원칙 

등 헌법적 한계 법리를 적용하고 있는 바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 논의

에도 이는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판례는 보안감호 등 

자유박탈적 보안처분에 대해서만 형벌적 보안처분으로 인정하고 있어 그 

외에도 전근대적 형벌인 수치형적 거세형․신체형적인 형벌적 속성을 가

진 보안처분도 존재함을 추가적으로 논증하였을 뿐이다.

로 부과되는 형사제재 모두가 해당된다. 이 경우 형벌과 보안처분의 집행에서 대

체주의여야만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반이 아니게 된다. 흔히 대체주의를 선

고는 이원주의이고 집행은 일원주의라며 절충론이라고 말하곤 하지만 대체주의

는 사실 병과주의 및 우리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원칙을 전제로 할 때는 일원주의

에 가까운 절충론이다. (이호중 (2013). 앞의 논문. p.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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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치형적 형사제재의 정당성

  수치형적 형사제재의 정당성에 대한 선행연구는 구금형의 대안으로서 

수치형 도입 여부를 둘러싼 미국에서의 연구와 신상공개․고지 제도에 대

한 한국에서의 연구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미국은 세계적으로 드물

게 신상 공개‧고지제도를 1996년부터 장기간 운영해 오고 있고25) 1970

년대 중반부터 하급심에서 수치형 판결을 내리고 있는 나라로26), 1990

25) 신상공개․고지제도와 신상정보등록제도는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

중 신상공개․고지는 미국과 캐나다의 고유한 제도라 볼 수 있다. 미국의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제도인 메간법(Megan’s Law)은 1996. 5. 16. 빌 클린턴 대통령이

서명하여 처음 도입되었고, 2006년 연방정부가 미국 연방 아담 월시 (아동) 보호

및 안전법(Adam Walsh Protection and Safety Act) 제정시 그 일부로 미국 연

방 신상정보등록 및 고지제도(The Sex Offender Registration and Notification

Act: SORNA)를 제정해 주별 입법의 최소기준을 구체적으로 세분하여 제시함으

로써 탄력을 받게 된다. 이들 50개주의 SORNA에 근거한 개별 법률들을 통칭하

여 메간법이라 칭하므로, 메간법은 하나의 법이 아니라 주마다 구체적 내용이 상

이하다. 주별 연방 신상정보등록 및 고지제도에 근거한 메간법의 입법 및 집행

현황은 https://smart.gov/sorna.ht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1996년 이래

비록 주마다 입법여부 및 정도는 매우 다르지만 20여년 이상 시행되어 왔다. 신

상공개는 성, 이름, 우편번호 중 하나를 넣으면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있다.

(https://www.nsopw.gov/ko-KR/Registry)

영국은 1997년 신상정보등록제도(Sex Offender Act of 1997)를 도입하였으나,

일반적 신상공개 제도가 아닌 지역 경찰에 보호자 등이 필요시 요청하는 방식이

므로 한정된 제한 속의 고지제도일 뿐이다. 다시 말해 미국과 한국과 같은 대중

일반에 대한 공개제도나 고지제도가 아니다. 이런 제한적인 고지제도는, 2008년

에 시범실시를 거쳐 2010년부터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시행중이고, 북아일랜드

는 시행중이지 않으며 스코틀랜드에는 유사제도가 존재한다(영국 The Sun.

2018. 7. 25. “RIGHT TO KNOW What is Sarah’s Law? Sarah Payne’s

murder in 2000 prompted the child sex offender disclosure scheme” 참조).

연구는 영국의 신상공개 제도에 대해 2010년 이후 영국 전역으로 신상공개제도

가 확대 중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나(김지선 외 (2012).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

시스템에 대한 평가연구(Ⅰ) -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

구원. p. 75) 영국이 신상공개 제도를 택하고 여부 및 영국의 고지제도가 대중

일반에 일률적으로 전시하는 미국, 한국, 캐나다 식의 고지제도로 볼 수 있는지

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추지현 (2017). “사법민주화와 엄벌주의”. 서울대학

교 사회학박사학위논문. p. 3에는 영국을 최장 종신까지 신상공개하는 나라로 표

현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추가 검토도 필요하다.

반면 캐나다는 온라인 신상공개를 시행하고 있고 아동 및 고위험 성범죄자에 한

해 고지제도도 시행 중이다. 캐나다는 2004년부터 신상정보등록제도(Sex

Offender Information Registration Act (S.C. 2004, c. 10) 또한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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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중반 이후 구금율의 급증으로 인한 막대한 재정지출 문제가 대두됨

에 따라 구금형에 대한 대안적 제재로서 수치형에 대한 형사법학계의 논

쟁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27). 한편 미국의 신상공개․고지 제도인 메

간법을 모델삼아 도입하고 이를 강성적으로 지속 개정해온 한국에서는 

그 정당성에 대해 대체로 비판적인 방향의 연구가 축적되어 왔다.

  미국에서 구금형의 대안으로서 수치형을 제시하며 수치형에 대한 찬반 

논쟁을 불러일으킨 선구적 연구는 캐한의 1996년 논문이다. 캐한은 형

벌이란 단순히 범죄자를 고통받게 하는 무엇이 아니라 도덕적 비난을 의

미화하는 특별한 사회적 고안물임을 강조한다28). 전통적 형벌의 목적인 

응보나 예방 외에 형벌의 도덕적 비난을 가한다는 표현적 기능을 강조하

는 캐한29)은 수치형이 저비용임에도 표현적 기능에서 월등하기 때문에 

대안적 제재로서 실용적이라고 주장한다. 서구 유럽에서 형벌의 대안적 

제재로 활용도가 높은 벌금형이나 사회봉사명령30)은 표현적 기능이 모

호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대안적 제재가 될 수 없는 것과 대조적이다31). 

26) 미국에서는 1970년대 중반부터 사법판결 목록에 수치형이 등장했다고 한

다.(Aaron S. Book (1999). “Shame on You: An Analysis of Modern Shame

Punishment as an Alternative to Incarceration.” William and Mary Law

Review, 40. p. 660.)

27) 이 논쟁을 촉발시킨 기념비적인 논문으로는 1996년 캐한의 논문(Dan M.

Kahan (1996). “What Do Alternative Sanctions Mean?”.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63, pp. 591-653.)이 꼽힌다. 이 논문은 발표된 지 10년

만에 웨스트로에서 240회 이상 인용되는 등 법학 비평자들에게 엄청난 관심을

끌었을 뿐만 아니라 언론에도 같은 기간 동안 광범위하게 소개되었다(Dan

Markel (2007). op. cit. p. 1390). 이는 2000년대 중반 이후 2백만이 넘어선

미국 연방 및 주 구금자의 폭증에 대한 대안 모색과정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Dan Markel (2007). op. cit. p. 388.)

28) Dan M. Kahan (1996). ibid. p. 593.

29) 형벌의 표현적 기능에 대한 선구적 논문으로는 형벌이라는 제재가 지닌 상징적

중요성으로서의 공동체에 대한 비난 표현을 강조하는 페인버그의 논문을 들 수

있다(Joel Feinberg (1970). “The Expressive Function of Punishment”. in

Doig and Deserving: Essays in the Theory of Responsibilit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 6). 캐한은 기본적으로 페인버그의 연장선상에

서 수치형의 유용성에 주목하고 있다.

30) Michael Tonry (1999). “Parochialism in U.S. Sentencing Policy”. 45

CRIME & DELINQ 48. pp. 48-49.

31) Dan M. Kahan (1996). ibid. pp. 617-630.



- 10 -

이와 유사하게 로도노는 수치형이 범죄자에게 죄책감을 깨닫게 하는 경

고장의 역할을 한다며 긍정하였고32) 에치오니는 수치형이 범죄 억제 기

능이 높다33)고 주장하였다.

  이런 대안적 제재로서의 수치형 도입론에 대한 반론 또한 격렬하게 행

해졌는데 이는 효율성에 대한 반론34)과 정당성에 대한 반론으로 나뉠 

수 있다. 여기서는 정당성에 한정해 그 반론을 인권 차원과 사법정의 차

원으로 다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35). 먼저 인권 차원에서 수치형의 

정당성을 비판하는 대표적 학자로서 너스바움은 캐한을 필두로 한 수치

형 도입 옹호론에 대해 그 효과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수치형의 공적 

낙인찍기는 범죄자를 다른 대중과 구별하여 열등한 사람으로 다루는 것

이기 때문에36)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핵심 가치인 사회구성원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고 따라서 인간의 존엄

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비판한다. 더 나아가 너스바움은 캐한 등 수

치형 찬성론자들이 자유주의 국가의 개념에 대해 직접적으로 질문하지 

않고 실용적 효용성에만 주목한다고 비판한다37).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32) Raffaele Rodogno (2008). “Shame and Guilt in Restorative Justice.”

Psychology, Public Policy, and Law, 14. pp. 142-76.

33) Etzioni, Amitai (2001). The Monochrome Societ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34) 수치형의 비효율성에 대한 대표적 문헌으로는 포스너와 마사로의 연구를 들 수

있다. (ERIC A POSNER (2000). LAW AND SOCIAL NORMS 96; TOM M.

Massaro (1997). The Meanings of Shame. 3 PSYCHOL PUB. POL’Y & L.

645. pp. 649-50.)

35) 너스바움은 캐한을 필두로 한 수치형 옹호론에 대해 이 두 가지 외에도 수치형

이 신뢰하기 어려운 형벌이라는 반론, 수치형으로 인한 낙인이 오히려 범죄를 부

추길 것이라는 반론, 수치형이 그물망 효과(net-widening effect)로 인해 사회적

통제를 계속 확대해 갈 것이라는 반론 등 세 가지를 더 소개하고 있는데

(Martha C. Nussbuam (2004). op. cit. pp. 287-290.) 이들은 모두 정당성 차

원의 비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중 수치형이 신뢰하기 어렵다는 반론은 사

법정의에 대한 휘트만의 반론에 부분적으로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며, 수치형이

오히려 새로운 범죄를 부추긴다는 반론 또는 그물망 효과에 의해 사회통제를 강

화시킬 것이라는 반론은 설사 그 반론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수치

형적 형사제재가 정당하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리기에는 불충분하다고 보아 여기

서는 더 상세하게 다루지 않기로 한다.

36) Martha C. Nussbaum (2004). op. cit. pp. 23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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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은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구성원의 동등한 가치를 보호해야하기 때문

에, 이에 반하는 수치형은 아무리 형벌 목적 달성에 효과적이라고 해도 

허용될 수 없으며38) 이는 단지 낙인찍기 욕망에 불과하여 법의 합리적 

기초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39).

  이와 같은 인권 차원의 반박에 대해 캐한은 신체형 또는 수치형이 인

간의 존엄성과 상충된다고 해도, 철창에 가두어지고 감옥 생활을 구성하

는 경악스런 잔인함의 연속들에 매이는 구금형 역시 인간의 존엄성과 상

충되는 것은 매한가지40)라고 재반박한다41). 캐한은 대부분의 범죄자들

은 궁금형과 신체형 중 신체형을 더 선호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 점에

서 신체형이 구금형보다 더 인간의 존엄성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신체형보다 인권에 대한 논란이 덜한 수치형 역시 마찬가지라고 단언한

다42). 

  그러나 이런 캐한의 재반박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핵심가치인 구성원

에 대한 비동등 처우 금지 원칙 위배라는 너스바움의 반박에 대한 직접

적 재반박이 아니라는 점이 지적될 필요가 있다. 적어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사법에서의 구금형의 지향은 자유만을 박탈하는 것이며, 캐한이 

지적하는 감옥 생활에는 별도의 잔인함이 연이어지는 것이 현실이라 해

도 이는 행형의 개혁을 요하는 과제이지 구금형 자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43). 더욱이 적어도 자유민주주의 사법의 합의는 근대적 형벌개혁기

37) Martha C. Nussbaum (2004). op. cit. pp. 226-227.

38) Martha C. Nussbaum (2004). op. cit. p. 238.

39) Martha C. Nussbaum (2004). op. cit. p. 271.

40) Dan M. Kahan (1996). op. cit. p. 609.

41) 캐한은 자신의 논쟁적인 1996년 수치형 도입 논문을 작성한 지 10년 만에 이

주장을 철회하며 회복적 사법이라는 생산적인 모호함과 복수성으로 인해 그 안

에서 다양한 대중의 문화적 지향들 즉 개인주의자와 공동체주의자, 위계주의자와

평등주의자들에게 중층적으로 형벌의 표현적 기능이 작동할 것이라고 주장한

다.(Dan M. Kahan (2006). “What’s Really Wrong with Shaming Sanctions”.

Texas Law Review, 84. pp. 2090-2094.) 그리고 이는 이런 기존 주장 철회

및 새로운 주장의 이유는 수치형에 대해 그동안 지속되어온 비효율성, 부정당성

에 대한 지적 때문이 아님을 강조하며 자신의 이들 반론에 대한 재반박은 여전히

유하다고(Dan M. Kahan (2006). ibid. pp. 2079-2080).

42) Dan M. Kahan (1996). op. cit. p.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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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형집행을 비가시화하는 구금형을 통해 형 종료 후에는 사회에 다른 

시민들과 동등한 시민으로서 복귀시키겠다는 이념을 표방하고 있음도 고

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휘트만은 사법정의 차원에서 수치형이 형벌권 행사의 주체를 공

정하고 중립적인 정의의 담지자로 상정되는 국가에서 성난 군중 또는 중

우로 사법 주체가 바뀌는 것을 중우적 정의라고 하며 이 점 자체만으로

도 수치형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44). 휘트만의 논의가 가진 장

점은 인간의 존엄에 반한다는 비분석적인 주장을 자유민주주의 형사사법 

차원에서 분석적으로 논증하였다는 점에 있다. 휘트만에 따르면 수치형

적 형사제재는 국가형벌권 자체의 포기로서 측정될 수 있는 형벌 부과라

는 국가의 임무를 포기하고 신체 존엄성이나 지위 존엄성과 구분되는 계

약 존엄성 및 시장 존엄성을 박탈시키는 것으로서 법치주의에 반한

다45). 수치형이 역사적으로 볼 때 편파적이지 않은 정부기관이 아니라 

성난 군중에 의해 부과된다는 점에서 한 마디로 신뢰할 수 없다는 점에

서 도입을 반대하는 포스너의 논의46)도 휘트만의 논의와 연결될 수 있

다. 

  우리나라에서의 신상공개․고지의 정당성에 대한 기존 판례나 논의가 

피처분자 차원에서의 개별기본권 침해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보안처분에 대해 우리 판례가 취하고 있는 주류적 정당

성 판단기준인 과잉금지원칙 심사만으로는 성범죄의 재범방지 및 사회방

위라는 공익의 중요성으로 인해 일부 규정이 아닌 특정 보안처분 제도 

자체가 피처분자의 개별 기본권 제한이 과잉하여 침해로서 위헌이라고 

43) 우리나라의 경우 유사한 문제의식에서 헌법재판소는 과밀수용결정에서 이를 인

간의 존엄성에서 비롯되는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 중 하나로 설시하였음은 주

목할 만하다. (헌재 2016. 12. 29. 2013헌마142, 판례집 28-2하, 652, p. 656,

이하 ‘과밀수용결정’)

44) James Q. Whitman (1998). “What is Wrong with Inflicting Shame

Sanctions?”. Faculty Scholarship Series. Paper 655. pp. 1052-1099.

45) James Q. Whitman (1998). op. cit. pp. 1090-1091.

46) Eric A. Posner (2000).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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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47). 실제로 보안처분 제도 자체가 위헌이라고 

본 경우는 없으며, 위헌으로 본 소수의견은 신상공개‧고지 5인, 성충동 

약물치료 3인, 보안감호‧전자장치 부착 1인에 불과하다. 이런 측면에서 

휘트만과 너스바움의 자유민주주주의 형사사법 차원에서 수치형의 정당

성을 문제제기하는 것은 특정 보안처분 제도의 위헌성 판단에도 시사점

이 적지 않다.

  신상공개․고지 제도의 정당성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위헌성 여부에 따

라 구분할 수 있다. 그 중 다수를 차지하는 위헌성을 긍정하는 연구들은 

대체로 신상공개․고지가 실질적 형벌에 해당하여 이중처벌 금지원칙 위

배 가능성을 지적48)한다. 신상공개‧고지 제도의 위헌성에 의심을 두며 

그 위헌성을 완화하기 위한 제안을 하는 연구들49)도 있다. 이와 다른 

차원에서 재범의 위험성 판단을 엄밀히 하지 않고 고정된 신상공개․고지

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안처분의 정당화 요건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

다50). 반면 신상공개․고지 제도 자체가 위헌은 아니라는 일군의 연구들

도 존재한다51). 

47) 유사한 취지의 주장으로 이호중 (2013). 앞의 논문. p. 301을 참고할 것.

48) 강태수 (2000).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헌법적 고찰”. <헌법

판례연구> 제4집; 김경제 (2002). “청소년의 성 관련 범죄자 신상공개의 위헌

성”. <토지공법연구> 제16집 제2호; 이병희 (2002).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형사법연구� 제17호; 최상욱 (2002).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

개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제12집 제4호; 박기석 (2003). “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한 신상공개의 문제점”. <교정연구> 제20호; 손희권 (2004). “이중처벌금지 원

칙 관점에서의 청소년 성매수자 신상공개제도의 위헌성”. <교육학연구> 42권 1

호 등을 들 수 있다.

49) 이용식은 신상공개에 대해 그 위헌성을 줄여줄 공개등급제를 주장하였고(이용

식(2016) “성범죄자 신상등록·신상공개·신상고지 제도에 관한 소고”. <피해자학

연구> 제24권 제1호), 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해서는 구체적, 현실적 위협으로 인

한 공익의 위태화라는 엄격하고 적극적 제한을 주장하였다(이용식 (2011). “피의

자 신상공개의 정당성과 공익성의 의미 검토”. <법학연구> 제33집)

50) 정지훈 (2016a). “재범의 위험성과 보안처분의 정당화 과제”. <형사법연구> 제

28권 제3호. pp. 20-21. 특히 각주 54에서는 2012년 형사정책연구원의 보고서

를 인용하며 신상정보공개된 2,489명 중 보호관찰 없이 집행유예만을 선고를 받

은 자가 64.2%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재범의 위험성에 대해 신상공개․

고지와 집행유예라는 상호 모순적일 수 있는 판단을 법원이 하는 것이라고 비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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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공개‧고지는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그것도 얼굴과 상세주소, 직업,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등이 빠진 상태에서도 5인 다수의견이 위헌이라 

판단했던 만큼 학계에서도 위헌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앞서 살펴본 형

사법학계의 신상공개‧고지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들은 대체로 이중처벌금

지원칙 위반이나 개별 기본권에 대한 과잉금지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위

헌이라고 보았는데, 이처럼 우리 판례의 형식적 분류를 비판하며52) 신

상공개․고지 자체를 보안처분이라고 단정하지 않고 그 실질적 속성에 주

목한 점은 의미가 있다. 

  이 중에서 문재완은 2003년 헌재결정 당시 신상공개제도가 수치형인

지 여부를 중심으로 논증하였기에 별도로 상세 검토하기로 한다53). 문

51) 심희기 (2002). “신상공개의 정당화근거와 적절한 공개대상과 공개기준의 탐

색”. <저스티스> 제65호; 김상겸 (2003). “청소년의 성보호와 신상공개제도 -

청소년성범죄자 신상공개의 헌법합치여부를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제9권

제4호; 김종구 (2003).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법적 성격과 위헌성 여부 - 헌

법재판소와 미국 연방대법원의 결정과 관련하여 -”. �법학연구� 제13집 제2호

등을 들 수 있다.

52) 김혜정 (2017). 앞의 책. pp. 208-214는 이처럼 상세신상정보 공개여부 전후

를 기준으로 초기 신상공개제도(2015. 12. 29. 개정 이전)와 후기 신상공개제도

(2015. 12. 29. 개정 이후)로 구분하고 있다. 당시 공청회가 열렸을 정도로 이는

신상공개의 정도를 급격히 강화시키는 것이다. 공청회는 ‘세부정보공개제도(안)’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편(2014). 『신상공개제도 및 세부정

보공개제도(안)에 대한 공청회』) 헌법재판소의 신상공개 결정은 2003년 즉 얼

굴 사진, 상세 주소,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이 빠진 상태에서의 위헌 심사였는데

도 5인은 현대판 주홍글씨형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게다가 합헌 4인조차도 비록

결론은 부정되었지만 실질적 형벌론의 관점에서 신상공개 고지가 수치형에 해당

되는지 여부를 심사하였다. 이처럼 전원이 형사제재의 법적 성격을 형식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질적 형별 여부 그것도 자유박탈 자유제한에 얽매이지 않고 판

단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아무런 이유도 설시하지 않고 이후 신상

공개 고지의 소급효에 대한 판단에서 그 법적 성격을 보안처분이라고 설시하였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성범죄자에 대한 응보 목적의 형벌과 달리 성범죄

자의 신상정보를 일정기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거나 성범죄자들의 지

역주민들에게 고지함으로써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성범죄로부터 잠재적

피해자 및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즉,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근본

적인 목적은 재범방지와 사회방위이다.”, 헌재 2016. 12. 29. 2015헌바196 등,

판례집 28-2하, 404, p. 411)

53) 문재완 (2003).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위헌성 재검토 – 미국의 메간법 판결

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제9권 제2호. pp. 366-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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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완은 신상정보 등록제도 없이 얼굴사진과 현주소지가 없이 명, 연령, 

직업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만을 공개하는 초기 신상공개제도는 

단지 범죄자에 대한 창피주기에 불과해 수치형이고 이중처벌금지원칙 위

반이지만, 모르는 사람에게도 정보가치가 있도록 얼굴사진과 현주소지 

등을 공개하도록 개정되면 청소년 성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이 주가 되고 

피처분자의 창피함은 부수적 효과에 불과해 수치형이 아니며 이중처벌금

지원칙 위반은 아니라고 한다. 다만 최소침해성 원칙에는 위배되어 위헌

이라는 결론은 같다고 말한다. 

  문재완이 2003년 주장했던 대로 현재에는 신상정보등록제도가 도입되

었고 신상공개제도는 성범죄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공개범위에 성범죄자

의 얼굴과 상세주소를 포함해 공개되도록 개정되었다. 따라서 문재완의 

논의를 그대로 현재의 개정된 제도에 적용하면 청소년 성보호라는 공익

적 목적이 주가 되고 피처분자의 창피함은 부수적 효과에 불과해 수치형

은 아닐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러나 이 논문은 최소침해성 원칙

으로 가기 전에 현재의 신상공개제도는 성범죄 방지 등 사회방위라는 공

익적 목적을 표방한다 하더라도 국가에 의해 적극적으로 대중에게 일률

적으로 공개, 고지되는 이상 수치형적 성격은 동반되는 것이지 부수적이

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한다. 세계 여러 나랑 입법사례처럼 아동의 보호자 

등이 위험을 느껴 신청할 때에 신상고지를 하는 등일 경우에만 창피주기

가 부수적이 될 것이다. 

  아무리 사회방위를 목적으로 문언적, 실질적으로 삼는다 해도 지금과 

같이 대중 일반에게 성범죄자의 상세한 신상정보를 일률 공개․고지하는 

이상 수치형의 기본구조를 띄고 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아무리 합목

적적인 국가행위라 해도 그 수단이 수치형의 기본구조를 답습한다면 이

를 수치형적 속성이 부수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더구나 지

금의 신상공개‧고지는 시간제한성, 장소특정성을 탈각한 디지털 낙인형으

로 더 강력한 수치형적 속성을 띤다고 볼 수 있다54). 또한 문재완 및 

54) 특히 신상공개결정 이후에 개정된 후기 신상공개 고지제도 즉, 현재의 상세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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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고개․고지제도에 대한 최근의 소수 위헌의견은 신상공개․고지가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에 수치형적 효과가 다르다고 보는데55) 이

는 전근대적 수치형을 전제로 한 것일 뿐 오히려 디지털에 의한 실시간 

열람․우편 고지가 가진 가공할만한 낙인효과를 간과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든다.

  이 논문은 신상공개․고지가 전근대적 수치형의 속성이 짙음으로써 인

간의 존엄성으로부터 비롯되는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함을 논증

하는 연구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던 신상공개‧고

지가 수치형의 속성을 띤다는 언급을 인상을 넘어 분석적으로 논증하고 

그 정당성을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배미란은 신상공개가 명예형적 특

징56)을 가지며 사회 복귀 후의 격리에만 초점을 맞춘 것57)이라 지적한 

바 있고, 권영법은 신상공개가 실제 수치형의 일종인 바 택일 또는 대체

주의 등을 주장한다58). 그 연장선상에서 이 논문은 왜 신상공개․고지가 

수치형적 속성이 짙은지를 상세하게 논증한 뒤 그 정당성을 특히 기존 

연구와 판례에서 주목해온 피처분자의 기본권 침해가 아닌 국가 차원에

서 그 헌법적, 형사법적 정당성을 논구한다. 이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국

가의 형사사법 상의 형벌 목록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논증한다.

공개제도 하의 현재 제도는 더욱 주홍글씨형이라고 평가할 여지가 있다. 상세신

상공개제도로 인해 피처분자에 대한 식별가능성이 증대해 계도, 피처분자 확인의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된다고 해서 수치형의 본질적 구조가 강화된 이상 이를

부수적 효과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55) “한편,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는 신상정보가 성명, 나이, 주

소 및 실제거주지, 신체정보, 사진, 성범죄 요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여부

로 한정되므로 공개대상자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별 효용이 없는 반면 공개 대상

자를 이미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만 유용한 정보가 되고, 이 경우 수치형의 성격

을 더욱 강하게 갖게 되어 공개대상자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된다.”(헌재

2016. 12. 29. 2015헌바196 등, 판례집 28-2하, 404, pp. 417-418, 재판관 김

이수, 이진성의 반대의견)

56) 배미란 (2017). “성폭력범죄의 발생현황 및 관련 정책의 향후과제”. <법학논

총> 제40권 제1호. p. 373.

57) 배미란 (2017). 위의 논문. p. 374.

58) 권영법 (2014). “대안 제재로서 미국의 수치형에 관한 연구”. <인권과 정의>

제443호.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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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거세형․신체형적 형사제재의 정당성

  거세형․신체형적 형사제재59)의 정당성에 대한 선행연구는 미국의 동의

를 요하지 않는 화학적 거세60)에 대한 연구와 우리의 성충동 약물치료

에 대한 연구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리의 성충동 약물치료는 신상

공개와 마찬가지로 미국 캘리포니아 주 등 일부 주의 화학적 거세를 입

법례로 참고하였기에, 상대적으로 오래된 미국의 논의부터 검토하려는 

것이다61). 게다가 우리의 성충동 약물치료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가 대

체로 피처분자의 기본권 차원에서의 위헌성에 놓여 있다면 미국은 수정

헌법 제8조62)의 잔혹하고 이상한 형벌 해당여부나 인간의 존엄성 위반

으로 논의 차원이 상이하여 우리의 논의에 보완점이 존재할 수 있다.

  물론 미국에서도 화학적 거세는 메간법과 달리 연방 차원이 아닌 일부 

주의 입법이기 때문에 미국수정헌법 제8조 위반여부 등 아직 그 위헌성

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본격적 심사를 거치지 못한 상태이다 보니 다투어

진 판례 자체가 매우 드물고63) 관련 연구도 캘리포니아의 화학적 거세

59) 미국에서 거세형은 수정헌법 제8조 잔인하고 이상한 형벌의 전형적 예로 다루

어지며, 판례에서도 반복 설시되었음이 지적된다 (Stinneford (2006).

"Incapacitation Through Maiming: Chemical Castration, the Eighth

Amendment, and the Denial of Human Dignity". 3 U. St. Thomas L. J. p.

593). 미국에서 화학적 거세는 신체형의 문제보다 거세형의 문제로 미국수정헌법

제8조의 문제로 주로 다루어지며 따라서 여기서는 거세형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

로 미국의 연구를 검토한다.

60) 유럽은 폴란드를 제외하고는 화학적 거세제도를 피처분자의 동의 하에 하고 있

어 치료의 의미가 크며 형사제재적 속성 특히 거세형․신체형적 속성이 나타나는

미국이나 한국의 강제적인 화학적 거세제도와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 미국과 유

럽의 화학적 거세 입법 현황에 대해서는 김혜정 (2017). 앞의 책. pp. 284-286

을 참고할 수 있다.

61) 미국에서 화학적 거세제도는 캘리포니아주에서 1996년 9월 17일 처음 도입되

었다(Mandatory Chemical Castration Law). 그리고 미국에서도 캘리포니아 주

의 화학적 거세제도는 입법의 기준이 되었는데, 이는 가석방을 조건으로 재범부

터 필요적 적용되는 제도였다는 점에서 판결과 동시 선고되는 보안처분으로 받

아들여지며 초범에게도 선고될 수 있는 우리와 차별점이 있다.

62) “That excessive bail ought not to be required, nor excessive fines

imposed; nor cruel and unusual punishments inflicted” (The Amendment,

Article the 8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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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둘러싸고 초기에 집중된 측면이 있다64).

  이처럼 미국에서 화학적 거세의 위헌성은 연방대법원 판례 차원이 아

닌 미국수정헌법 제8조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해석론의 문제가 논의

의 중심이 되어 온 특징이 있다. 이때 가장 논란이 된 것은 잔혹하고 이

상한 형벌과 인간의 존엄성에 반한다는 양자의 관계이다. 따라서 여기서

는 미국의 화학적 거세에 대한 연밥대법원 판례의 부재를 대신하여 미국 

수정헌법 제8조 및 인간의 존엄성의 관계에 대한 리딩판례인 트롭 대 

덜리스65) 및 위 관계에 대한 해석론을 기반으로 미국의 화학적 거세제

도의 정당성을 비판한 대표적 연구인 스틴너포드의 연구를 중심으로 검

토해보기로 한다. 이는 이 논문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비롯되는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 기준 중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형벌 금지를 어떻

게 해석할 것이냐와 관련하여 검토 필요성이 크다66). 거세형적 형사제

재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미국의 수정헌법 조문의 이상한(unusual)’과 

우리 판례법리 상 ‘비인간적인’의 해석론 차이라던지, 미국 연방대법원의 

미국수정헌법 제8조 또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 등장

하는 ‘진화하는 품위 기준‘과 우리의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품위’ 기준과

의 해석론 차이 등이 주요한 논점이 된다. 

63) 2002년 기준 중죄 유죄판결의 95%는 플리바기닝 제도를 통하는데다 2004년

연방 항소법원에서의 판결들 다수가 형량협상시 화학적 거세 제도에 대한 연방

대법원에 위헌 심사할 권리를 유보하고 있음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John F.

Stinneford (2006). op. cit. p. 563.) 이들 하급심 판례들의 목록은 John F.

Stinneford (2006). op. cit. p. 562의 각주 15에 정리되어 있는 것을 참조할 수

있다.

64) 이들 문헌들의 목록은 John F. Stinneford (2006). op. cit. pp. 561-562의 각

주 13에 정리되어 있는 것을 참조할 수 있다.

65) Trop v. Dulles, 356 U.S. 86 (1958)

66) 과밀수용결정의 3가지 국가형벌권 행사 한계 기준 중 행형에 대한 ‘인간 생존

의 기본조건이 박탈된 시설에 사람을 수용하는 것을 금지’라는 기준에 대해 이

결정 관련 한 판례평석은 보다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한 바

있다.(성중탁 (2017). “우리나라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와 그 해결 방안”.

<행정판례연구> 제22권 제1호. pp. 322-323.) 이는 거세형과 관련하여 ‘잔혹하

고 비인간적 형벌 금지’의 의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잔혹한 형벌’의 의미

가 무엇인지 ‘비인간적 형벌’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미국의 판례와 연구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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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 수정헌법 제8조 해석의 지평을 획기적으로 넓힌 판례로 범

죄자에게 미국시민권을 박탈한 트롭 대 덜리스 판례를 들 수 있다67). 

미국 연방대법원은 1910년 윔스 대 미합중국 판례68) 이후 연방대법원

은 별다른 미국수정헌법 제8조 관련한 결정을 내지 않다가, 반세기만에 

이 조항을 적용하여 1958년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활발한 해석론적 

지평을 열었기 때문이다. 

  첫째, 미국수정헌법 제8조를 정확한 해석범위를 좁히려 하기 보다는, 

그 근본정신이 인간의 존엄에 있음을 명확히 하며 적극적인 헌법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69). 둘째, 그 인간의 존엄은 보다 구체적으로 ‘문명

화된 기준’ 내에서 형벌이 이루어져야 함을 명확히 하였다70). 그렇다면 

그 문명화된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해석적 문제가 도출되는데, 이 판례

는  미국수정헌법 제8조의 정확한 내용을 채우려하지 않는 것이 우리처

럼 계몽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연스럽다고 말한다71). 셋째, 잔혹한 신체

형 외에 잔혹한 ‘정신적 고통’의 부과 역시 제8조에 위반될 가능성을 시

사하였다. 시민권 박탈이 권리를 가질 권리를 박탈하여 한 개인을 끊임

없이 증가하는 고통과 절망의 운명으로 던져버린다고 설시한 것이다72). 

  위 세 가지를 고려할 때 트롭 대 덜리스 판례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

엄이 무엇인지 의문되는데 이는 국가형벌권의 행사에서 그 대상자를 인

간으로 보느냐 인간이 아닌 물건으로 보느냐 인간으로 보느냐가 문명화 

수준에 따라 일정한 선을 그을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이는 이후 

67) 커취마이어는 미국 수정헌법 제8조 관련 판례를 개관하며 이 1958년 위헌 결

정이 현대적인 해석론의 지평을 넓혔다고 평가하고 있다. (Jeffrey L.

Kirchmeier (2000). “Let’s Make a Deal: Waiving the Eighth Amendment by

Selecting a Cruel and Unusual Punishment”. 32 Conn. L. Rev. 615, 652. p.

622.)

68) Weems v. United States 217 U.S. 349 (1910), p. 350.

69) Trop v. Dulles, 356 U.S. 86(1958), p. 100. 이 대목은 이후의 판례에서도 인

용하며 반복 확인되고 있다. Furman v. Georgia, 408 U.S. 238 (1972), p.

270.

70) Trop v. Dulles, 356 U.S. 86(1958), p. 100.

71) Trop v. Dulles, 356 U.S. 86(1958), p. 100.

72) Trop v. Dulles, 356 U.S. 86(1958), p.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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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집행방법에 대한 판례에서 다시 한 번 명확히 설시되고 있다. 형벌

의 진정한 중요성은 인류구성원을 인간이 아닌 이용되다 버려질 ‘물건’

으로 취급하는데 있다73). 가장 흉악한 범죄자조차도 공통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존재한다는 조항의 근본전제와 불일치한다는 

것이다.

  이 판례 이후 미국에서 수정헌법 제8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인간의 존

엄, 문명화된 기준, 과도한 정신적 고통 부과 금지, 그리고 이들의 공통 

전제로서 인간을 인간의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서 대우해야 하며 인간이 

아닌 물건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기준이 확립되었다. 특히 이후 

판례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문명화된 기준 또는 이후 판례에서 

진화하는 품위 기준의 구체적 의미다.

  브레넌 대법관은 그레그 대 조지자 판례의 반대의견에서 미국수정헌법 

제8조는 성숙해가는 사회를 보여주는 진화하는 품위기준에서 도출되어

야 만 한다74)고 하며, 이 중 진화하는 품위기준75) 결정기준으로 네 가

지를 들고 있다76). 첫째, 인간의 존엄이다. 미국수정헌법 제8조의 근본 

목적이다. 둘째, 자의적 처벌 금지다. 특정 인종, 성별, 민족 등에 치우친

다면 자의적 처벌이 될 수 있다. 셋째, 중한 형벌이 사회에서 받아들이

기 힘든 것이어선 안 된다. 가령 세계 현대사회가 세계적으로 인정할만

한 형벌이어야 한다. 넷째, 형벌이 필요 이상이서는 안 된다. 현저히 비

73) “고통의 존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형벌이 극단적이고 과도할 경우 인간의 존엄

성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역사에서 야만적인 형벌들은 고문의 부과, 즉 (고문용)

받침대, 나비나사, 철신발, 사지당기기 등이 ‘극심한 고통과 힘듦’이 동반되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의 왜 처벌받았을까를 생각할 때, 우리는 고통부과

가 유일한 이유가 아님을 알게 된다. 이런 형벌의 진정한 중요성은 인류구성원을

인간이 아닌 이용되다 버려질 ‘물건’으로 취급하는데 있다. 가장 흉악한 범죄자조

차도 공통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존재한다는 조항의 근본전제와

불일치한다.” (Furman v. Georgia, 408 U.S. 238 (1972), pp. 272-273).

74) Gregg v. Georgia, 428 U.S. 153, (1976). p. 227 이하 참조.

75) 이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번역어나 용어가 다소 다르다. 최희경 (2012). “수정헌

법 제8조에 대한 최근 미연방대법원판결 연구.” <공법학연구> 13권 4호. p. 109

에서는 ‘변화하는 도의기준’이라 번역하고 있다.

76) 문홍주 (2002). 『美國憲法과 基本的 人權』 제4판. 유풍출판사. pp. 689-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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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에 어긋나는 형벌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스틴너포드는 거세형을 생래적으로 잔인한 형벌에 대해 포섭하

는 논증과정에 위와 같은 진화하는 품위기준이 인간의 존엄성과 충돌할 

수 있다며 양자를 유사 관계로 보는 브레넌 대법관 등의 입장을 비판한

다. 그럴 경우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있을 경우 진화하는 인간

의 품위기준 위배여부는 불명료해질 수 있고, 인간의 존엄성은 독립적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77).

  그래서 스틴너포드는 옥스포드 영어사전을 인용해 ‘잔혹한’의 정의는 

처벌받는 사람의 고통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오히려 이를 즐기는 태도임

을 강조한다. 형벌목적 달성에 성공했듯 실패했든지 간에, 또한 현재의 

품위기준 하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와 무관하게 문언

의 의미에 주목해서 수정헌법 제8조를 인간의 존엄과 관련해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르면 범죄인을 동료로서 우리의 관심을 요구할 

수 있는 있는 인간으로 보지 않고, 단순한 동물 또는 물건으로 다루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포섭될 수 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그 형벌은 피

고인의 내적 역량(interior capacities)을 통제 또는 부정하기 위해서 고

안되어서는 안 되며, 두 번째로 범죄인의 고통을 무관심하거나 즐기는 

대상으로 보게는 조건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78). 그런데 화학적 

거세는 피처분자의 내적 역량 즉 마음에 대한 감옥에 해당되는데다 피처

분자의 건강과 웰빙을 무시한다는 점에서 고통의 대상화 즉 고문과 같은 

것이 된다79).

  이러한 미국의 수정헌법 제8조 해석을 둘러싼 화학적 거세의 정당성 

논의는 우리 판례의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형벌’ 및 ‘인간으로서의 기본

적 품위’라는 설시에서 보듯 미국수정헌법조문의 ‘이상한’ 문언 대신 ‘잔

혹한’을 그리고 그 해석론에서 도출된 ‘진화하는 품위기준’와 다른 ‘인간

77) John F. Stinneford (2006). op. cit. pp. 564-565, 각주 28을 참조할 것.

78) John F. Stinneford (2006). op. cit. pp. 563-567을 정리한 것이다.

79) John F. Stinneford (2006). op. cit. pp. 567-568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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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의 기본적’을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스틴너포드의 ‘잔혹

한’(cruel)에 대한 해석처럼 인간의 존엄을 진화하는 품위기준과 구분하

여 보다 근본적 가치로서 해석론을 전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인간으로

서의 기본적 품위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보편적 토

대로서 해석의 필요성을 요청한다고 하겠다.

  미국에서와 유사하게 한국에서의 화학적 거세의 정당성80)에 대한 연

구도 위헌성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는데, 다만 논증의 초점

은 인간의 존엄성 자체나 잔혹하고 이상한 형벌 금지와 결부되기 보다는 

동의 없는 강제적 약물주입이 개별적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재범위 위

험성 판단시가 침해의 최소성을 침해하는지 여부와 관련되어 논의되었

다. 먼저 피처분자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기능 불구화 약물을 주입

하는 것이 자기결정권의 파생권리인 치료 거부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

을 권리, 성적 자기 결정권, 생식권 등의 개별기본권 침해여부가 주로 

심사되었다. 이들은 중복해서 지적되는 경우가 많았기에 몇 논문의 결론

만을 소개한다. 한 예로 성중탁은 동의 조건 삭제가 신체의 처분과 관련

된 자기결정권, 인간의 존엄에서 비롯되는 자기결정권인 치료거부 권리, 

성행위의 자유 및 아이를 가질 권리와 관련된 자기결정권 침해로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함과 동시에 소급입법금지 및 성충동 약물치료가 처

벌성‧일반예방을 가져 형벌적 보안처분이고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된

다고도 주장하고 있다81). 박봉진은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반은 아니지만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며 기존 수형자에 대한 동의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80) 물론 성충동 약물치료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들도 존재하나 이는 이 논문에서

다루지 않는다. 특히 거세형적 속성은 성충동 약물치료의 효과성이 높을수록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이 논문의 논지에 따르면 정당성은 더 낮아지게 된다.

성충동 약물치료의 효과성 여부와 무관하게 정당성 차원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의 형벌권 목록으로서의 허부를 보려는 게 이 논문의 주제다. 그 효과성에 대한

연구들 중 부정적 연구들에 대해서는 한영수 (2013). “위험한 범죄자에 대한 실

효성 확보방안”. <형사정책연구> 제24권 제1호. p. 198 각주 74에 정리된 문헌

들을, 반대로 긍정적 연구들에 대해서는 한영수 (2013). 위의 논문. p. 199 각주

76에 정리된 문헌들을 참조할 수 있다.

81) 성중탁 (2016). 앞의 논문. pp. 73-60, pp. 8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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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82). 선종수는 헌법상 자기결정권과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등 여러 원칙들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83)한

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의 재범의 위험성 판단시기 관련한 헌법불합치 경

정 및 이와 연관한 보안처분의 정당화요건으로서 재범의 위험성 판단시

기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 자체는 

위헌이 아님을 전제로 그 치료기간이 원칙적으로 침해의 최소성, 법익균

형성을 침해하지는 않지만, 장기형이 선고되어 성충동 약물치료의 선고

시점과 집행시점 간에 상당한 시간적 간극이 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치료가능성은 침해의 최소성, 법익균형성을 침해한다고 설시하

였다84). 이와 유사한 이유로 즉 보안처분의 법리 자체가 헌법적 보안처

분 법정주의 또는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이유로 성충동 약물치료 제

도 자체가 아니라 그 구체적인 판결시점에 대한 입법조항이 재범의 위험

성 판단에 대한 죄형법정주의의 보안처분적 요청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연구가 존재한다85). 

  이처럼 성충동 약물치료의 정당성에 대한 비판적 연구경향은 두드러져 

왔으며 다만 그 위헌성의 본질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원인에 대한 초점 

차이였다. 이들은 모두 우리 성충동 약물치료의 정당성에 대한 풍부한 

논의를 축적시켜왔고, 이는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 자체를 형종의 차원에

서 거시적으로 검토하는 차원이라기보다 개별 보안처분 규정의 정당성에 

가까웠다. 이에 따르면 동의를 요건으로 삽입하거나 집행시 재범의 위험

성을 판단하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성충동 약물치료는 위헌이 아닐 

가능성도 존재한다. 

82) 박봉진 (2012).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헌법적, 형사정

책적 검토”. <법학연구> 47권. pp. 171-195.

83) 선종수 (2011).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검토”. <법학논총> 23권 2호. pp. 59-91.

84) 헌법재판소 2015. 12. 23. 2013헌가9 결정 참조.
85) 정지훈 (2016b). “성충동 약물치료의 위헌성 - ‘동의’에 의한 약물치료는 합헌

인가”. <형사정책연구> 제27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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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성충동 약물치료가 전근대적 거세형‧신체형의 속성이 짙음

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으로부터 비롯되는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

함을 논증하는 연구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종종 지적되어 왔던 성충동 

약물치료가 거세형‧신체형의 속성을 띤다는 언급86)을 인상을 넘어 분석

적으로 논증하고 그 정당성을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성충동 약물치료를  

이용식은 강제적이고 비인간적인 의료적 처우라고 하였고87), 이호중은 

성충동 약물치료를 무력화정책의 일환으로 설계된 강제적 성불능화라는 

무력화조치로 파악하였으며88), 이승호도 이와 유사하게 이승호는 ‘무능

화’ 형사제재라 평가하였다89). 김지혜는 성충동 약물치료가 정상화, 교

정과 거리가 먼 성기능 불능화 즉 거세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조치이며, 

강제적으로 약물을 주입하여 몸의 일부를 불능화한다는 점에서 의료적 

정당성, 형벌의 정당성 모두가 없는 현대판 신체형90)으로 보았다. 이런 

논의들의 연장선상에서 이 논문은 왜 성충동 약물치료가 거세형․신체형

적 속성이 짙은지를 상세하게 논증한 뒤 그 정당성을 특히 기존 연구와 

판례에서 주목해온 피처분자의 기본권 침해가 아닌 국가 차원에서 그 헌

법적, 형사법적 정당성을 논구한다. 이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형

사사법 상의 형벌 목록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논증한다.

86) 이는 성충동 약물치료의 법적 성격을 보안처분으로 분류하는 입장과 구분된다.

성충동 약물치료를 보안처분으로 보는 문헌이 대부분인데 몇 개만 나열하면 황

성기 (2008). “상습적 성범죄 예방수단으로서의 거세(去勢)에 관한 헌법적 고찰”.

<공법학연구> 제9권 제3호; 김희균 (2009).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화학

적 거세 도입 기능성에 대한 연구”. <형사법연구> 제21권 제4호; 박상기

(2010). “소위 화학적 거세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문

제점". <형사정책연구> 제21권 제3호 등을 들 수 있다.

87) 이용식 (2015).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치료처우의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고찰”.

<교정연구> 제66권 제1호. p. 18.

88) 이호중 (2013). 앞의 논문. pp. 282-284.

89) 이승호 (2017). “우리나라 형사사법 모델의 전개와 전망 – 다양한 형사사법 모

델의 통합적 운용을 제안하며 -”. <형사법연구> 제29권 제3호. p. 207.

90) 김지혜 (2014). “형사법과 의료의 잘못된 만남: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

세”. <법과사회> 제46호. pp. 509, 523,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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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논증의 개요

  이 논문은 신상공개․고지 및 수치형적 형사제재, 성충동 약물치료 및 

거세형․신체형적 형사제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하는지 여부를 논증한다. 자유민주주의 형사사법 상 형벌 목록으로

서 정당성을 갖는지 여부를 논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예비적 논증으

로서 이 논문은 보안처분으로 일반적으로 분류되는 신상공개․고지, 성충

동 약물치료와 같은 형사제재가 형벌인지를 먼저 살펴본다. 판례의 이원

주의의 형식성을 비판하며 판례상 형벌적 보안처분에는 보안감호와 같은 

자유박탈적 보안처분 외에 수치형 또는 신체형‧거세형적 속성이 짙은 보

안처분도 포함됨을 주장한다.

  이어 이 처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하여 

정당성이 없음을 논증한다. 정당성 평가의 차원을 피처분자(성범죄자, 

이하 피처분자)냐 자유민주주의 국가냐, 형사법이냐 헌법이냐로 구분하

면 총 4개(2×2)의 차원이 도출될 것이다. 이 중에서도 이 논문은 기존

의 판례와 연구가 집중되어 온 피처분자-헌법 차원에서의 피처분자의 

개별 기본권 침해 논증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차원 즉 피처분자-형사법, 

자유민주주의 국가-형사법, 자유 유민주주의 국가-헌법 차원에서 각각 

분석대상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논증한다. 이를 간략히 분석대

상별로 3개의 평가차원별로 논증의 개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분석대상이 신상공개․고지 또는 수치형적 형사제재인 경우다. 일

차적으로는 우리의 신상공개․고지제도가 이에 해당되지만 국내외의 그리

고 미래의 수치형적 속성이 짙은 형사제재도 모두 이에 포함될 수 있다.

  첫째, 피처분자-형사법 차원에서 신상공개․고지 및 수치형적 형사제재

가 디지털 수치형(낙인형)임을 논증할 것이다. 전근대적인 수치형의 기

본구조인 대중의 얼굴에 대한 손가락질(비난, 굴욕)을 통한 체면깎기라

는 사회적 수치감 부여에 충실하면서도, 전근대적 수치형이 갖고 있던 

광장이라는 공간특정성 및 형 집행시간이라는 시간제한성이 탈각된 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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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상 실시간 열람․고지라는 점에서 전근대적 수치형 보다 더 가혹한 디

지털 낙인형임을 주장할 것이다.

  둘째, 자유민주주의 국가-형사법 차원에서 국가가 형벌권 자체를 포

기하고 이를 중우, 폭민에 전적으로 양도할 수 없음을 논증할 것이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국가에 의한 중립적인 사법정의 또는 공적 제

재를 포기하고 전근대적인 사적 제재 및 자경주의로의 회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마오쩌둥의 전체주의 국가, 이슬람 근본주의 국가에서나 발견

할 수 있는 형사법적 부정의라는 것이다.

  셋째, 자유민주주의 국가-헌법 차원에서 신상공개․고지의 정당성을 비

판한다. 국가가 관리하는 피처분자의 등록된 상세 신상정보를 적극적으

로 공개․고지하는 국가행위 자체가 피처분자에게는 제도적, 내면적 수치

감을 준다. 또한 형 종료자의 얼굴과 상세주소를 포함한 개인성, 고유성

이 담긴 정보를 범죄정보,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을 함께 공개 및 고지

함으로써 대중이 분노하고 손가락질하게 만드는데, 이는 사회복귀와 동

시에 낙인을 종용하는 것으로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형벌권 행사의 궁

극적 목적인 사회복귀 이념과 상충한다. 마지막으로 이런 형 종료자에 

대해 그것도 특정 행위에 대한 비난도 아닌 얼굴로 상징되는 고유성, 개

인성을 포함하는 자아 전체에 대한 낙인찍기는 피처분자를 다른 사회 구

성원과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는 것이다.

  다음으로 분석대상이 성충동 약물치료 또는 거세형․신체형적 형사제재

인 경우다. 우리의 성충동 약물치료제도가 이에 해당되지만 더 나아가 

국내외의 그리고 현재와 미래에 거세형․신체형적 속성이 짙은 형사제재

도 모두 이에 포함될 수 있다.

  첫째, 피처분자-형사법 차원에서 성충동 약물치료 및 거세형․신체형적 

형사제재가 현대판 거세형이자 신체형임을 논증할 것이다. 신체의 본질

적인 기능 중 하나인 성기능 자체를 불구화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로 

인해 성적 환상 등 내면의 정신작용의 특정한 부분을 불구화 한다는 점

에서 현대판 거세형에 해당한다. 근대적 형벌개혁 과정에서 확립된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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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체주권성을 침해하여 강제적으로 약물을 주입하는 것 자체는 현대

판 신체형에 해당한다.

  둘째, 피처분자-형사법 차원에서 성충동 약물치료가 기능 무해화임을 

논증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형사사법의 형벌권 행사는 일차적

으로 응보, 예방,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고 궁극적으로는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성충동 약물치료는 사회 내이기는 하지만 즉 물

리적 격리는 없지만 성과 관련한 신체와 정신의 본질적인 한 부분을 불

구화하는 일종의 기능 무해화를 목적으로 한다. 성충동 약물치료가 사회

로부터의 물리적 격리를 야기하지는 않는다고 해도 그 성기능 자체를 무

해화 함으로써 사회 내에서 특정한 신체 및 정신기능을 작동하지 못하도

록 하는 것이 형벌의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셋째, 피처분자-헌법 차원에서 성충동 약물치료의 정당성을 비판한다. 

국가가 강제적으로 신체주권성을 침해하며 약물을 주입하는 명령집행 자

체가 피처분자에게 제도적, 내면적 수치감 부여에 해당한다. 또한 형 종

료자에게 범죄행위의 직․간접적 관련성을 인정한다 해도 그 외에 사회에

서 한 인간으로서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성기능 자체를 무해화한 

것은 사회에 복귀시킴과 동시에 가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형벌

권 행사의 궁극적 목적인 사회복귀 이념과 상충한다. 마지막으로 이는 

피처분자의 위험성을 이유로 성기능 자체를 불구화시킴으로써 그를 일종

의 적으로 간주하는 것인바 다른 사회 구성원과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다차원적인 정당성 평가에 기반해 결국 신상공개․고지 및 수치형

적 형사제재, 성충동 약물치료 및 거세형․신체형적 형사제재는 모두 인간

의 존엄과 가치에서 비롯되는 국가형벌권 행사에 반하는 것임을 우리 헌

법재판소의 구체적 판단기준과 결부하여 종합 논증할 것이다. 이들 형사

제재는 첫째, 피처분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품위에 어긋나는 것으로

서, 둘째, 피처분자를 국가행위의 단순한 객체로 취급하는 것이고, 셋째 

피처분자에게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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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대상

평가차원

신상공개 고지 및

수치형적 형사제재

성충동 약물치료 및

거세형․신체형적 형사제재

피처분자

(성범죄자)

형사법

디지털 수치형(낙인형) 현대판 거세형

낙인화 가시화와 체면깎기

: 청중의 손가락질(비난,

굴욕)과 사회적 수치감

디지털화

: 시간제한성 공간특정성

탈각과 실시간 열람․고지

신체적 불구화(성기능)

정신적 불구화(정신개조)

현대판 신체형

신체주권성 침해

강제적 약물주입

헌법 -

자유

민주주의

국가

형사법

국가형벌권 자체의 포기 및

중우, 폭민에의 전적인 양도

(사적 제재 및 자경주의화)

(기능) 무해화

헌법

제도적, 내면적 수치감 부여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형벌권 행사의 궁극적 목적인

사회복귀 이념과의 상충

자유와 권리의 동등 처우 가치 위배

[표 1-1] 논증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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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성형법과 보안처분 집행통계

제 1 절 한국적 보안처분 엄벌주의

  성형법이란 성범죄에 대한 형사사법을 의미91)한다. 성형법과 보안처

분 엄벌주의92)란 것은 성형법 즉 성범죄에 대한 형사사법에 있어서 보

안처분 엄벌주의가 나타나고 있다는 의미다. 그리고 한국적 보안처분 엄

벌주의라는 것은 성범죄에 대한 형사사법에서 보안처분 엄벌주의가 나타

나는 것이 한국적 특수성이라는 의미다. 이를 위해 신상공개‧고지, 성충

동 약물치료에 대한 세계 주요 국가들과의 집행현황을 비교한다. 

  이를 통해 흔히 알려진 구금율에 있어서 압도적으로 높은 미국적 예외

주의라는 형벌적 엄벌주의 외에 한국과 미국은 성형법 영역에서 세계 형

사사법에서 비교대상을 찾기 힘들 정도로 예외적인 엄벌주의를 취하고 

91) 이승호 (2017). 앞의 논문. p. 207.

92) 여기서는 엄벌주의를 입법이나 담론 차원이 아닌 집행 차원에서 현황을 파악하

려는 것이다. 엄벌주의 담론에 대해서는 다양한 선행연구들을 참조할 수 있다.

엄벌주의 입법에 대한 비판적 연구 중 종합적인 연구로는 이원유 (2002). “국회

형사입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을 최근

의 비평적 연구로는 이경재 (2015). “바람직한 性刑法의 정립을 위한 제안”.<형

사정책> 제27권 제2호. 특히 p. 65와 김용수 (2017). “30년간 성범죄의 변화 ―

성폭력범죄 관련 형사제재 규정의 변화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27권 제3

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특히 p. 1을 참조할 수 있다. 김성규 (2011). “형사

입법정책의 중벌주의적 관점에 대한 비판적 이해”. <입법과 정책> 3권 1호 역시

참조할 수 있다. 엄벌주의 입법과 언론의 영향력에 대한 비판적 연구로는 고비환

(2012). “선정적 범죄보도가 중형주의에 미치는 영향과 그 완화책으로서 사회적

관용의 필요성”. <법학논총> 32권 2호와 김지예 (2016). “언론보도가 형사입법

에 미치는 영향 연구 : 형사입법의 엄벌화 경향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

학원 석사학위논문을 참조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엄벌주의 담론에 대한 비판적 연

구로는 최정학 (2013). 앞의 논문 및 이호중 (2013). 앞의 논문, 추지현 (2017).

앞의 논문, 김광수 (2015). “형사입법의 엄벌주의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및 추지현 (2014). ““성폭력을 엄벌하다” - 2000년대 성폭력

정책 담론의 구조와 효과”. <한국여성학> 제30권 제3호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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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실제 집행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서는 한국적 보

안처분 엄벌주의의 특수성을 세 가지로 정리하는데 이런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일 정도의 한국 성형법에서의 보안처분 엄벌주의는 이 논문의 주

장인 보안처분에 대한 국가형벌권 한계를 논의가 필요한 현실적 배경이 

된다.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이후에는 자유박탈‧자유제한적 보안처분 어

디에도 속하지 않는 다소 이례적 성격인 신상공개‧고지 및 성충동 약물

치료의 정당성과 국가형벌권 한계 일탈 여부를 논증한다.

  첫째, 구금율을 기준으로 우리의 형벌 엄벌주의는 두드러지지 않음이 

발견된다. 2010년 유기징역의 대폭 향상 이후 8년이 지난 2018년 통계

에서도 OECD 36개국 중 정확히 중간인 공동 18위이다([부록 2-1] 참

조). 리나라는 2010년 유기징역형의 급격한 향상을 전후로 해서 지속적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기울기가 급격하지는 않다. ([부록 2-2]) 양

형기준제도가 제어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부록 2-3] 참조) 오히려 

눈에 띄는 것은 미국 예외주의다. 1990년대 이후 서구의 ‘엄벌주의적 

전환’93) 이후 구금율의 급격한 상승은 보편적 현상처럼 여겨졌지만 미

국 예외주의적 특수성은 강조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인구 10만 명단 

구금자 수는 665명으로 OECD 2위 국가인 터키와 비교해도 3배가 넘

는다. 이 논문과 관련하여 본다면 왜 미국에서 구금형의 대안적 제재에 

대한 논쟁이 학계에서 뜨겁게 벌어졌는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93) 엄벌주의적/강벌주의적 전환(punitive turn)은 1990년대 서구 형사사법에 대량

구금(mass incarceration)으로 특징지어지는 강벌주의적 경향을 의미한다. 특히

미국은 1990년대 중반 수감자수가 200만명을 넘어서며 그에 따른 엄청난 재정

지출 등 사회문제화되기 시작한다. 캘리포니아주의 3진 아웃법이 대표적이고, 이

논문의 주제와 관련 깊은 미국의 연방 메간법과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화학적 거

세법 모두 1990년대 중반이다. 이런 서구의 엄벌주의 경향의 첨단에 선 나라는

미국이며, 미국의 대량구금에 따른 문제는 형사사법에 더해 인종 및 미국사회 전

반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학제적 연구모음집으로 Deborah E.

McDowell, Claudrena N. Harold and Juan Battle eds. (2013). The Punitive

Trun: New Approaches to Race and Incarceration. Vriginia University

Press를, 이런 엄벌주의적 경향이 현대 형사정책의 흐름으로 되고 있는데 이런

적대형법, 위험형법에 대한 비판과 한계지움의 형법학이라는 근대적 형법의 의미

에 대한 환기로 김일수 (2010b). “현대 형사정책의 강벌주의적 기본경향?”. <고

려법학> 제56권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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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보안처분 중 신상공개․고지 제도의 집행현황에 대한 세계 주요국 

간의 비교이다. 신상공개․고지 제도의 집행 현황은 한 마디로 미국․한국․

캐나다 예외주의라고 할 수 있다. ([부록 2-4] 참조) 한국의 보안처분 

엄벌주의는 세계적으로 매우 뚜렷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으며, 엄벌주의

적 미국에 비해서 더 엄벌주의적인 측면도 있다. 미국 법무부에서 한국

을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엄격한 신상공개․고지 제도를 운용중이라고 소

개하고 있을 정도이다94). 2016년 기준 호주의 1개주와 인도의 한 지역

만이 신상공개를 하고 있으며, 그 외 일부 국가들도 모두 특수한 사유를 

들어 요청하였을 때 신상공개 또는 고지될 수 있을 뿐으로 대중에게 전

시하고 사회적 손가락질을 유발하는 수치형적 속성과는 거리가 멀다. 

  셋째, 성충동 약물치료의 국제적 집행 현황을 비교해 본다. 우선 동의

에 의하지 않는 강제적 약물주입이라는 점에서만 보면 미국의 8개주 및 

폴란드를 제외하고는 그 입법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여기서 다시 한 번 

한국과 미국의 세계 형사사법상 예외주의라 칭할 정도의 보안처분 엄벌

주의가 발견된다. 덴마크의 경우 1989년부터 2013년까지 25년여 간 

집행인원은 60여명에 불과하다는 점에서도 우리의 성충동 약물치료 총 

건수가 약 40여건에 이르는 것을 반드시 작다고 할 것도 아니다. ([부

록 2-5])

  결국 성형법에서의 보안처분 엄벌주의는 세계적으로도 한국과 미국에

서만 발견할 수 있는 매우 예외적 현상임을 집행통계를 통해 살펴보았

다. 더욱이 한국의 보안처분은 그 중복 및 병과라는 속성을 고려할 때 

미국 보다 더 엄벌주의이라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첫째, 신상공개‧고

지는 미국에서 2006년 미국 연방 신상정보등록 및 고지제도에 의해 구

체적인 입법지침이 마련되었지만 실제 모든 주에서 그 5개 영역 14개 

세부지군을 충족하고 있지 않으며 2018년 기준 이들을 모두 충족한 주

는 채 절반도 되지 않는데다 많은 주에서 단계별 공개를 하고 있는데  

94) SMART (2016). “Global Survey of Sex Offender Registration and

Notification Systems”.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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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해 우리는 일괄공개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95).

  둘째, 미국에서 화학적 거세는 8개 주 즉 일부에서만 행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전역이 화학적 거세를 하고 있는 것처럼 비교해선 안된다.

  셋째, 무엇보다 이들 모두를 형 종료자에게 중복 병과한다는 점이다. 

이경환은 성충동 약물치료와 전자장치 부착을 동시에 채택한 나라는 한

국을 제외하고는 캘리포니아주, 플로리다주에 불과하다96)고 지적한 바 

있다. 결정적으로 중복 병과하는 우리의 집행 법리를 고려할 때 실제로 

성형법 영역에서 한국의 엄벌주의는 미국 보다 더 강한 세계에서 가장 

예외주의적인 형사사법 국가라 할 수 있다.  

95) 미국의 신상공개․고지의 최장 기간이 종신이라는 점에서 구금율에서뿐만 아니라

신상공개 고지가 가혹하다는 지적이 존재하나(추지현 (2017). 앞의 논문. p. 3.),

미국의 경우 연방 신상정보등록 및 고지제도(SORNA, Sexual Offender

Registration and Notification Act)에 의해 주마다 입법상황이 상이한데 50개

중 불과 11개 주에서만 입법, 운영되고 있는데다 성범죄의 경중에 따라 공개범위

에 차등을 둔다는 점에서 오히려 우리가 더 엄격하다는 평가도 존재한다(중앙법

학연구소 (2012).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및 취업제한제도의 발전방향 연구』.

여성가족부 연구보고서. p. 4). 그런데 미국에서는 2011년 7월 27일 기한으로

법안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매년 사법지원금 10%를 회수당하는 데도 2018년 4

월 미국 SMART의 보고서에 따르면 총 5개 대 카테고리 모두를 충족시킨 주는

불과 19개에 불과하다.

(https://smart.gov/pdfs/SORNA-progress-check.pdf 참조. 최종검색 2018. 7.

29.) 따라서 이런 실제 주별 입법 및 집행 상황을 고려하면 일률적으로 미국의

신상공개 고지가 우리보다 더 강성적이라고 단정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 같다. 또

한 미국의 경우에는 공개대상 성범죄의 범위가 주마다 다르지만 우리보다 더 한

정적이라 볼 수 있는 연구도 있다.(“* 미성년자 유괴와 미성년자 불법 감금을 행

하는 범죄 * 성폭력범죄로 성학대 또는 가중(특수)성학대 범죄 * 성폭력 약탈자

로 성폭력범죄를 행하는 정신이상이나 성격장애로 인한 성폭력 범죄 등”, 차정섭

(2007). “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신상공개제도의 비교 및 개선방안에 관한연

구”. 중앙법학연구소 (2012). 앞의 책. p. 88에서 재인용). 반면 우리나라는 청소

년성매매에 대한 계도로 신상공개가 도입되었지만 성범죄 일반으로 공개대상 범

죄가 급속히 확대되어 성범죄의 대부분을 망라하고 있다.

96) 이경환 (2010). “약물치료 프로그램의 인권적인 고려”. 『「소위 ‘화학적 거세’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상습적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에 대한 효과적인 치

료 방안』 자료집. 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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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강성적 제‧개정과정 및 집행통계

  1. 신상공개‧고지

  신상공개‧고지의 강성적 제정 및 개정과정 및 그 집행통계를 순서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신상공개‧고지의 강성적 제정 및 개정과정에서 드

러나는 주요한 특성은 다음과 같다.([부록 2-6] 참조)

  첫째, 2000.2.3. 법제정은 청소년원조교제 등에 대한 사회문제에서 시

작되었으나 처분대상이 대폭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청소년에 대

한 강간, 강제추행 등도 포함은 되었으나 그 주는 청소년 성구매, 청소년

에 대한 강요행위, 알선영업 행위, 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 및 배포행위, 

청소년매매행위 등 청소년의 특수성에 기반한 사회풍속적 제한 요소가 컸

다. 그러나 20006.6.30. 개정에서 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내지 제10조의 죄를 범한 자 및 

그 미수범 및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301조, 제301조의2 및 제339

조의 죄를 범한 자와 「형법」 제305조의 죄를 범한 자가 추가된 이래 그 

범위는 지속적으로 대폭 확대되어 갔다. 2009.6.9. 개정에서는 아동ㆍ청

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사 성교 행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가 추가되었다. 

2010.4.15.개정에서는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ㆍ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및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의 죄와 강도강간의 죄를 

포함시켰다. 2012.2.1. 개정에서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범위에 공

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

한 촬영을 추가하였다.

  둘째, 공개범위 셋째 열람 및 고지권자 넷째 공개방법이 각 확대되며 수

치형적 속성이 강해졌다. ([부록 2-7] 참조)  둘째, 공개범위가 지속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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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확대되었는데 특히 얼굴을 공개한 2007. 8. 3. 개정 및 상세주소와 신

체정보(키, 몸무게)와 성폭력범죄 전과사실과 전자장치 부착여부‧기간을 

공개한 2012.12.18. 개정은 수치형의 성격을 대폭 강화시켰다. 2007. 8. 

3. 개정에서는 성명 외에 사진을 게재하게 하였고, 직업 및 직장 등의 소

재지(직업, 직장명 및 직장 소재지의 주소를 표기한다)를 표기하게 하였

다. 또한 2012. 12. 18. 개정에서는 주소 및 실제 거주지를 상세하게 즉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고한 주소와 실제 거주지 주소 모두에 대해 

「도로명주소법」 제2조 제5호의 도로명 및 같은 조 제7호의 건물번호까

지 표기하도록 하였다. 2012. 12. 18. 개정은 이에 더해 등록대상 성범죄

의 요지 외에 성폭력범죄 전과사실(등록대상 사건의 확정 판결일 이전에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 죄명과 횟수)은 물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여부: 전자장치 부착 여부와 그 부착 기간을 표기하도록 한 것이다.

  셋째, 열람권자나 고지권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수치형의 성격이 가

속화되었다. 2005. 12. 29. 개정에서 열람권자가 등록대상자의 범죄사실

과 관련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후견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변

호사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다만,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 및 교습소의 장을 제외)으로 규정된 이후 

이는 계속 학대되었다. 2007. 8. 3. 개정에서는 등록대상자의 주소를 관

할하는 시·군·구 내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및 등록대상자의 주

소를 관할하는 시·군·구 내의 제42조제1항 각 호의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의 장이 열람권자로 추가되었다. 2009. 6. 9. 개정에서는 기존의 열람명

령에서 공개명령 즉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전용 웹사이트 운영 등을 포

함하게 되었다. 2010. 7. 23. 개정에서는 법 개정(법률 제9765호, 2009. 

6. 9, 공포, 2010. 1. 1. 시행) 이전에 유죄판결과 열람명령을 받은 성범

죄자 등에 대해서도 공개되도록 하였다.

  2010. 4. 15. 지역주민에 대한 고지제도가 신설되었다. 그리고 이는 

2011. 9. 15. 지역주민에서 지역주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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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초·중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의 장으로 고지범위가 확대되었다. 2012. 12. 18.에는 

대상자의 신상정보 공개대상을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의 아

동ㆍ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어린이집의 원장, 

유치원의 장, 학교의 장, 읍ㆍ면사무소와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 학교교

과교습학원의 장과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으로 더욱 확대

되었다.

  넷째, 공개방법도 점차 디지털화되어갔고 그에 따라 수치형의 성격도 

강화되었다. 2000. 2. 3. 제정시만 해도 계도문을 연 2회 이상 작성하

여 아래의 방법으로 전국에 걸쳐 게시 또는 배포하는 것으로(1. 관보게

재, 2.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월간 게재, 3. 정부중앙

청사 및 특별시·광역시·도의 본청의 게시판에 1월간 게시) 접근성이 다

소 떨어졌었다. 그러나 2005. 12. 29.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가 

실시되고 2009. 6. 9.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전용 웹사이트가 운영되

면서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게 신상정보에 접근이 가능해졌다.

  이처럼 신상공개․고지제도가 십 수 년 간 운영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 대한 정확한 집행통계를 구하기는 쉽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등록 및 공

개․고지의 주체가 부서별로 달라, 부처별로 통계가 다르게 제시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2013. 6. 19. 개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시행으로 등록업무는 법무부에서, 공개�고지는 여성가족부에서 관

장해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이 개정 이전에는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성인

대상 성범죄는 법무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여가부에서 각각 등록 

및 공개�고지업무를 관장하였기에 ’14년 이전 자료들은 제공하는 부처별

로 통계 현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상공개․고지에 대한 장기간의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 및 

부처별로 상이한 자료들에 대한 차후 검수 및 통합 작업은 이 논문의 주제

를 벗어나는 것으로 차후의 과제로 미룬다. 다만 여기서는 신상정보의 등

록, 그리고 신상공개․고지가 법이 처음 도입된 2000년대 초반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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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후반 그것도 2010년대 들어 폭증하였다는 점만을 지적하고자 

한다97). ([부록 2-8] 참조) 또한 신상공개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와 달리 

최근에 들어서 소위 원조교제 등 청소년 성매수의 비중은 2.0%로 매우 낮

고 대부분은 형법, 성폭법, 아청법상 강제추행이 2016, 2017년 40%를 

상회하고, 형법, 성폭법, 아청법상 강간, 간음 등이 35% 전후로 나타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다. ([부록 2-9] 참조).

97) 일례로 추지현은 2001년에서 2013년의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현황 표를

제시하고 있는데(추지현 (2017). 앞의 논문. p. 254), 이 논문과 구체적 수치가

다르고 그 정확도는 부처마다 보유한 자료가 달라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이므로,

어느 자료가 더 정확하다기 보다는 부처마다 자료의 수치가 다를 수밖에 없는 업

무분장 구조였고 이에 대해서는 입법적 개선 노력이나 행정적인 통계에 대한 재

검토가 필요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 논문과 관련하여서는 적어도 어느 자료에 의

하든 신상공개․고지가 2010년 들어 폭증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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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성충동 약물치료

  성충동 약물치료의 강성적 제정 및 개정과정에서 드러나는 주요한 특징

들은 다음과 같다. ([부록 2-10] 참조) 첫째, 2010.7.23. 제정법에서부

터 부칙에 소급적용을 명시하였다. 전자장치 부착 소급효를 부칙조항에 넣

은 이래 비록 합헌 결정은 났지만 소급금지원칙 위배 여부에 대하여 이 논

문은 보안처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바 위헌이라고 의심한다. 

  둘째, 박민식의 원 발의안이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대폭 강성화되었다. 

‘화학적 거세’가 ‘성충동 약물치료’라는 중립적 용어로 탈바꿈하였지만, 정

작 처분대상 범죄피해자 연령이 13세 미만 사람에서 16세 미만으로 대폭 

확장된 것이다. 또한 상습범 규정도 사라져 초범도 화학적 거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셋째, 2012.12.28. 개정에서 16세 미만 사람이 사람으로 바뀌어 사실

상 아동 성범죄가 아니어도 성범죄자에 대하여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을 내

릴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미국 등에서 주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 아

동성범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달리 우리의 경우 훨씬 강성적인 성격

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넷째, 지속적으로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 범죄는 확대되었다. 

2016.1.19.개정에서는 제297조의2(유사강간) 신설 및 강간과 유사강간

의 부녀를 사람으로 확대하였고, 2017.10.31.개정에서는 제8조(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죄를 추가하였고, 2017.12.19.개정에서

는 제339조(강도강간) 및 제340조(해상강도)제3항(사람을 강간한 죄만

을 말한다)의 죄의 미수범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부터 제10조(강간 등 살인

ㆍ치사)까지의 죄로 확대하였다.

  다음으로 집행통계이다. 신상공개․고지가 집행통계를 찾기도 어렵고 더

욱이 부처마다 달라 그 정확성 파악이 어렵다고 한다면, 성충동 약물치

료는 집행통계 자체를 찾아보기 어렵다. 여기서는 다소 축약된 형태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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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그 특징을 살펴본다. 첫째, 성충동 약물치료는 비록 신중하게 시행되

고 있다고는 하지만98) 세계적으로 보면 시행건수를 무시할 수 없으며 

그 적용범위에 있어도 아동에 한정하는 미국과 달리 성인 대상 성범죄자 

및 (준)강제추행 및 공중장소밀집추행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성범죄자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2017년 7월 18일에는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수범에 대해서도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이 되도

록 확장하였다. 법무부 내부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총 39건 성충

동 약물치료가 시행되었는데, 그 중 13세 미만이 13건이었고 13세 이

상이 26건이었으며, 성인 대상 (준)강제추행도 4건, 공중장소밀집추행도 

1건이었다. ([부록 2-11] 참조)

  미국의 화학적 거세는 1996년 9월 캘리포니아주에서 처음 시행되었고, 

화학적 거세만을 하는 주는 4개 주(조지아주, 몬테나주, 오레곤주, 위스콘

신주)에 불과하고 4개 주에서는 화학적 거세 또는 자발적인 물리적 거세

를 하는 주가 4개 있지만(캘리포니아주, 플로리다주, 아이오와주, 루이지

애나주) 이는 자발적 동의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같은 궤에 놓고 논의하

기 어렵다. 이외에 텍사스주는 자발적인 물리적 거세만을 실시하고 있다. 

유럽에서 최초로 화학적 거세를 도입한 대표적인 나라인 덴마크의 경우 

1989년부터 2013년까지 25년 간 총 60건을 시행했을 뿐이며, 그 외에 

화학적 거세를 도입한 유럽 여러 나라들은 – 스웨덴, 독일, 체코 등 – 가해

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여 우리와도 동일하지 않다.

98)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하 ‘성충동약물치료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약물치료명령(이하 ‘치료명령’이라고 한다)은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

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약물투여 및 심리치료 등의 방법으로 도착적

인 성기능을 일정기간 동안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치료를 실시하는 보안처분으

로, 원칙적으로 형 집행 종료 이후 신체에 영구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는 약

물의 투여를 피청구자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상당 기간 실시하게 된다는 점에

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침

익적인 처분에 해당하므로, 장기간의 형 집행이 예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형

집행에도 불구하고 재범의 방지와 사회복귀의 촉진 및 국민의 보호를 위한 추가

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부과함이 타

당하다.”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69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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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중복 병과 집행현황

  첫째, 보안처분과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에 대한 논의에서 간과되지 않

아야 할 점은 보안처분의 효과성과 정당성 논의에서 ‘개별’ 보안처분 차원

에서만 논의가 되어선 그 강성적 실질을 간과하게 된다는 점이다. 우리나

라는 치료감호에 대해 대체주의를 예외적으로 채택한 것을 제외하고는 보

안처분 집행에 있어 병과주의를 고수하고 있다. 이는 형벌과 보안처분 간 

병과뿐만 아니라 보안처분 간의 병과를 포괄한다. 

  둘째, 더욱이 우리나라는 치료감호를 제외하고는 엄격한 병과주의를 취

하는 것에 더해 보안처분의 부과가 개별적으로 행해지든 중복적으로 행해

지든 이를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징역형과 완전히 별개로 보안처분들은 중복 부과되게 되고 이로 인해 실

질적인 법익박탈로서의 국가형벌권의 총량은 대폭 향상된다.

  여기서는 2000년대 이후 새로이 보안처분의 이름으로 도입된 형사제재

들에서 그 선고가 양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법사항들을 먼저 정

리한다. 이어 그 양형과 별개로 치료감호가 아닌 형사제재들은 모두 중복 

부과됨으로써 실질적인 법익침해 정도는 급격히 무거워진다. 

  첫째 보안처분의 일개 또는 수개의 중복 부과라 해도 양형에 영향을 미

치지 않는다는 점은 형식적 이원주의에 입각한 판례태도 및 입법에 의해 

강력히 지지되고 있다. 전자장치 부착이나 성충동 약물치료의 경우 각 제

정법에서 명확하게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 및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은 “…의 선고는 …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어서는 아니 된

다.”는 명시적 입법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병과주의를 취한다 하더

라도 보안처분 간 비례성 원칙을 명문의 조항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독일 

등 이원주의 국가와 달리 우리의 병과주의는 보안처분 간 중복이 되는 것

에 대해서 비례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에 더해 적어도 전자장치 부착과 성

충동 약물치료에 한해서는 형벌의 양형에도 전혀 고려되지 않음으로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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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 약칭: 전자장치부착법 )

[시행 2008.10.28.] [법률 제8394호, 2007.4.27., 제정]

제9조(부착명령의 판결 등) ① 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

는 때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부착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하

여야 한다.

⑤ 부착명령의 선고는 성폭력범죄사건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어서는 아

니 된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 약칭: 성충동약물치료법 )

[시행 2011.7.24.] [법률 제10371호, 2010.7.23., 제정]

제8조(치료명령의 판결 등) ① 법원은 치료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

는 때에는 15년의 범위에서 치료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치료명령을 선고하여

야 한다.

…

⑥ 치료명령의 선고는 피고사건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어서는 아니 된

다.

강성적 성격이 증폭되는 것이다.

  둘째,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법조항이 없는 신상공

개, 신상고지에 대해서는 신상공개, 신상고지 등을 동시에 하는 보안처분 

간 중복부과는 병과주의에 대한 형식적 이원주의 판례 태도에 의해서 그

리고 형벌과 보안처분 간 병과주의에 대해서도 판례는 일관되게 이중처벌

원칙 위배가 아니라고 설시하고 있을 뿐이다. 헌법재판소는 보호감호 결정

에서의 아래의 설시를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보호감호와 형벌은 비록 다같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수용처분이라

는 점에서 집행상 뚜렷한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 추구

하는 목적과 기능이 전혀 다른 별개의 제도이므로 형벌과 보호감호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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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병과하여 선고한다 하여 헌법 제13조 제1항에 정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99)

  이는 집행통계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성충동 약물치료 대법원 확

정판결 중 최초의 2건에 대한 형벌과 보안처분의 중복 병과 모습을 살

펴본다. 2014년 2월 27일 최초의 확정판결은 강간살인미수죄 등을 범

한 30세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신상공개 10년, 

신상고지 10년, 전자장치 부착 30년 및 그 부착명령에의 부가조건으로 

주거제한, 출입제한, 접근제한, 이수명령 200시간을 선고하였다. 또한 

성충동 약물치료 대법원 확정판결 중 두 번째로 보이는 2014년 3월 27

일에는 주거침입강간죄 등을 범한 43세 피고인에 대해 징역 25년, 성충

동 약물치료 5년, 신상공개 10년, 신상고지 1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에의 부가조건으로 주거제한, 출입제한, 접근제한, 

음주제한, 이수명령 80시간을 선고하였다.

  이 중 최초 판결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에 대한 가석방 시기를 정확하게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두 번째 판결을 좀 더 살펴본다. 피고인은 43세부

터 68세까지 25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나와(복역중 성폭력치료 이수

명령 80시간을 수강하고), 68세에서 73세까지 성충동 약물치료를 받고, 

68세에서 78세까지 신상공개 및 신상고지 되고, 68세에서 88세까지 전

자장치를 부착하고 다녀야할 뿐만 아니라, 68세에서 88세까지 주거제

한, 출입제한, 접근제한, 음주제한을 하게 된다. 그 위반시에는 처벌을 

받게 된다. 

99) 헌재 1989. 7. 14. 88헌가5 등, 판례집 1, 69, pp. 8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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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연

령

대상

범죄

1심 사건번호 2심 사건번호 3심 사건번호

형량 형량 형량

1 30

성폭력

(강간살
인미수 

등)

광주지방법원

2013. 1. 31. 선고 
2012고합942 판결

광주고등법원 

2013. 5. 16. 

선고 2013노100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2301판
결

무기징역

신상공개․고지 10년

전자장치 부착 30년 

(주거제한, 출입제한, 
접근제한, 이수명령 

200시간)

성충동 약물치료 5년

항소 모두 기각 상고 모두 기각

2 43

성폭력

(주거침

입강간

등)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6. 28. 선고 

2013고합7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0. 10. 

선고 2013노2291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13096 

판결

징역 25년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신상공개 10년

신상공개 1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 
(주거제한, 출입제한, 

접근제한, 이수명령 

80시간, 음주제한)

항소 모두 기각 상고 모두 기각

3 42

성폭력

( 1 3 세
미만미

성년자

위계등

추행)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 8. 2. 선고 
2013고합5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 10. 
선고 2013고합73 

판결

대법원 

2014.4.10. 

선고 
2014도1632 

판결

징역 5년

성충동 약물치료 1년

신상공개 10년
신상고지 10년

이수명령 80시간

전자장치 부착 10년 
(접근제한)

항소 모두 기각 상고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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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3

성폭법

위 반

( 주 거
침입강

간등)

수원지방법원

2013. 9. 24. 선고 

2013고합25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3. 27. 

선고 2013노3230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4255 

판결

징역 10년

성충동 약물치료 2년

신상공개 10년

신상고지 1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

(이수명령 80시간) 

징역 12년
성충동 약물치료 

2년

신상공개 10년

신상고지 1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

(이수명령 80시간) 

상고 모두 기각

5 68

성폭력

( 1 3 세
미만미

성년자

강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 11. 27. 선고 

2014고합52 판결

광주고등법원 
2015. 3. 5. 선고 

2014노525 판결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5도4243 

판결

징역 12년

성충동 약물치료 2년
신상공개 10년

신상고지 1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

항소 모두 기각
상고 모두 기각

6 45
성폭력
(강간등

상해)

대구지방법원

2016. 4. 15. 선고 
2016고합8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6. 8. 11. 
선고 2016노213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3259 

판결

징역 15년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신상공개 10년
신상고지 10년

전자장치 부착 15년 

(접근제한, 이수명령 

200시간)

항소 모두 기각 상고 모두 기각

[표 2-1] 보안처분 중복 병과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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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보안처분의 도입과 제한법리 우회 

제 1 절 정치적 도입과 절충적 헌법개정

  1. 유신시대 정치적 도입과 사법부 우회

  보안처분은 유신시대 도입되었고, 이때의 도입은 사법부 우회의 정치

적 필요성 때문이었다. 학문적 논의는 정치적 동기에 의해 생략되었고 

보안처분에 대한 입법론 해석론이 후퇴하고 독일의 이원주의 법이론과 

해석론이 조문규정의 차이와 무관하게 영향을 미치고 더욱이 강성적 조

항만 선별이식되는데 영향을 주었다는데 있다. 전쟁 와중에도 현실여건 

상 보안처분 도입을 유보하였던 것100)은 보안처분이 막대한 비용을 요

구하였기 때문으로 추론되지, 사법부 우회를 위해서였던 것은 아니다. 

박학모는 제정형법 당시의 보안처분신중론에 의한 유예 이후 점차 보안, 

안전논리에 압도당해 뒷문 즉 형사특별법으로 들어왔다고 평한다101).

  여기서는 유신시대 사법부 우회를 위해 보안처분을 정치적으로 도입하

100) “2. 보안처분의 유보

새로운 입법경향에서는 보안처분에 대한 규정을 두는 것이 보통이나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서 유보하였다. 일후(日後)에 국가의 제반조건이 구비된다면 형법

총칙에 「보안처분」의 1장을 추가하거나 단행법으로 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

면 될 것이다.” (신동운 (2009). 『형법 제·개정 자료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 37.)

당시 형법 각칙 실무 총괄자였던 엄상섭 의원의 회고 역시 유사하다. “보안처분

에 관한 규정을 둘 것이 분과위원회에서 결정되었으나 우리나라의 현실상태로

봐서 그를 실행함에 다대한 곤란이 예상되므로 그만두기로 하였다. 물론 그 시기

가 성숙하게 되면 형법의 일부개정 또는 단행법으로 제도화시켜야 한다는 것은

거의 일치된 견해였었다.” (신동운 허일태 편저 (2003). “효당 엄상섭 형법논집”.

p. 55; 신동운 (2003). “제정형법의 성립경위”, <刑事法硏究>, Vol.20.. pp.

17-18에서 재인용.)

101) 박학모 (2014). “보안처분제도의 재구성을 위한 성찰과 제언.” <보호관찰> 제

14권 제1호. p. 13.



- 45 -

고 학문적 검토를 비켜나간 과정을 3가지로 나누어 서술한다. 첫째, ’71 

제1차 사법파동, 둘째, ’72 유신헌법의 보안처분 법정과 예고된 사회안

전법, 셋째, ’75 사회안전법의 논란 속 제정이다.

  첫째, ’71 제1차 사법파동이다. 권위주의 군부 정권이 '사법부 길들이

기' 일환으로 일으킨 것이 1971년 세칭 '사법파동'이라는 지적102)이 있

다. 그만큼 검찰과 달리 법원은 1950년대부터 정부에 독립적인 측면이 

상대적으로 강했고 이는 1970년대 초까지 계속 되었다. 초대 대법원장

인 김병로가 사법권 독립을 위해 이승만 초대 대통령과 대립했던 수많은 

일화들이 존재한 강건한 문화가 있었고, 결국 조봉암은 사형을 당하였지

만 유병진은 조봉암에 대해 반공법에 한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는 등 권력

으로부터 독립적 판결은 계속해서 나타났다. 10년 마다 있는 판사 재임

용시 유병진처럼 재임용에 탈락하는 경우는 발생하였지만 소신있는 판결

은 1950년대부터 존재했던 것이다.

  1960년대 들어서도 마찬가지였다. 무장군인 법원난입사건

(1964.3.24.), 인혁당사건(1964.8.~1965.9.), 민비연 내란음모사건

(1966), 동백림사건(1967.7.~1968.7.), 동양통신 필화사건(1970.6.), 

<다리>지 필화사건(1971.7) 등 다양한 시국사건이 1960년대 한국사회

를 뒤흔들었다. 물론 5․16 이후 사법행정의 근대화와 함께 집회와 시위

법 위반자들을 반공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고문으로 자백이나 사상을 전

형시키려는 관행은 고쳐지지 않았지만, 사법부가 1968년 무죄 선고 피

고인이 267명, 1969년 698명, 1970년 903명에 이르는 등 검찰에 대

해 소극적 저항을 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사법부가 행정부에 종속된다

고 보기는 어렸다103).

  그 결정적 사건이 바로 국가배상법 단서 조항과 그 전제가 되는 법원

조직법 위헌 사건이다. 대법원은 1971. 6. 2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102) 이헌환 (1997). "한국 사법사에 비추어본 1971년의 사법파동". <법과 사회>

제15권 제1호. p. 134.

103) 사법발전재단 (2008). 『사법부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상)』. 법원행정처

편. p. 78. 추지현 (2017). 앞의 논문. p. 5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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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로 국가배상법 위헌 결정을 그것도 법원조직법과 함께 내리는데, 이

는 1971년 5월 25일 박정희가 김대중에게 근소한 표차이로 이긴지 불

과 1달도 안되어서였다. 이에 대해 박정희는 유신헌법을 도입하고 국가

배상법 단서 조항을 아예 헌법에 명문화하는 것으로 대응하였고 이는 현

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사법부가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항의 적용문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위해 가중 다수결을 규정해놓은 법원조직법 제59조 제1항 단서 조항의 

위헌까지 선언한 것104)은 당시 파장이었다. 법관의 과반수로써 재판하여

야 함은 재판의 근본원칙이며 헌법에 정당해산심판의 가결 정족수가 

3/5이라고 특별 예외규정을 둔 상황에서, 헌법이 아닌 법률에 합의심판

의 정족수를 임의로 2/3로 가중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를 

삼권분립 또는 사법권과 입법권 간 균형의 문제로 보고 있는데, 거꾸로 

보면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하는 법원조직법 규정까지 국가배상법과 함께 

위헌이라는 대단히 소신 있는 결정을 내린 셈이다. 9:7이어서 법원조직

법까지 함께 위헌 결정했던 70년대 초만 해도 사법부가 독립적이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대목이다.

  사법부의 독립에 위협을 느낀 박정희는 이후 사법부 통제를 시도하는

데 그 출발점이 바로 ’71 1차 사법파동이다. 당시 이범렬 부장판사가 

50년 전에는 관행이었던 접대를 받은 것을 이유로 부장판사실을 압수수

색하고 이범렬 부장판사 등 3명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

청한 것이다. 그러자 서울형사지방법원의 법관 37명은 사표를 제출하였

고, 이에 정부는 신직수 법무부장관을 통해 민복기 당시 대법원장에게 

사표철회를 호소하도록 하였고, 민복기 대법원장은 1971년 8월 27일 

사표철회를 호소하고 대법원판사가 각 지방법원에 파견 나가 사태수습하

고 사표를 철회 받았던 사건105)이다.

104) 대법원 1971. 6. 22. 선고 70다1010 전원합의체 판결.

105) 1971년 사법파동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이헌환 (1997). 앞의 논문. p. 13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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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10.17 비상조치 및 11월 21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유신 

헌법은 알려진 대로 기존 헌법의 효력을 무력화시키는 한편 영구집권을 

가능케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대폭 후퇴하는 개헌이었다. 기본권의 일반

적 제한 사유에 국가 안전 보장이 들어갔음도 특기할 만하다. 그런데 여

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가 사법부를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한편 

보다 근본적으로 무죄 판결이나 위헌 판결을 내리지 않으며 사회통제를 

강화하는 것 즉 사법부 우회를 보안처분의 유신헌법 도입 배경 중 하나

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72 유신헌법의 보안처분 법정과 예고된 사회안전법 제정이다. 

보안처분이라는 표현은 1972. 12. 27. 전부개정 헌법 제8호(이하 ‘유신

헌법’)의 제10조 제1항106)에 처음 등장한다. 이후 다음 헌법 개정에서

는 제11조 제1항으로 조문의 위치가 변경되고 강제노역을 별도로 빼 

‘법률에 의한’ 대신 ‘형의 선고’와 관련하여 규정한다107).

  이 조항의 도입을 보안처분에 대한 법률주의 규정으로 일견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또는 헌법상 형사제재로 보안처분을 인정한다는 

평가도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나라에는 국가보안법 등에서 

이미 보안처분이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당

시 헌법 개정의 정치적 배경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사법부에 대한 국가

의 통제가 노골적, 직접적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우선 유신헌법을 도입한 1972년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그해 10.17 비

상조치가 선포된 직후 결성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71년 

대통령 선거로 박정희는 3선에 성공하였지만 1차 사법파동이 일어났고 

반정부 운동이 확산되는 와중에 엄벌주의적 처방이 내려졌던 때였다. 유

신헌법으로 인해 기존의 헌법은 무력화 되었고 국회가 해산되었을 뿐만 

106)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

포·구금·압수·수색·심문·처벌·강제노역과 보안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107)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

포·구금·압수·수색·심문·처벌과 보안처분을 받지 아니하며,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

니하고는 강제노역을 당하지 아니한다.” (헌법 제9호, 1980.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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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정당 등 헌법기구들은 모두 자유를 상실하였다. 특히 일반적 기

본권제한 사유로서 국가안전보장을 기존의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추가하

였다. 따라서 유신헌법, 사회안전법 이후 헌법재판소가 설립된 후 최초

의 보안처분 위헌심사인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에 대한 위헌심사시 헌법

재판소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이라는 단서를 달기는 하였으나 

‘어떠한 형태의 보안처분제도’인지는 ‘오로지’ 입법권자의 형성의 자유라

고 함으로써 형형색색의 보안처분 제도 존재 가능성을 극대화시켰다.

  

“그러나 헌법은 1972.12.27. 개정헌법 이래 보안처분제도를 헌법상의 

제도로 수용하여 왔으므로 헌법의 규정에 따라 어떠한 형태의 보안처

분제도를 마련하느냐의 문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오로지 

입법권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한다 할 것이다.”108)

  또한 보안처분과 강제노역 모두 재판 또는 형의 선고 즉 사법부를 거

치지 않고 법률에 의해 행정처분만으로 가능케 하는 사법부 우회가 나타

났다는 것이다. 국가권력의 권위적 강화 차원에서 보안처분의 헌법적 근

거를 마련한 셈이다. 헌법의 개별 조문의 제정경위에 대해서는 대한 현

존하는 심도 깊은 입법자료가 많지 않지만, 2차 문헌에 의거해 헌법의 

보안처분 관련 조항의 삽입 의미를 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독립적이었

던 사법부가 아니라 국회와 정당까지 해산한 유신정권에서는 법률만 있

다면 형식적으로라도 법치주의의 외피를 입고 행정부가 사실상 보안처분

을 반체제인사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헌법에 명시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헌법상 보안처분이란 용어가 들어간 것은 1972년 유신헌법에서였다. 

유신헌법 제1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

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 보안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문화

하였다. 이 규정이 있기 전에도 보안처분적 제재는 이미 작동하고 있었

108) 헌재 1989. 7. 14. 88헌가5 등, 판례집 1, 69, pp.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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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럼에도 이 보안처분 규정이 헌법 속에 포함된 것은, 법률상의 근

거를 확보하면 보안처분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헌법적 근거>를 확

보하고자 하는 의도였다고 할 수밖에 없다.”109)

  널리 알려진 대로 1972년 유신 헌법은 역대 헌법 가운데 가장 인권침

해적이며 보안처분이 형의 선고 없이도 처분될 수 있게 하였다. 영장발

부가 검사의 요구에 의하도록 하고, 강제노역도 형의 선고 없이 내려지

며, 사후영장 발부도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이외에 국가안전보장까지 기본권의 일반적 유보요건으로 헌법에 명시하

며 강성적 엄벌주의가 행해지는데 보안처분은 그 보충이 아니라 그 첨단

에 제도적으로 서게 된 셈이다.

“다. 1972년 헌법

역대 헌법 가운데 가장 인권침해적이라 할 수 있는 1972년 헌법에서

는 강제노역이 형의 선고가 아니라 법률에 의하면 가능하게 되었고 보

안처분이 삽입되었으며(제1항), 영장의 발부가‘ 검사의 요구’에 의해도

록 하고 있고 사후영장의 발부도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지 않아

도 되도록 하여, 그 요건을 매우 완화하고 있다(제3항).”110)

  이런 강성적 형사정책의 일환으로서의 정치적 도입이 이루어지고 이때 

형사법학계의 논의를 우회하였음은 ’72 유신헌법의 초안 작성에 참여한 

핵심 실무자였던 법무부 김기춘 과장(검사)이 ’75 사회안전법 제정시에

도 깊숙이 관여하였다는 점에서도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보안처분

이 왜 ’72 유신헌법에 도입되었는지 ’75 사회안전법이라는 사상범, 정치

범에 대한 사회방위처분을 위한 – 다시 말해 정치적 결단으로서 도입되

었다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먼저 ’72 유신헌법은 헌법심의위원회에서 신직수 법무·이경호 보사·서

109) 한인섭 (1999). “헌법과 형사법-권력정치, 집단갈등과 법의지배”. (서울대학

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pp. 136-137.

110) 법제처 (2015). 『헌법 주석서 1권』. 법제처. p. 463.



- 50 -

일교 총무처 장관을 비롯해 유민상 법제처장, 헌법학자로는 한태연 박사

와 갈봉근 전 중앙대 법대 교수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11). 그러

나 실질적으로 한태연, 갈봉근 교수는 자구수정만 하였고, 한태연 교수

의 추후 회고에 의하면 유신헌법은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것이고 실무자

였던 김기춘 과장이 프랑스에 1년 연수까지 다녀오며 초안을 잡았던 것

으로 보여진다. 이는 2001년 역사와 헌법 토론 시리즈 첫 회에 한태연 

교수가 직접 유신헌법 제정시 후일담을 이야기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역

사적 가치가 크므로 주요 대목을 인용해 보겠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다음날 전화를 받고 청와대에 들어가보니 박정희 

대통령이 `헌법 개정에 대한 내 구상'이라며 조그만 쪽지를 내놓았습니

다. 개정작업을 위해 법무부에 갔을 때는 비상조치권 등 핵심조항은 이

미 조문까지 만들어진 상태였죠. …(중략)… 골격은 위에서 만든 것이

니 손댈 수 없다는 신 법무장관의 말에 따라 문구 수정과 조문화에 참

여한 것이 전부 …(중략)… 유신헌법은 순전히 박 대통령이 만든 것 …

(중략)… 당시 작업에는 법무부 과장이던 김기춘 한나라당 의원(전 법

무부 장관)도 참여했다. …(중략)… 그는 유신 이전에 이미 1년 동안 

프랑스 유학까지 가서 유신헌법 연구작업을 마치고 돌아온 상태였다”

고 말했다.”112)

  여기서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이미 1년 동안 프랑스 유학까지 가서 

유신헌법 연구작업을 마치고 돌아온 김기춘 당시 법무부 과장 검사이다. 

다시 말해서 헌법학자들이 – 비록 소수라 하더라도 – 주도한 것이 아니

라 법무부 과장검사가 대통령의 명에 의해 연구해 와서 초안을 잡았고 

자구수정 등 기술적인 체계만 한태연, 갈봉근 헌법학 교수가 수정하되 

외부적으로는 한태연, 갈봉근 교수가 주도한 것처럼 홍보하였다는 것이

다. 한태연 교수의 위 회고를 보면 비록 많은 헌법학자들이 한태연 교수

111) 한겨레 2001. 12. 9. 자 “유신헌법 박대통령 직접구상”

112) 한겨레 2001. 12. 9. 자 앞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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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유신헌법을 기초하였다는 비판을 하여왔지만 이는 사실과 완전히 부

합하는 비판은 아니었던 셈이다.

  오히려 유신헌법이 당시 권위주의적 박정희 정권의 기획된 산물이었다

는 다시 말해 정치적으로 보안처분이 도입되었다는 사실이 의미가 크다. 

그 과정에서 보안처분의 도입은 이론적으로 형사제재 이원주의냐 일원주

의냐에 대한 논쟁보다 훨씬 중요한 보안처분 도입과 관련한 형사법학계

의 논의가 상실되었음을 방증하기 때문이다. 보안처분 또는 이원주의 자

체가 아니라 정치적 도입에 따라 이원주의가 파편적, 선별적으로 이식되

고 그 해석론도 입법조문과 밀접하게 구성하는 과정없이 정치적 현실이 

지나치게 앞세워진 탓이다.

  이는 1972년 10월 31일 중앙청 제1회의실에서 개치된 제25회 전국 

검사장회의에서 신직수 법무부장관의 명에 의해 그 당시 제안되고 공고 

중에 있던 유신헌법의 주요 개정 내용과 그 개정이유를 보고한 데서도 

잘 드러난다113). 당시 보고문은 대검찰청이 발행하던 <검찰(檢察)> 편

집실의 요청으로 그 해인 1972년 10월 검찰지에 “유신헌법 해설”이란 

특집으로 전문이 실린다. 이 논문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부분은 보안

처분에 대한 김기춘의 해설 대목이다. 여기에서 특별히 「」로 강조되는 

것은 형의 선고 없이 다시 말해 사법부의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보

안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규정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보안처분은 광범위한 사회방위처분임 또한 설명하고 있다. 

“제10조 1항에서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강제노역과 보안

처분을 과할 수 있게 함으로써 광범위한 사회방위처분을 헌법상 가능

하게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 …”114)

  보안처분은 김기춘에게 실무적 필요성 측면 외에 학술적 측면에서도 

익숙하고도 중요한 주제였다. 1966년에 이미 김기춘은 석사논문에서 보

113) 김기춘 (1972). “유신헌법 해설”. <검찰> 48호(’72.12.). p. 37.

114) 김기춘 (1972). 위의 논문. p.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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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처분의 도입을 통해 잠재적 범인에 대해야 한다는 논문을 발표한 상황

이었다. 반사회적인 위험성의 인자를 내부에 보유한 이들 반사회적 군대

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기 위해 필요한 처우 즉 보안처분을 마련해야만 근

대적 형벌체계로서의 타당성을 지닌다고 보았다115).

  김기춘은 독일식 이원주의 모델을 도입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김기춘의 박사논문 및 그 이후 법무연수원 교수로 근무할 때 작성된 

『형법개정시론』에 이르기까지 사회방위라는 신파에 기반한 보안처분을 

이원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학문적 그리고 실무적으로 일관된 형법개정 

방향에 대한 소신으로 보인다. 특히 비례성 원칙 등 명문화하자는 데서

는 1987년 이후 형법학계에서 봇물처럼 쏟아진 보안처분 가령 사회안전

법, 사회보호법 등에 대한 비판적 논의 및 법치국가원리에 기반한 보안

처분론과 일맥상통하는 형식적, 파편적 이원주의를 넘어서는 인식을 보

여주고 있기도 하다.

  다만 여기서는 김기춘의 형법개정에 대한 총체적인 주장을 평가하기 

보다는 1972년 유신헌법에서의 보안처분 도입 및 그게 근거한 사회안전

법상 보안처분의 실무를 당담했던 김기춘이 사회안전법을 독일식의 실질

적 이원주의의 예외로 보고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최근 김기춘이 유

신은 불가피했다는 회고적 인터뷰에서 보듯 사회안전법상 보안처분은 자

신의 실질적 이원주의 학문체계와 다소 맞지 않는 그러나 당대 현실에서

는 불가피하다고 보았던 내용일지도 모른다.

  보안처분이 유신헌법에 도입되어 이후 1987년 헌법에서도 여야 간 격

론 끝에 법관의 판결에 의한 보안처분 부과로 가지 못하고 적법한 절차

라는 타협안으로 가게 되는데, 이 역시 보안처분의 도입이 정치적 동기

에 의하여 된 것임을 보여주는 증거다. 김기춘 스스로도 국가안보적 특

수상황에 따른 예외적, 잠정적인 보안처분의 사례로 사회안전법을 언급

하고 있고116), 그 연장선상에서 유신헌법의 초안 작성 또한 ‘국가안전보

115) 김기춘 (1966). “잠재적범인의 처우에 관한 연구 – 보안처분의 도입을 중심으

로 -”.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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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등 비상상황에서 정치적 결단으로서 도입된 것이지 형사법학계의 형

사정책적 필요성에 대한 논의와는 관련이 적다는 것이다.

  셋째, ’75 사회안전법의 논란 속 제정이다. 사회안전법이 행정처분으

로 보안감호라는 보안처분의 이름으로 비전향 장기수 등을 통제하려던 

사회방위입법이었다. 여기서는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분석이 덜 된 그 입

법과정에서의 정치적 맥락 부각을 통해 우리나라 보안처분의 도입과정 

자체가 사법부 우회가 헌법, 형사법 우회 다시 말해 국민의 기본권 제한

의 근거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 제한에 대해서는 논의가 부족했음을 강조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당시 야당이던 신민당의 국회 본회의에서의 반

박과정을 살펴본다.

  원래 반공법 제4조를 삭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민당은 공화당과 

「사회안전법」, 「민방위법」을 동시에 만장일치 통과시키기로 양당 정

책위의장 간에 타결을 보았었다. 그런데, 공화당 의원들만 참석했던 법

사위에서 반공법 제4조를 사회안전법 대상 범죄에서 삭제하지 않고 신

민당은 당내에서 반공법 제4조를 빼고 어떻게 타협하느냐며 내부 반발

하여 결국은 본회의에서 논쟁이 오간다. 양당의 타협과 신뢰감이 아니라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안전법 상 형식적 보안처분법정주의, 

즉 행정부가 사법부와 헌법원리를 우회하게 되는 지점에 대해서 사회안

전법의 날치기 통과 과정에서 논쟁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이는 87년 헌

법개정 과정에서의 여야 대립에서 다시 한 번 반복될 뿐만 아니라, 보안

처분에 대한 헌법적 한계 즉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에 대한 논의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보안처분이라는 명목이라고 해

도 헌법, 형사법 원리 적용은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사회안전법

의 보호감호 등이 행정처분으로 되어 있음은 출발부터 헌법 원리 우회가 

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신헌법 후 의원 압도적인 수를 장악하고 

있었던 공화당 의원들 안대로 재석 178인 가 130 부 46으로 새벽 3시 

15분께 전날 11시 40분에 속개되어 회기를 넘긴 후 공화당-신민당 간 

116) 김기춘 (1984). 『刑法改正試論』. 三英社. pp. 461-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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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결렬로 벌어진 3시간여의 치열한 논쟁은 끝난다.

  이 사회안전법에 대한 평가는 매우 가혹하다. 한인섭은 ‘파시즘적 심

정형법’의 한국판이자 한국의 독재체제가 보여준 ‘권력남용의 한 정점’으

로 지적하며117), 1972년 유신헌법에 의해 등장한 보안처분이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부정하는 ‘권력에 

의한 편의적 강제처분’이고 그것이 형벌보다 보안처분에서 더욱 강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 지적118)한다.

  물론 1972년 이전에 보안처분이 법률적으로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구 

국가보안법상의 보도구금(保導拘禁), 윤락행위방지법 상 보호지도를 위

한 수용보호, 마약법 상 강제적 격리수용, 전염병예방법 상 격리수용치

료처분, 모자보건법 상 불임수술, 소년법 상 보호처분 등이 있었다119). 

그러나 72년 유신헌법으로 인해 보안처분법정주의의 형식적 법률주의 

면죄부를 주고, 사법부 우회와 헌법원리 우회를 한 보안처분의 문제를 

단순히 구파와 신파, 개선과 보안의 이론구도로만 한정해 이해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인섭은 사회안전법 등 권위주의체제가 법정화한 일련의 

보안처분을 연혁, 실행주체, 실행과정 모두에서 반법치주의적인 법률이

라는 미명하의 국가형벌권의 노골적 악용이라고 비판한다. 그래서 수정

보완조차도 안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한인섭은 서구의 보안처분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우리 사회에 그대로 대입할 수 없음을 역설한다.

“우리의 보안처분은 그 연혁적 측면, 실행주체의 측면, 실행과정의 측

면 모두에서 반법치적이고 법률의 이름을 빌린 권력의 처분이다. 따라

서 서양식의 논의를 섣부르게 도입하여 정당화하려는 것은, 오히려 기

존에 크게 잘못된 관례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근본

에서 잘못된 것은 사멸시켜야지, 함부로 수정보완을 통해 되살릴 일이 

아니다.”120)

117) 한인섭 (2000). 『권위주의 형사법을 넘어서』, 동성사, p. 21.

118) 한인섭 (2000). 앞의 책. p. 21.

119) 한인섭 (2000). 앞의 책. p. 21. 이에 대한 피처분자 관점에서의 선구적 보안

처분 연구로 이승호 (1991). 앞의 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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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절충적 ’87 헌법개정

  1987년 헌법개정 과정에서 보안처분 규정을 둘러싼 격렬한 논쟁이 오

갔다. 1972년 헌법 도입 이후 ‘보안처분의 헌법적 근거’로만 해석됨으로

써 보안처분 행사의 한계에 대해서는 충실히 작동되지 못했던 형식적 보

안처분법정주의를 깨고 ‘법관에 의한 재판’의 범위에 보안처분도 포함됨

을 명시하자는 주장이 야3당에 의해 제기되었다. 그리고 이 주장은 우리 

정치상 최초 여소야대 정국에서 그 설득력을 얻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결국 여야 타협으로 한 발짝 후퇴하고 만다.

  현행 1987 헌법은 제12조에서 적법절차에 의한 보안처분을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유신헌법이 법률에 의한 보안처분이라 했던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이 규정의 존폐를 두고 다투던 여야가 절충 끝에 고안해낸 것이

다. 문제는 이로 인해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라는 72년 유신헌법이 

의도했던 사법부 우회, 그리고 헌법 우회가 모두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

이다. 민주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보안처분 또는 이원주의에 대해 이런 

절충으로 적어도 보안처분에 한해서는 사법부 우회, 헌법원리 우회 어느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태도는 이후 2000년대 중반 이후 아동 성

범죄 중심의 강성적 보안처분 포퓰리즘 입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헌

법원리 제한이 불충분한 이유로 작동한다.

  이처럼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가 적법한 절차와 법률에 포함되지

만 정작 거기에 나열된 보안처분에는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여 이원주

의와 관련하여 아무런 변화도 낳지 못했다. 이에 대해 아래 1987년 소

위 미국의 적정절차원리(due process principle)이 도입되었다고 하고 

신체의 자유뿐만 아니라 입법, 행정, 사법 등 국가행위 전반에 걸쳐 적

용되는 원리라고 하면서도 1972년 유신헌법의 유제로 그리고 1987년의 

절충적 헌법개정과 사법부의 형식논리로 인해 보안처분은 신체의 자유와 

관련됨에도 적정절차원리의 핵심인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의 사각지

120) 한인섭 (2000). 앞의 책.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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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 놓이고 말았다.

“1987년에는 현행 헌법으로의 개정이 있었는데, 현행 헌법은 제12조

에서 "적법절차에 의한 보안처분”을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유신헌법이 

"법률에 의한 보안처분”이라고 했던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이 규정의 

존폐를 다투던 여야가 절충 끝에 고안해낸 것이다. 이 절충적 규정으로 

인해 사회안전법은 "헌법이 보안처분을 수용하였으므로” 합헌적(대법원 

1987.8.18. 판결 87누64 및 대법원 1997.6.13. 선고 96다56115)이

라는 해석과 "적법절차 위반이므로” 위헌이라는(법학자 배종대, 신양균 

등) 상반된 해석을 낳게 되었다.”121)

121) 역사비평 편집위원회 (2000). 『논쟁으로 본 한국사회 100년』. 역사비평사.

p.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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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독일 이원주의 선별이식과 강성화

  1. 이원주의와 헌법원리 적용범위 간 혼동

  이원주의 형사제재 체계의 종주국은 독일이다. 그리고 독일 형사법의 

영향력은 학계와 판례 모두 적지 않고, 특히 헌법재판소에 의한 헌법재

판을 한다는 점에서 양국은 특히 헌법원리에 의한 형벌권 제한의 문제에 

대하여도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보안처분은 정치적 동기에서 사상범, 

정치범에 대한 긴급한 사회적 격리를 위해 헌법 개정 및 형사특별법 제

정이 이루어짐으로써 독일 이원주의 입법조항 중 한계 조항에 대해 선별

적으로만 이식되거나 부분적으로만 이식 입법되고 해석론은 전체적으로 

이식됨으로써 현실 보안처분 입법상황과 해석론 간에 정합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여기서는 이를 판례의 형사제재소급입법금지조항 해석

론, 이중처벌금지원칙 해석론을 통해 살펴본다.

  첫째, 형사제재 소급금지원칙의 문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3조 제

1항 전단에서 도출된다며 ‘형벌’불소급원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우리 헌법조문 상 해석론으로는 적절한지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처벌=형벌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조문상 독

일은 ‘가벌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조문은 ‘소추(訴

追)’라는 상이한 입법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 형법은 이처럼 헌법에서 ‘가벌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형법에서도 제1조 죄형법정주의 및 제2조 제1항, 제2항에서도 

가벌성, 형벌, 처벌을 같은 의미로 쓰고 있으며 제6항은 가벌성과 구별

되는 보안처분은 재판시법주의를 취한다고 규정하는 것이다. 이처럼 죄

형법정주의 파생원칙인 소급금지원칙을 ‘가벌성’ 즉 ‘형벌=처벌’에만 한

정하겠다는 것이 독일 법문상 명백하고, 따라서 이런 조문(도그마)에 근

거한 독일의 헌법, 형법 해석 도그마틱으로서의 이원주의가 ‘형벌’소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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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13조 제1항

독일 기본법

제103조 (법정에서의 기본권) 제2항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

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

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

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

니한다.

(2) 행위는 그것이 행하여지기 전에

가벌성이 법률로 규정된 경우에 한하

여 처벌될 수 있다122).

대한민국 형법 독일 형법123)

-(없음)-

제1조 (죄형법정주의) 범죄행위는 그

행위 이전에 가벌성이 법률에 규정되

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할 수 있

다.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

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② 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③ 재판확정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제2조 (형의 시간적 적용범위) ① 형

과 그 부수효과는 행위 시에 유효한

법률에 의하여 정한다.

② 행위중 형벌법규가 변경된 때에는

행위 종료 시에 유효한 법률을 적용

한다.

⑥ 보안처분에 관하여는 법률에 특별

한 규정이 없는 경우 재판시 유효한

법률에 의하여 이를 선고한다.

지원칙으로 불린 것도 쉽게 이해된다. 그러나 독일법의 영향을 받은 형

사제제 이원주의 체계 국가로 알려진 오스트리아, 스위스의 죄형법정주

의 선언만 보아도 독일의 형벌=처벌=가벌성의 도식은 입법적으로 발견

되지 않는다.

  오스트리아와 스위스 형법은 형벌 외에 ‘예외조치’ 또는 ‘(보안)처분’

이라고 명시하며 이원적 형사제재 모두가 죄형법정주의 파생 소급금지원

칙의 적용대상임을 명백히 하였다. 이는 독일이 가벌성 또는 형벌에만 

죄형법정주의를 적용하고 그 파생원칙인 소급금지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것과 대비된다. 이처럼 형사제재 이원주의 체계를 취한다는 것과 보안처

122) 국회도서관 (2016).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국회도서관. p. 107.

12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형법총칙 비교법 자료집』. 한국형사정책연구

원. p. 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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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형법 스위스 형법

제1조(법률없이 형벌없음)

(1) 형벌 또는 예방조치는 그 범행이

명시적인 법적 형벌 규정에 해당하고

행위시점에 이미 형벌로 위하되고 있

는 경우에만 부과될 수 있다.

제1조(법률없이 제재없음) 형벌 또는

(보안)처분은 단지 법률이 그 범행

(행위)을 명시적으로 형벌에 처하고

있는 경우에만 부과될 수 있다.

분에 소급금지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독일의 이원주의 조문에 

대한 해석론에 기반한 특수한 문제이지 법이론적으로 보편적인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형벌과 보안처분의 이원주의와 가벌성 

유무에 따라 소급금지원칙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는 즉 ‘형벌’ 불소급원

칙이라는 해석론이 발달되어온 것이다.

  이 논문은 그 원인 중 하나로 우리나라가 1972년 유신헌법과 1975년 

사회안전법을 통해 보안처분 입법을 형식적으로 최초 완결지을 때 그 적

용대상이 소급이었던 정치적인 급박한 현실론이 법이론적으로 소급금지

원칙 적용여부에 대한 헌법 제12조, 제13조의 해석론을 대체한 것이 아

닌가 의문을 제기한다. 신동운은 대한민국 헌법은 독일 헌법과 달리 ‘소

추’라고 표현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여 보안처분에도 소급금지원칙이 적용

될 수 있다고 일찍이 주장한 바 있다124). 우리 헌법 상 죄형법정주의 

원칙 근거 규정은 독일 헌법 근거 규정과 달리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 그 

자체는 물론 그로 인한 법적 효과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

해 본다.

  둘째, 이중처벌금지원칙이다. 우리 판례는 이중처벌금지원칙은 오직 

‘형벌’에만 적용되며 따라서 보안처분, 과태료에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이원주의를 취할 경우 논리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아

니며 헌법의 조문화 내용에 따라 그 양상은 다를 수 있다. 보안처분에 

대해 소급금지원칙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 태도는 우리 

124) 신동운 (1998). 앞의 논문. p.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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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헌법 제13조 제1항
독일 기본법 제103조

(법정에서의 기본권) 제3항

13조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

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

다.

(3) 누구든지 동일한 행위를 이유로

일반형법에 의거하여 거듭 처벌되지

않는다125).

헌법과 상이한 가벌성 유무를 중심으로 하는 독일 헌법 및 형사법 규정

에 대한 해석론을 가벌성이 아닌 소추 여부로 규정한 우리 헌법에 선별 

이식함으로써 나타난 것이 아닌가 문제제기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이중

처벌금지원칙에 대해서도 일반 형법으로 범위를 한정한 독일 조문을 그

런 제한이 없는 우리 헌법 해석론으로 선별 이식함으로써 헌법적 제한이 

형해화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이는 독일과 한국의 조문차이를 보면 보다 명확해진다. 먼저 독일 헌

법 제103조 제3항은 거듭 처벌금지원칙을 ‘일반형법에 의하여’라고 한

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일반형법에 의하지 않은 처벌은 그 적용범위에

서 벗어난다. 그러나 우리 헌법조문은 독일과 달리 ‘일반형법에 의하여’

라는 표현이 없고 따라서 일반형법과 형사특별법, 일반형법과 행정형벌 

등 행정제재 간에 그런 형사제재 ‘유형’만을 이유로 이중처벌 금지원칙

이 적용될 수는 없다.

  물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비형벌적 보안처분, 비형벌적 행정제재에 

대해서 이중처벌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 단순히 독일 

도그마틱의 이식, 수용이라는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처벌’의 의미

를 형법 제41조(형벌)에 나열된 것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법적 명확성, 

입법권에 대한 존중, 사회방위 등 합목적성의 강조 등 여러 고려가 있을 

수 있다.

  오히려 우리 형법 제1조 제1항126)은 ‘처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125) 국회도서관 (2016). 앞의 책. p. 108.

126)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

다.[시행 2018.1.7.] [법률 제13719호, 2016.1.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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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이중처벌금지원칙에서의 처벌이 형벌, 강제노역을 제외한 것이

라는 논리가 더 설득력 높을 것이다. 실제 우리 헌법, 형사법 조문에 근

거한 해석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역시 형법 제1조 제1항의 처벌에 

대해 다수설은 실질설로서 형식적 형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

적 형벌 즉 형벌적 속성의 보안처분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계적으

로 보안처분으로 볼지는 보다 상세한 검토가 요청된다.

  특히 현재 헌법재판소의 해석방식은 형사소송법상의 일사부재리원칙을 

단순히 확인하는 의미로서 규정했다기 보다는 형사영역 특별원리로서 

‘거듭’ 처벌을 금지하였다는 점에서 그 이상의 헌법적 의미를 고려할 필

요가 있다. 즉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헌법원리는 적극 해석할 필요

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원리로서의 일사부재리로는 포착되지 않는 동

일 절차 이중 처벌의 경우에도 포함된다127)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는

다128). 더욱이 헌법상 ‘처벌’의 의미가 형법 제41조 형벌과 동일하다고 

해석할 근거도 부족한데다 형법 규정이 헌법 규정의 의미를 결정한다는 

법체계적 모순도 발생한다. 그래서 독일의 상이한 입법현실에 근거한 해

석론과는 다른 해석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한국 독일 간 입법현

실 차이를 강조하며 이중처벌금지원칙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를 비판하

는 김승대의 대목은 음미할 가치가 있다.

“그렇다면 결국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과징금의 경우 과징금은 형사처

벌절차와 별개의 거듭된 절차에 의하여(절차적 이중부담) 새로운 처벌

을 가하는 것(실체적 이중부담)이므로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

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이 판단하지 아니한 헌법재판소의 

판단논리는 우리 헌법이 정한 이중처벌금지의 해석론으로서는 받아들

이기 어려운 입론이라고 본다. 사실 이러한 논리가 우세하게 된 데에는 

127) 이와 반대 견해로는 제헌헌법 초안 작성에 깊이 관여한 유진오의 『헌법해

의』로 우리의 이중처벌금지조항은 미국의 이중위험원칙(principle of double

jeopardy)를 도입한 것이라며 일사부재리 원칙을 명문화한 규정이라고 본다.(유

진오 (1949). 『헌법해의』. 명의당 참조.)

128) 김승대 (2007). “이중처벌 금지원칙에 대한 헌법해석의 재검토”. <공법연구>

제35집 제4호. p.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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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헌법 재판 실무에 있어서 흔히 준거로 삼고 있는 독일의 헌법

이론과 그들의 판례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앞서 강

조한 바와 같이 이중처벌의 금지에 관한 독일의 헌법규정에는 우리나

라의 헌법규정과는 달리 ‘일반형법에 근거하여’라는 적용범위의 한정이 

명시되어 있다. 이와 같은 한정이 없는 우리나라의 해석론으로서는 미

국 헌법의 경우와 같이 일반형법이든 이를 벗어난 그 밖의 것이든 ‘처

벌’에 해당하면 모두 적용대상이 된다는 전제하에 출발하는 것이 합당

한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129)

  

129) 김승대 (2007). 앞의 논문. p.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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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독일 이원주의 선별이식과 형식화

  독일의 이원주의 해석론의 이식과정에서 상이한 입법현실이 간과된 것

만큼이나 문제되는 것은 그 선별성으로 인한 강성적 이식의 문제다. 대

명률을 수입하며 장 30대를 그대로 수입한다 하더라도 그 집해을 중국

과 달리 한국이 물푸레나무나 박달나무를 써서 장독으로 옥사(獄死)한 

경우가 많았던 것과 같은 우를 다시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선 핵심적으로 문제되는 지점은 독일의 형사제재 이원주의 체계와 

관련한 여러 체계균형적 조문과 그 해석론은 수입, 이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여기서는 대체주의, 비례성원칙을 예로 들기로 한다. 우리 판례

가 형사제재 이원주의 체계에 대해 논의하거나 비교법적 검토를 할 때 

개념본질론에 머무를 때가 많은데 보다 중요한 것은 형사제재 이원주의 

체계 하에서도 병과주의가 논리필연적으로 결합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이중처벌금지원칙과 관련하여 비례성 원칙도 누락되며 엄벌주의적으로 

전환된 이식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환기될 필요성이 있다.  독일의 이원

주의 입법규정에 비해 우리 형사법에는 집행순서와 방법, 경합시의 처리 

방법, 비례원칙에 대한 조문이 존재하지 않고 이를 모두 전적인 해석론

의 영역에 맡기고 있다.

  먼저 독일 형법 제62조 비례성의 원칙이다. 한국의 형법 개정 수용 

논의에서 자주 중요성이 언급되는데, 이는 단순히 헌법 제37조 제2항처

럼 법치국가의 보안처분에 대한 이념으로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형벌과 보안처분이 여럿 가해지게 될 경우 후속 제재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 선행 제재를 고려하여 그 제재의 정도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게 일

반적 해석이라고 한다130).

  물론 우리 헌법에는 제37조 제2항 일반적인 제한원리인 과잉금지원칙

이 있고 이에 의해 보안처분의 공익적 중요성과 침해되는 기본권 간에 

130) 김승대 (2007). 앞의 논문. p.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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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형법
독일 형법

-(없음)-

제62조(비례성의 원칙) 보안처분은 행위자에 의하여 실행된 범죄

행위, 예견되는 범죄행위의 경중 및 행위자에 의하여 야기된 위험

의 정도와 비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명하여서는 아니된

다131).

-(없음)-

제67조(집행의 순서132)133))

① 제63조 및 제64조에 의한 시설내 감호처분이 자유형에 부가하

여 명하여진 경우에는 감호처분을 자유형에 우선하여 집행한다.

② 다만, 법원은 형을 먼저 집행함으로써 보안처분의 목적을 달성

하기에 용이한 때에는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호처분보다 먼저

집행할 것을 결정한다.

③ 법원은 판결을 선고받은 자의 인적 정상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제2항에 의한 명령을 사후에 선고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④ 감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형에 우선하여 집행된 경우 형

기의 3분의 2 기간의 범위 내에서 감호처분의 집행기간을 형기에

산입한다. 법원이 제56조의d 제5항 제1문에 의한 집행정지 결정

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법원은 감호처분이 형에 우선하여 집행된 경우 그 기간이 형

기의 2분의 1에 달한 때에는 제57조 제1항 제1문 제2호 및 제3

호의 요건 하에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잔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잔형이 유예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안처분의 집행은 계속

된다. 다만, 법원은 판결을 받은 자의 인적 정상에 비추어 적정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명할 수 있다.

제72조(보안처분의 경합134)135)) ① 수개의 보안처분의 요건을 충

족하나 그 중 1개의 보안처분만으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때에는 1개의 보안처분만을 명하다. 이 경우 적정한 수개의 보안

처분중에서 행위자에 대한 부담이 가장 경한 보안처분을 우선하

여 명한다.

② 기타의 경우 보안처분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병과

한다.

③ 법원은 수개의 자유박탈보안처분을 명한 경우 그 집행의 순서

를 정한다. 법원은 하나의 자유박탈보안처분이 종료하기 전에 그

목적상 계속해서 감호가 필요할 때에는 다음 자유박탈보안처분의

집행을 명한다. 제67조의 c 제2항 제4문 및 제5문은 이를 준용한

다.

13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앞의 책. p. 664.

13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앞의 책. pp. 666-667.

133) 괄호 안은 법무부 형사법제과 (2008). 『독일형법』. 법무부. pp. 50-51.

13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앞의 책. pp. 677-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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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성의 일탈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과

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정도만 아니면 되는 일반적 심사기준으로는 엄밀하

고 정치한 보안처분 제한원리로 활용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더욱이 우

리 판례는 개별 보안처분에 한정해서만 과잉금지심사를 진행하는데 이는 

이원주의 규정의 부분적 이식과 그 공백에 대한 우리 판례의 선별적인 

강성적 해석론과 무관하지 않다. 형벌과 보안처분 간 그리고 보안처분들 

간에 무한한 중복 병과가 허용되는 우리 현실에서는 병과되는 형벌과 보

안처분들 모두에 대한 비례성 심사가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집행 순서와 경합시의 처리 방법에 대한 규정 차이와 

그 해석론 문제도 보안처분에 대한 헌법적 제한 약화로 귀결된다. 독일

은 죄형법정주의, 소급금지원칙, 이중처벌금지원칙의 적용범위에서 보안

처분을 조문규정으로 배제한 대신 경합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

다. 수개의 보안처분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그 중 1개의 보안처분만으

로 그 목적 달성이 가능할 경우에는 1개만을 명하며 그 1개가 여럿일 

경우에는 행위자에 대한 부담이 가장 경한 보안처분을 우선하여 명하도

록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앞서 지적한대로 치료감호의 예외를 제외

하고는 대체주의를 판례가 인정하고 있지 않고 더욱이 무한정한 중복 병

과를 인정함으로써 보안처분 규정의 공백에 대해서는 강성적 해석 – 즉 

오히려 선별적으로 피처분자의 기본권 침해를 완화하는 해석을 배제하는 

해석론이 판례에서 일관되고 있는 것이다.

135) 괄호 안은 법무부 형사법제과 (2008). 앞의 책. pp. 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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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중복 병과주의와 개정형법가안

  앞서 이원주의 해석론은 우리 헌법조문 해석론에 기반해 도출되었다기 

보다는 우리와 상이한 조문구조를 지닌 이원주의 종주국이라 불리는 독

일의 해석론 일부가 선별 이식되어, 결과적으로 매우 강성적 특징을 갖

는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그런 중복 병과주의 해석론의 연원이 

어디일지 문제된다.

  이 논문은 그 가능성으로 일본 「개정형법가안」에 주목한다. 일본의 

공식적 형법은 아니었지만 우리 제정형법에 절대적 영향을 주었고, 앞서 

살펴보았듯이 보안처분은 현실여건상 도입하지 못한 것이지, 여건 성숙

시 「개정형법가안」처럼 형법의 한 장으로 또는 별도의 단행법으로 도

입할 거라는데 거의 모든 위원들이 찬성했었다.

  그런데 보안처분의 집행 방법에 대해서는 앞서 논의했던 헌법원리와 

달리 대체로 헌법이 아닌 형사법의 규정 사항이고 따라서 일본 「개정형

법가안」이 독특하게 원칙적 병과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주목할 필요성이 

생긴다. 독일만 하더라도 보안감호에 대한 병과주의를 명시하는 등 병과

주의와 대체주의가 혼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형법에서 명시적으

로 보안처분을 규정하지는 않았기에 일본 「개정형법가안」의 보안처분 

집행순서에 대한 조문론, 해석론은 우리 형사법학계에서 논의가 활발하

지 못했던 분야이다.

  원칙적으로 “형(刑)의 집행종료후(執行終了後) 인속(引續)하여 이를 

집행(執行)”하며 예외적으로 “또는 그 집행(執行)을 정지(停止)하여 감

호처분(監護處分)의 집행(執行)”을 할 수 있는데 전자가 우리 보안처분

에 대한 원칙적 해석론이고 후자가 치료감호라고 본다면 현재 한국의 집

행과 관련한 보안처분 해석론은 일본 「개정형법가안」 조문에 들어맞는

다. 우리는 이에 대해 명시적 조항없이 판례로 해결해 오고 있는데, 세

계적으로도 드문 비례성원칙 등으로의 제한도 없는 원칙적 중복 병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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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형법 일본 「개정형법가안」

- 없음 -

- 보안처분 집행순서에 대해서 별도

규정 없이 판례가 중복, 병과주의

채택 -

제127조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한

죄를 범한 자는 심신장애자 또는 음

아자인 때에 있어서 공안상 필요하다

고 인정한 때에는 감호처분에 부할

취지의 언도를 할 수 있다.

전항의 감호처분은 형의 언도를 받은

자에 대하여서는 그 형의 집행종료후

인속하여 이를 집행한다. 단 사정으

로 인하여 형의 집행에 우선하여 또

는 그 집행을 정지하여 감호처분의

집행을 할 수 있다.

의(예외적 대체주의)를 취하는 원인으로 추론된다. 

  이는 당시 형법 조항에 형의 병과 조항을 두려하다 “사실상 필요가 없

다”며 “몰수형을 뒤로 빼 병과 문제가 해결”되었다면서 삭제한다. 그런데 

여기서 서로 병과가 되지 않는 것은 징역형 간, 징역형과 금고형 간이

다. 이는 최소한 형벌과 보안처분 간에 병과 가능성은 물음표라 하더라

도 보안처분 간에 병과 여부에 대한 특별한 입장을 취한 것은 아니다. 

아마도 당시 여건상 보안처분 도입을 미루게 되면서 보안처분 병과시 집

행 순서 조항은 생략되었고 이후 판례에서 해석론으로 다시 부활한 것이

라고 추론할 수 있을 뿐이다.

   “가) 병과주의 입법 배경

“◯법제사법위원장대리 엄상섭  제56조 ｢형의 병과는 다음과 같다.

  1. 자격정지는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병과할 수 있다.

  2. 벌금은 징역, 금고 또는 자격정지에 병과할 수 있다.

  3. 벌금과 과료는 병과할 수 있다.

  4. 몰수는 각 형에 병과할 수 있다. 타 형에 병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몰수를 선고할 수 있다｣

  여기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삭제한 수정안이 있읍니다.

  그 이유는 이 병과규정이라는 것이 사실에 있어서 필요가 없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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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앞에 몰수형에 대해서는 이미 수정을 해서 제4호에 있는 몰수형

에 대한 병과 문제는 해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규정은 삭

제하는 것이 좋다 그러는 것입니다.

◯의장대리 조봉암  삭제하자는 수정안이에요.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136)

  그리고 이런 입법시 형에 대해서는 당연한 사실로 보았던 최소한 ‘징

역형 간’, ‘금고형 간’, ‘징역형과 금고형 간’ 병과 불가가 왜 보안처분에

서는 해석론적으로 판례에서 문제되지 않았는지137) 의문이 생긴다. 이

런 중복 병과의 문제는 기본권 제한을 심각하게 저해하게 되기 때문이

다. 더욱이 형벌체계에 대해 가장 깊이 있고 포괄적이며 근본적인 논의

가 이루어졌던 1992년 및 2010년 형법개정위원회에서도 유독 보안처분

의 종류를 형법전에 어디까지 도입하느냐를 두고 보호수용에 대해 논쟁

이 뜨거웠을 뿐 그 집행순서 즉 병과나 중복부과의 문제에 대해서는 고

민이 없어, 이 이식된 병과주의 문제는 더욱 고착화된다.

136) 제2대국회 제16회 제11차 국회본회의 (1953년 06월 27일). p. 5.

137) 형사법학계에서는 이론 중복적 병과주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보안처분의

중복 병과주의 및 형벌과 동일한 사유로 보안처분도 가하는 양형중복의 문제에

대한 연구로서는 고명수 (2013). 앞의 논문을, 성형법상 부가처분의 중복 부과에

대한 문제제기로는 배미란 (2017). 앞의 논문을 들 수 있다. 고명수 역시 이런

중복적 병과주의와 양형중복 문제가 가장 심각한 분야로 성범죄 영역으로 보고

이를 중심으로 논의한다고 밝히고 있다 (고명수 (2013). 앞의 논문. p.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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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형벌 개념 축소와 형벌적 보안처분

  1. 형식적 이원주의와 형벌 개념 축소

  앞서 살펴본 사법부 우회를 위한 정치적 도입과 학문적 논의의 우회, 

그리고 우리와 헌법규정이 다른 독일 이원주의 해석론의 영향력 및 선별

적 조문 이식이 맞물며 우리 판례의 이원주의는 형벌과 보안처분을 준별

하고 형벌에 적용하는 보안처분에 대한 헌법적 제한원리를 형벌에 대해

서는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확고한 태도를 견지해왔다. 이 논문은 

서론에서 이를 ‘형식적’ 이원주의라고 칭하며 형벌에 적용하는 죄형법정

주의 등 주요 제한원리들을 보안처분에 적용해야 한다는 법이론, 해석론

적 입장을 실질적 이원주의라 하였고 아예 판례의 전제인 형벌과 보안처

분의 준별자체를 부정하는 법이론 및 해석론을 일원주의라 칭한 바 있

다. 판례의 형식적 이원주의에 따를 경우 보안감호와 같은 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을 제외하고는 형벌에 적용하는 헌법원리를 인정한 경우 자체가 

없다. 따라서 형식적 이원주의 하에서 지나치게 축소된 형벌 개념 및 그 

과정에서 자유박탈적 보안처분만을 형벌적 보안처분으로 인정하고 있는 

판례를 보다 확장해볼 필요가 있다. 일원주의냐 이원주의냐를 떠나 보안

처분이라해도 형벌적 속성이 있다면 형벌적 보안처분이라 보는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본다 해도 자유박탈적인 보안처분 외에 전근대적 형벌의 

속성을 띤 형벌적 보안처분도 존재할 수 있음을 제기하려는 것이다.

  판례의 형벌적 보안처분을 자유박탈적 보안처분으로 축소해 형식적으

로 판단하는 태도는 두 가지 차원에서 비판할 수 있다. 첫째, 판례가 형

법 제41조를 열거조항으로 보고 이를 형벌로 형식적으로 이해함으로써 

형벌개념을 지나치게 협소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판례가 반복 설

시하는 자유박탈적‧자유제한적 보안처분 분류가 지나치게 형식적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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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판례가 형법 제41조를 열거조항으로 보고 이를 형벌로 형식적

으로 이해함으로써 형벌개념을 지나치게 협소화하고 있다. 형법 제41조

는 형벌의 종류만을 열거하고 있지, 이를 열거라 보아도 여기에 없다고 

해서 반드시 보안처분이라는 것은 실정법 조문에 근거해 추론되지 않는

다. 형법 제41조가 열거조항이라고 해도 실질적 형법 관점에서 보면 형

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형법이 되므로 거기에 등장하는 형

사제재가 형법 제41조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비형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형식적 형법 상의 형벌이 아닐지는 몰라도 실질적 형법 상

의 형벌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형벌 보안처분 이원주의 개념모델의 근거로서 형법 제41조를 드는 아

래 판례는 무리한 반대해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1992년과 2011

년 법무부 형법 개정안이 보안처분의 종류를 형법 제41조처럼 열거하였

음에도 다른 보안처분의 존재가 불가능한 게 아닌 것과 마찬가지다. 아

래 판례는 1961년에도 즉 헌법상 보안처분을 논의하기 이전에도 이런 

이원주의 법리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형법 제41조의 반대해

석에 근거하고 있을 뿐 이원주의 자체가 헌법이나 형사법의 실정법 조문

에서 도출되고 있지는 않다.

“형법 제41조에 의하여 추징이 형이 아님은 명백하나 실질적으로 볼 

때 몰수와 차이가 없으며 특히 보안처분적 의미를 가지지 아니하는 점

에 있어서는 몰수보다도 오히려 순수한 형벌적 성격을 보유하는 것이

라 할 것이다. 따라서 형이라는 것을 실질적인 의미에서 논할 때에는 

추징을 반드시 형에 준하여 고려하고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138)

  게다가 형법 제41조를 형벌의 열거규정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원주

의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면 다른 형사제재는 보안처분이 아니라 그 

중간적 성격일 수도 있고 개별 형사제재마다 그 성격을 논증해야 할 수

도 있다. 더구나 우리 형법은 보호관찰, 수강명령 등을 형법 조항에 규

138) 대법원 1961. 11. 9. 선고 4294형상5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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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지만 이를 ‘보안처분’이라고 하고 있지도 않고 ‘형법 제41조의

2(보안처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으며 형법에 규정되지 않은 

수많은 새로운 형사제재가 입법되고 있다. 따라서 형벌에 대한 열거규정

을 인정한다 해도 이원주의 법리가 도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형법 제41조는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원주의 개념

모델에 따라 판례는 이를 반대해석해 형법 제41조의 형벌이 아니면 즉 

비형벌이면 보안처분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이는 형법 제41조

의 ‘형벌’의 의미가 헌법 제13조 제1항의 ‘처벌’의 의미를 규정한다는 점

에서 법체계상 모순을 낳는다. 이에 대해서는 2010헌가82결정에서 송

두환 재판관이 반대의견에서 명쾌하게 지적했던 적이 있어 인용한다.

“나. 소급이 금지되는 “처벌”의 의미

(1) 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의 소급처벌금지원칙은 사후에 만들어진 

법률로 과거의 행위를 “처벌”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바, 여기서 “처벌”의 

의미 범위가 문제된다.

형법 제41조〔형의 종류〕가 규정하고 있는 형벌, 즉 사형, 징역, 금

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를 부과하는 것이 여기

의 처벌에 해당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에 의해 

소급이 금지되는 처벌이 위와 같은 형식적 의미의 형벌만을 의미한다

고 볼 수는 없다. 

만약 소급처벌금지원칙이 적용되는 처벌의 범위를 형법이 정한 형벌의 

종류에만 한정되는 것으로 보게 되면, 이는 법률(형법)이 헌법 조항(제

13조 제1항 전단)의 의미를 결정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할 뿐 아니라, 

형법이 정한 형벌 외의 형태로 새로이 도입되는 형사상 제재는 그것이 

아무리 형벌적 성격을 갖는 경우에도 소급처벌이 허용되는 결과가 되

는데, 이는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여 자의적 처벌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소급처벌금지원칙의 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

는 것이기 때문이다.”139)

  둘째, 판례가 반복 설시하는 자유박탈적‧자유제한적 보안처분 분류도 

139) 헌재 2012. 12. 27. 2010헌가82 등, 판례집 24-2하, 281, p.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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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 형식적이다. 형식적 이원주의에 더해 헌법재판소는 보안처분을 

다시 자유박탈적 보안처분과 자유제한적 보안처분으로 이분법적 구분을 

하고 있다. 이런 태도는 형벌 중에서도 자유형과 비교하려는 태도인데 

문제는 새로운 형사제재를 형법 제41조에 열거되지 않으면 일차적으로 

보안처분으로 분류한 뒤 자유박탈 정도에 이르는 보안처분에 대해서만 

형벌로 바라보겠다는 전제에서, 자유박탈 또는 제한 정도에 따라 적법절

차원칙이 차등 적용될 수 있다고 헌법재판소는 일찍이 설시한 바 있고 

이는 이전 대법원의 태도와 동일하다. 

“형사제재에 관한 종래의 일반론에 따르면, 형벌은 본질적으로 행위자

가 저지른 과거의 불법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부과되는 제재를 뜻함에 

반하여, 보안처분은 행위자의 장래 위험성에 근거하여 범죄자의 개선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장래의 위험을 방지하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서 형벌에 대신하여 또는 형벌을 보충하여 부과되는 자유의 박탈과 제

한 등의 처분을 뜻하는 것으로서 양자는 그 근거와 목적을 달리하는 

형사제재이다.”140)

  그러나 이는 조문해석론으로서 그리고 새로 도입되는 형사제재에 대한 

판단으로서 모두 문제가 있다. 이러한 보안처분 내의 이분법적 분류가 

자유박탈과 자유제한이라는 측면 외에 다양한 법익박탈을 초래하는 새로

운 형사제재들에 대해서도 여과 없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전

자장치 부착명령 결정문에서 보안처분에는 자유박탈, 자유제한 등이라고 

하여 자유 측면 외의 보안처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지만 보

안처분의 소급금지원칙 적용여부를 다룸에 있어서 형벌적 성격이 강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박탈에 준하는 정도로 제한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결국 형식적으로 형법 제41조에 열거된 형의 종류가 아니어서 

즉 비형벌이어서 보안처분으로 분류한 뒤에는 자유박탈 또는 그제 준하

지 않는 이상 실질적으로 형벌로 판단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140) 헌재 2012. 12. 27. 2010헌가82 등, 판례집 24-2하, 281, p.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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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보안처분의 범주가 넓고 그 모습이 다양한 이상, 보안처분에 속

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된다거나 그렇지 

않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보안처분이라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형벌불

소급의 원칙을 유명무실하게 하는 것을 허용해서도 안된다. 따라서 보

안처분이라 하더라도 형벌적 성격이 강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박탈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소급효금지원

칙을 적용하는 것이 법치주의 및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한다.”141)

  이는 형법 제41조 자체가 국가형벌권의 한계에 대해 이러한 형종까지

만 국가공권력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최소한의 종류라는 점에 대해 간과

하게 만든다. 더욱이 보안처분의 범주가 넓고 그 모습이 다양하다고 설

시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형벌과 보안처분을 형식적으로 파악하고, 보안

처분을 다시 자유박탈적이냐 비자유박탈적이냐 라고 다시 형식적으로 재

분류하는 것은 아닌가 의심된다. 죄형법정주의는 법으로 정하기만 하면 

모두 형법적, 헌법적으로 정당화되는 형식적, 기계적 죄형법정주의가 아

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제약하는 국가형벌권의 작동을 신중하게 

하기 위해 형벌의 최후수단성 등 형벌의 겸억성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

이다.

141) 헌재 2012. 12. 27. 2010헌가82 등, 판례집 24-2하, 281, p.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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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근대적 형종 요소와 형벌적 보안처분

  판례의 형식적 이원주의 하에서 축소된 형벌 개념에 대해 이 논문이 

주목하는 것은 전근대적 형종 요소를 가진 자유박탈적이지 않으나 형벌

적 보안처분이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 논의의 의의는 현재 판례의 

태도에 대한 변화 없이 신상공개‧고지 등 전근대적인 수치형적 형사제재, 

성충동 약물치료와 등 전근대적인 거세형‧신체형적 형사제재가 보안처분

이라 하더라도 형벌적 속성을 가졌기 때문에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에 

대한 논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일원주의뿐만 

아니라 실질적 이원주의에서도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2003년 신상공개결정에서 이런 전근대적 속성을 

가진 형사제재로서 실질적 형벌 여부를 그것도 재판관 9인 전원이 다룬 

적 있어 이를 중심으로 두 가지 차원에서 논의한다. 첫째, 실질적 형벌

로서의 전근대적 수치형 여부에 대한 과거 헌법재판소의 설시를 재음미

하는 작업이다. 이는 전근대적 형종 속성의 측면에서 당연히 전근대적 

거세형‧신체형에 대한 논의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둘째, 정상적 

형벌과 진화하는 형벌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신상공개 및 사형제도에 

대한 결정에서 설시했던 바의 재음미이다. 양자 모두 다수 의견에만 얽

매이지 않고 소수의견에서도 의미있는 바를 적극 활용하려 한다.  

  첫째, 실질적 형벌로서의 전근대적 수치형 여부에 대한 과거 헌법재판

소의 설시에 대한 재음미이다.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에 대한 독자적 

위헌심사기준이 비록 명시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다시 그 기준이 드

러난 것은 신상공개 5:4 합헌 결정142)(이하 ‘신상공개 결정’)이다. 이에 

대해 상세하게 논의하기 전에 칼잠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국가형벌권’

이라고 할 때의 ‘형벌’의 의미에 대해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신상정보공

개‧등록‧고지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뉘고 있으나 적어도 형법 

제41조 형벌이 아니므로 형식적 의미의 형벌은 아니다. 따라서 헌법재

142) 헌재 2003. 6. 26. 2002헌가14, 판례집 15-1,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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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소는 이를 보안처분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 위헌심사기준의 적용여부

는 형벌 개념이 형식적이냐 실질적이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그리고 

여기서의 논의는 국가형벌권 행사 한계에 대한 위헌심사기준만을 집중하

기로 한다. 그 외에도 5인 다수 위헌 의견에는 인격상을 결정하는데 자

기정보 결정권 등 음미할만한 대목이 다수 존재하나 여기서는 논의에서 

제외한다.

  형벌개념에 대해 이 5:4 합헌에서 위헌 5인이 주홍글씨로서 실질적으

로 명예형 중 수치형(치욕형)에 해당한다고 하여 실질설을 취한 것 못지 

않게 주목할 수 있는 것은 4인 합헌 의견도 5인 위헌의견과 동일하게 

실질적 형벌론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형벌적 보안처분이라고 넘기

지 않고 이 제도가 형식적 형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 유죄판

결 외에 수치감, 불명예 등 불이익을 주게 되는 것이 실질적 수치형이나 

명예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별도로 논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래 결론

에서 또 다른 형벌로서 실질적인 수치형, 명예형으로 볼 수 없다고 말하

고 있다. 이는 판례의 형식적 이원주의 하에서 신상공개․고지는 자유박탈

이 아닌 자유제한적 보안처분이라 분류한다 하더라도 실질적 형벌 즉 보

안감호와 같은 형벌적 보안처분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신상공개제도는 형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형법 제41조에 해당되지 않으

나, 해당 범죄자에게 확정된 유죄판결 외에 추가적으로 수치감과 불명예 

등의 불이익을 주게 되는데, 이러한 불이익이 실질적으로 수치형이나 명

예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봄에 있어서는 신상공개제도의 입법목적, 

공개되는 내용과 유죄판결의 관계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법 제20조 제1항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범죄방지를 위한 계

도”가 신상공개제도의 주된 목적임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 제도는 유사

한 범죄예방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도입된 것이며, 이로써 당사자에게

는 일종의 수치심과 불명예를 줄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신상공개제

도가 추구하는 입법목적에 부수적인 것이지, 주된 것은 아니라고 볼 것

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행해진 신상공개의 실상을 보면, 이는 대국민 범

죄방지의 계도를 위하여 개인에 대한 부분적인 자료를 공개한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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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의 사례공개를 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었다.

신상공개제도에서 공개되는 신상과 범죄사실은 헌법 제109조 본문에 의

해 이미 공개된 재판에서 확정된 유죄판결의 내용의 일부이며 달리 개인

의 신상 내지 사생활에 관한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이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수치심 등이 

발생된다고 하여 이것을 기존의 유죄판결 상의 형벌 외에 또 다른 형벌

로서 ‘수치형’이나 ‘명예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143).

143) 헌재 2003. 6. 26. 2002헌가14, 판례집 15-1, 624, 640-6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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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신상공개‧고지의 정당성 여부

제 1 절 디지털 수치형적 속성

  1. 수치형의 기본 구조: 낙인화와 체면깎기

  신상공개‧고지는 실질적으로 수치형적 속성이 짙은가? 이 질문은 신상

공개‧고지의 정당성 논증에 선행하는 질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치형의 

정의를 다시금 짚어 볼 필요가 있다. 댄 마르켈(Dan Markel)은 수치형

의 정의로 국가공권력에 의해 부과될 것, 가해자의 지위나 체면을 깎아

내리며 모욕감을 줄 것, 모욕감주기가 공개적으로 행해질 것을 든다144). 

이 중 국가공권력에 의해 신상공개, 신상고지가 부과되는 것은 분명하

다. 문제는 가해자의 지위나 체면을 깎아내리며 모욕감을 주는지, 그리

고 그 모욕감주기가 공개적으로 행해지는지 여부이다. 

  첫째, 가해자의 지위나 체면을 깎아내리며 모욕감을 주는지 여부이다. 

우선 신상공개결정에서 4인 법정의견은 해당 범죄자에게 수치감과 불명

예를 주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수치형이나 명예형에는 해당하

지 않는다고 설시하며, 입법목적과 공개되는 내용과 유죄판결과의 관계

를 고려해야 한다145)고 말한다. 국민이 성범죄에 대한 알권리가 있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신상공개‧고지로 합목적적 국가행위이며 공개되는 

것도 원칙적으로 공개재판에 의한 유죄판결문의 공개범위 내라는 의미

다. 이런 4인 법정의견은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제도의 입법목적이 공익적 합목적성을 띤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정당성이 온전해지는 것은 아님을 지적할 수 있다. 국가가 스스로 관리

하는 신상정보를 적극적으로 대중에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행위가 

144) Dan Markel (2007). 앞의 논문. pp. 1385-1412, p. 1386.

145) 헌재 2012. 12. 27. 2010헌가82 등, 판례집 24-2하, 281, p.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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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목적적 공익 추구와 동시에 피처분자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면 이

를 정당화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신상공개결정에서 4인 법정의견은 신상

공개제도가 추구하는 입법목적이 공익인 인상 이 제도가 수치감과 불명

예를 가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부수적 효과에 불과하다고 말한

다. 그러나 이용식의 지적처럼 신상공개제도 자체가 사익이 아닌 공익을 

위한 것임은 당연하고146), 문제는 제도의 목적규정이 공익이고 국가가 

공익을 위해서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단 자체가 피처분자에게 수치

심을 주는 것이라면 이를 부수적 효과로 보기는 어렵다. 만약 이 논리대

로라면 문언상 그리고 국가가 공익을 명분으로 하는 이상 피처분자의 존

엄성에 반하는 방식으로 처분을 가해도 그 침익은 부수적 효과가 되고 

만다.

  게다가 공개되는 내용과 유죄판결과의 관계에서도 유죄판결에서 새롭

게 더해지는 정보가 없다고 하는데 이는 국가의 시각에서 그럴지 몰라도 

국민의 시각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 재판에 참여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알 수가 없을뿐더러 판결문 검색시에는 설사 그 판

결문이 검색된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제공될 뿐이다. 

신상공개‧고지는 피고인의 재판정에 참석한 자가 아닌 일반 대중에게 전

시하는 것이며, 더욱이 최근의 사진과 상세거주지 등 개인식별적인 최신 

정보들은 판결문은 물론 재판정에서도 알기 힘든 상세 개인정보다.

  신상공개‧고지의 정보범위에는 최근 얼굴, 최근 상세주소는 물론 키와 

몸무게, 죄명과 형량 및 범죄사실요지는 물론성폭력범죄자전과사실(죄명 

및 횟수), 전자장치 부착여부 및 부착기간 등 식별되는 개인의 치부라 할 

내용들이 적나라하게 포괄되어 있다. 누구인지를 특정해 식별할 수 있고, 

판결문 공식 검색을 통해서 알 수 없는 치부를 포함한 개인적 정보 다수를 

최근 사진 (전면 얼굴, 좌측 얼굴, 우측 얼굴, 전신 총 4장, 별도로 키와 몸

무게), 최근 주소(주민등록상 거주지, 실제 거주지)와 함께 공개하는 것은 

대중으로 하여금 수치감을 주게 하고 사회적 손가락질을 가함으로써 피처

146) 이용식 (2011). 앞의 논문.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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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자로 하여금 사회적 수치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나다니엘 호손의 

『주홍글씨』에서는 ‘간통(Adultery)’을 상징하는 A라는 문자 하나만으

로도 낙인효과가 명확하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위와 같은 모욕감 주기가 공개적으로 행해졌느냐는 것이다. 여기

서 공개적이라는 의미가 대중에 전시한다는 의미이지 반드시 면대면으로 

동시에 1:다 구도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대중에의 전시는 대중으로 하여

금 언제든지 검색할 수 있고 심지어는 반경 1km 내 검색 등 조건검색까지

도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개적으로 집행된다고 할 수 있다. 성범

죄자 알림e 사이트는 그 제목처럼 매우 적극적으로 대중의 성범죄자 신상

공개를 장려하고 있다. 성범죄자 지도검색은 도/시, 군, 구/읍, 면, 동으로 

한정하여 해당 동만의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가나다 순으로 검색할 수 있

으며, 성범죄자 조건검색은 이름, 읍/면/동, 학교 반경 1km, 시도별 검색, 

도로명 주소의 5가지 조건 별로 2자 이상의 검색어까지 넣어 검색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는 조선사회 입시(立市) 또는 근대 프랑스에서 기둥에 사슬로 매달려 

1시간 대중의 시선에 노출되었던 것을 떠올리게 한다. 전자는 조선시대에 

행해지던 신체형을 결부시키지 않은 순수한 수치형으로 시장에 범죄자로 

하여금 서서 행인들로 하여금 수치와 모욕을 받도록 해 체면과 명예감에 

손상을 주는 것이었는데 신상공개 역시 비록 개개인의 자경 및 계도를 목

적으로 하고 있을 뿐 특정 범죄인에 대한 낙인찍기라는 수치형의 본질은 

그대로이다. 고프만이 강조하고 있듯이 우리는 낯선 사람을 대하면서도 낙

인을 찍을 수 있는데, 낙익이란 그 개인이 지닌 실제적 사회 정체성 대신 

가상적 사회 정체성 사이 괴리로 불명예 효과가 커질 때 발생하기 때문이

다. 이를 고프만은 부제의 표현처럼 망가진 정체성이라고 불렀다.

“낯선 사람을 대하고 있는 동안, 그가 다른 사람과 달리 바람직하지 않

은 속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단서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극단적인 경우 

대단히 나쁘거나, 위험하며, 또는 나약한 인물임을 의미하는 범주의 속

성들일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그의 존재는 우리 마음 속에서 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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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평범한 인격체에서 더럽혀지고 무시되는 인격체로 전락하게 된다. 

특히 그런 속성의 불명예 효과가 매우 광범위할 경우 낙인(stigma)이

라고 지칭하는데, 때로는 이를 결함, 단점, 장애라고도 부른다. 그로인

해 가상적 사회 정체성과 실제적 사회 정체성 사이에 특수한 괴리가 

형성된다. … 한편 이때 바람직하지 않은 속성이 모두 문제가 되는 것

은 아니며, 오직 개인의 유형에 대해 갖고 있는 우리의 고정관념, 즉 

우리의 기대치와 일치하지 않는 속성들만이 문제가 됨을 유의해야 한

다.”147)

  여기서 왜 얼굴이 중요한가 그리고 사회적 체면깎기는 근대적 형벌개

혁기에서 탈각시키려 하였는가에 대해 한 번 더 질문할 필요가 있다. 체

면(體面)은 말 그대로 신체부위 중 얼굴을 의미한다. 팔, 다리가 아닌 

얼굴이 여기서 중요한 이유는 다른 신체부위와 달리 얼굴을 통해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비로소 식별가능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고

유한 개인성을 떠올리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수치형(치욕형)이 사회적 명예를 손상시키는 형벌이라

는 『주석 형법』의 설명148)에서의 사회적 명예 손상은 자격형과 달리 

그 사람 자체에 대한 대중의 존엄 깎기, 굴욕감 주기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신체의 팔과 다리가 아니라 얼굴에 대한 청중의 손가락질인 셈이

다. 근대 형벌개혁의 방향성 중에서 얼굴로 대표되는 개인의 고유성 전

체에 대한 낙인화 즉 체면깎기를 근대 법치국가의 형벌에서 탈각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현재 신상공개․고지 얼굴에 대한 전근대적 낙인형의 기본

구조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147) Erving Goffman (1963). STIGMA: Notes On The Management Of Spoiled

Identity, Simon & Schuster. 윤선길 정기현 역 (2009). 『스티그마: 장애의 세

계와 사회적응』. 한신대학교 출판부. p. 15.

148) 『주석형법 총칙(2) §25 ~ §86』 제2판 (2011). 편집대표 박재윤. 한국사법

행정학회. p. 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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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디지털 수치형: 실시간 온라인 열람․고지

  신상공개‧고지는 근대적 수치형(치욕형)이 주로 형집행 장소 즉 광장 

등 공개처형장소라는 장조특정성 하에서 형집행 중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시간제한성 하에서 부과되었던 것과 대비하여, 현대 우리의 신상공개․고

지는 이런 시간과 공간의 제한없이 적어도 그 공개 및 고지 기간 중에는 

24시간 정소 무관하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무한하게 열람, 고지되고 있

다. 비유컨대, 면대면은 아닐지언정 스펙터클에 대한 시간, 장소 제약성 

자체가 사라진 셈이다. 

  우리의 신상공개․고지가 그 공개범위가 대폭 확대되어 왔음은 물론 그 

공개방법에 있어서도 초기 관보 등 장소, 시간 제한이 크던 것에서 현재

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그런 제한 없이 실시간 열람, 고지하는 것으로 변

화되었음을 관련 법 개정을 정리하며 상세하게 살펴본 바 있다. 실제로 

2002헌가14 결정에서 다수 5인 위헌이 제도 자체에 대해 위헌 의견을 

설시했을 때 공개범위에 있어서 이름은 있었지만 얼굴이 없었고 상세주

소도 없었던 데다 공개방법도 관보로 한정되어 장소특정성 및 시간제한

성으로 인해 수치형의 속성이 지금보다 훨씬 낮았다. 따라서 신상공개․고

지를 처음 도입했을 때만 해도 전근대적 수치형의 기묘한 부활로서 폐지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컸다.

  그러나 지금의 신상공개․고지는 디지털 수치형으로서 처음 도입시보다 

공개범위와 공개방법에 있어서 그 강도가 비교가 되지 않는다. 조선시대 

부고회시례는 전근대적 수치형의 한 전형을 보여주는데, 그 특징은 바로 

대중을 청중으로 두고 ‘의식’이 벌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자신의 죄를 고

하는 범죄자는 청중의 사회적 손가락질을 받는데 여기에는 그 형 집행 

장소 특정과 시간 한정이 되며, 그 공개범위 역시 자신의 죄에 한정될 

뿐이다. 이에 비해 사이버 공간의 신상공개‧고지는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

으로 접근될 수 있어 부고회시례와 달리 상시적 손가락질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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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http://sexoffende

r.go.kr

[그림 4-2] 부고회시례(負鼓回示例)

(回述例) 일제(一齊) 김윤보(金允輔),

『형정도첩(刑政圖帖)』

출처: <계간미술> 39호

“풍속화 가운데 현대의 명예형과 유

사한 '부고회시례(負鼓回示例)'는 죄

인 등에 북을지우고 치면서 시장을 

돌게 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죄인의 

얼굴을 보여 창피를 주는 형벌이다. 

이 형은 죄인에게는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하

고 일반 백성들에게는 죄를 지으면 

저렇게 된다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옛날에 '북을 지을 놈' 

이란 말은 여기에서 유래된 것이다.

- 제69주년 교정의 날 및 제23주년 

대전지방교정청 개청 기념 전시회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성범죄자 신상정

보는 이제 모바일로도 유통된다. 누구든지 내가 만나는 사람 또는 만날 

사람에 대해서 성범죄자인지 ‘언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다. 부고회시

례에서 형집행 장소와 시간에 한해 국가의 대리인이 북을 쳤다면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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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신상정보고지정보서

출처: 성범죄자알림e

홍보동영상

(http://www.sexoffend

er.go.kr/index.nsc)

늘 북을 치는 셈이다. 우편고지도 마찬가지다. 부고회시례가 시장 등에 

한정해 고지가 이루어진다면 우편고지는 그 범위가 광범위하다. 그리고 

신상공개와 동일한 상세 신상정보가 스스로 열람하지 않는 자에게도 적

극적으로 먼저 고지된다. 부고회시례가 말로 즉 시간, 공간 한정적인 것

과 달리 고지는 사진과 문서로서 보다 명징하게 다수에게 고지된다는 점

에서 전근대적 수치형 보다 더 가혹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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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국가 차원의 형사법적‧헌법적 정당성

    1. 형사법적 정당성

      가. 국가의 형벌권 포기와 대중에의 양도

  신상공개결정의 5인 의견은 일찍이 수치형은 국가형별권 자체의 포기 

및 감정적인 대중에의 양도로서 대중에 의한 사적 제재 또는 사형(私

刑), 린치라는 사적 보복행위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신상공개‧고지의 위헌성에 대한 연구들에서 이 점은 충분한 조명

을 받지 못했다. 국가가 형벌권을 포기하고 대중이 혐오감에 양도하는 

것 자체가 법치주의에 반하는 것이라는 설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범죄인의 체면을 깎아내려 그에 대한 대중의 혐오

를 유발하고 그 결과 세인의 경멸과 사회적 배척이 가해지도록 하는 

수치형의 기본구조는 본질적으로 심각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즉, 수

치형의 범죄인의 주관적 명예감정이나 그의 사회적 관계 여하에 따라 

혹은 범죄인에 대한 대중의 혐오감이 얼마나 광범하고 강렬하게 표출

되느냐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크게 좌우되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법에 

의한 지배원리를 경시하고, 사인에 의한 무절제한 보복행위 내지 자경

행위(自警行爲)를 조장할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149)

  위 5인 위헌 의견의 선구적인 문제의식을 확장하여 현행 신상공개․고

지가 국가-형사법 차원에서 왜 폐지될 필요가 있는지 분석적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첫째, 수치형의 기본구조 자체가 국가가 형벌권 행사 자체

를 포기하고 이를 난폭한 대중에게 전적으로 양도한다는 점이다. 이는  

149) 헌재 2003. 6. 26. 2002헌가14, 판례집 15-1, 624, p. 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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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라는 것 자체가 국가형벌권 행사의 포기로 변질

되어서는 안 됨을 시사한다. 수치형의 부과와 집행을 나누어서 생각해본

다면 수치형의 부과 다시 말해서 수치형의 입법과 판결 선고까지는 국가

형벌권의 절차 내에 있지만 그리고 그 자체가 피처분자에게 내면적, 인

격적 수치심을 유발시키지만 이외에 보다 수치형의 본질적인 부분인 사

회적 수치심은 국가가 이를 제도적으로 부과한 이후 대중에 전시되어 집

행되는 차원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위 결정문 설시 중 ‘법에 의한 지배원리 경시’, 다시 말해서 법치국가

에서 국가공권력의 행사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인간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하다는 한계 논의 자체는 

형벌이 가진 심대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기본권에 대한 제약성으로 

인해 국가가 통제해야 함을 전제로 깔고 있다. 그러나 수치형의 부과 이

후 집행은 정보통신망 공개는 우편고지 등 대중에의 전시를 동반하고 이

때 위 결정문대로 범죄인에 대한 대중의 혐오감이 얼마나 광범하고 강렬

하게 표출되느냐에 따라 처벌의 강도는 달라진다150). ‘범죄인의 주관적 

명예감정이나 그의 사회적 관계 여하’라 하여 처벌의 실제적인 영향이 

범죄자의 소위 감수성 등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 보다 더 중요한 점은 형

벌권이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대중으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현대적 수치형의 부활은 이런 대중의 범죄인에 대한 혐오감

이 가장 강렬한 청소년 원조교제나 아동성범죄 등에서 시작하여 성범죄 

일반으로 확산되었는데 이 자체가 대중의 혐오감에 대한 통제나 측정에

서 국가는 형벌권 행사 자체를 포기한 전근대적 사적 제재로의 회귀 또

는 현대판 자경주의(自警主義)의 부활이라 할 것이다. 현행 신상공개‧고

지는 디지털 수치형이자 동시에 디지털 사적 제재화 또는 디지털 자경주

의 유도라 할 수 있다.

150) 이와 유사하게 수치형에 대해 대표적 반대론자의 하나인 에릭 포스너는 대중

동학(crowd dynamics)의 예측불가능한 본성의 맥락에서 수치형은 그 형벌의 강

도가 예측될 수 없어 비례적 억제를 달성하기 위해 판사에 의해 이용될 수 없다

고 주장한 바 있다.(ERIC A POSNER (2000). op. cit. p.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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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국가-형사법 차원에서 볼 때 신상공개․고지는 국가가 죄형법정주

의 등 형벌권을 일정한 한계 속에서 적정하게 행사해야만 한다는 근대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하지 않음을 명시한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1항이 이를 명문화하고 있을뿐더러, 6‧25 이념혼란기에 

부역자를 처벌한다고 사적 제재 또는 현대판 자경주의가 난무하자 구 

「사형(私刑)금지법」을 두었던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신상공개‧고지

는 구 「사형금지법」과 비교해 볼 때 주체가 군인, 경찰관, 청년방위대

원 등 군인 또는 치안업무담당자에서 대중으로 그리고 침해대상이 타인

의 생명, 자유, 재산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 바뀐 것일 뿐이다.

사형금지법

[시행 1950.12.1.] [법률 제156호, 1950.12.1., 제정]

제1조 본법은 단기 4283년 6월 25일 배한괴뢰집단의 침구로 인하여 발생한

비상사태수습에 있어 특히 사형(私刑)을 금지하여 민심의 안정과 우리나라의

민주적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법에서 사형(私刑)이라함은 역도 또는 부역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이

유로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한 수속 또는 재판을 경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생

명, 신체, 자유, 재산에 침해를 가함을 말한다.

  우리 형사법이 사적 제재 또는 자경주의를 배척하고 법치국가적 이상 

하에 국가형벌권의 한계를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비롯되는 원리들에 

의해 근거 짓고 이에는 형의 부과와 집행을 포괄한다는 점은 앞서 자세

히 살펴본 바 있다. 과밀수용금지에 대한 한계 긋기가 자유형의 집행 차

원에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말한 것이라면 결국 형의 부과와 집행 

차원 모두에서 국가가 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적정하게 그어야 한다고 판

례는 요청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신상을 공개 및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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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여 가해자의 체면을 깎아내려 결국 ‘세인의 경멸과 사회적 배척’이

라는 사적 영역에 제재 권한을 전적으로 양도하고 그 권한에 따른 처벌

은 책임원칙, 비례성원칙 등 형사법상 원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문제가 크다.

      나. 성도덕과 성난 대중: 사적 제재와 자경주의

  앞서 현행 신상공개‧고지가 국가가 형벌권 행사 자체를 포기하고 이를 

대중에게 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 등 근대적 법치국가 원

리 하에서 이를 적정하게 행사하는 것 자체를 포기함으로써 책임원칙 등

이 대중의 손가락질 하에서 지켜지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사적 

제재와 자경주의는 앞서 헌재 결정문에서 잘 지적한 바처럼 예측불가능

성, 측정불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적정한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 특히 강조할 점은 대중이 항상 중우적인 성난 대중으로 

전락하지 않고 비판적 공중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도덕적 

이슈 특히 성도덕적 이슈 그 중에서도 아동 등 성폭력범에 대한 이슈에

서는 그 가능성이 훨씬 낮다는 점이다. 신상공개‧고지는 이런 점에서 성

난 대중에 형벌권이 전적으로 양도될 때 나타나는 사적 제재와 자경주의

가 예측불가능성, 측정불가능성이라는 근본적 문제에 더해 성난 대중의 

문제로 과도한 사적 제재와 자경주의가 흐를 위험성이 크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탈리오의 법칙은 당시 과도한 사적 제재와 자경주의 – 가

령 쌀 한 줌을 훔친 자의 생명을 사적으로 앗아가는 – 를 경계하기 위해 

등장한 법칙이지 결코 때로 오해되듯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법칙이 적어

도 당시에는 아니었던 것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대중이 합리적이라던가 또는 집단지성을 갖추었기 때문에 오히

려 사적 제재가 더 합리적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민주주의사회에서 민



- 88 -

주적 정당성을 지닌 현실적인 형벌권 아닌가 하는 반론이 제기될지도 모

른다.

  그러나 민주주의 = 법치주의라 할 수는 없으며 국가의 형벌권 행사는 

어디까지나 양자의 교집합인 민주적 법치주의를 존중할지언정 법치주의

의 고유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더욱이 성범죄자에 대해서 대중의 손가

락질을 고려하면 자칫 인민민주주의 사회의 인민재판과 같은 공개비난 

등과 전근대적 투석형과 같은 분노한 군중의 예측불가능한 형벌로 전락

할 우려가 있다. 밀이 생각한 사상의 자유시장 또는 대중이 집단지성으

로서 더 합리적일 수 있는 가능성과 윤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성범

죄에 한해서 대중이 포퓰리즘적이며 합리적 기반 위에 서기 어렵다는 점

은 양립가능할 수도 있다.

  문제는 형벌권을 국가에서 대중으로 이전하는 것이 특히 성범죄와 같

은 도덕적 이슈의 핵심 문제와 관련하여 과연 근대법치국가의 근간을 흔

드는 것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그러한 성난 대중에 성범죄가가 전시될 

때 행해질 체면 깎기와 모욕주기는 자유형에서 구금기간이나 형집행 방

법을 벌금형에서 금전의 액수나 집행방법에 대해 국가가 통제하는 것과 

대비된다. 자유형과 벌금형이 그 제도 본래의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운

영되는지와 별개로 그런 통제력이 예측가능성을 높여주고 책임원칙, 비

례성원칙 등 형법원리를 적용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점은 강조될 필요

가 있다. 재판은 대중 속에서 하는 것이지 대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

니기 때문이다151).

151) In G. Wildmaier, Münchener Anwaltshandbuch Strafverteidigung (Beck:

2006) marginal number 41. Michael Bohlander (2010). ‘Open Justice or

Open Season?: Should the Media Report the Names of Suspects and

Defendants?’. Journal of Criminal Law, 74. pp. 321-38, p. 336, 각주 17에

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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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헌법적 정당성

    가. 제도적, 내면적 수치심 부여

  자유민주주의-형사법 차원에서 국가가 형벌권 자체를 대중에게 양도

한 것, 그래서 사적 제재와 자경주의라는 전근대적 형사사법으로 후퇴하

게 만들기 때문에 신상공개‧고지는 정당성이 없음을 논증하였다. 그런데 

국가가 자신이 관리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적극적으로 대중에게 전

시하는 것 자체가 제도적으로 내면적 수치심을 부여하는 것으로 헌법적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 근대적 형벌개혁기에 국가가 형집행을 비가시화

한 이유 중 하나는 인도화, 문명화이다. 국가가 국민을 인격적 존재로 

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신상공개‧고지는 일률적으로 형 종료 후 사회복귀를 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인 낙인을 찍은 것을 전제로 온라인 및 대

중에게 열람, 고지하게 한 것이다. 아무리 계도를 목적으로 한다 해도 

그리고 성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해도 그와 함께 형 종료자에게 낙

인을 찍는다면 이는 그 자체로 반인도적, 반문명적인 전근대적 형벌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런 수치심은 성난 군중이 던지는 손가락질 즉 사회적 수치심과는 다

른 차원이므로 제도적 수치심 부여이자 피처분자에게는 내면적 수치심이

라고 할 것이다. 특히 강조할 수 있는 점은 이런 수치심은 청중을 전제

로 하지 않고서도 발생하는 수치심인 것이다. 국가 또는 제도가 범죄자

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 ‘교도소’라는 말처럼 사회복귀의 이념에 

충실해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는 물리적 칼은 씌우지 않다 하더라도 형

기까지 마친 자에게 낙인을 찍는 것은 최소한의 신상정보의 비가시적 등

록과 달리 공개, 고지로 가는 순간 그 자체로 반인격적이다. 

  휘트만이 형벌을 5가지로 분류하며 사형은 생명, 자유형은 자유, 벌금

형은 금전, 신체형은 안전과 보존을 박탈한다면 수치형은 인간의 존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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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탈한다고 한 바 있다152). 그 의미는 바로 국가에 의해 부여되는 제도

적 수치감 자체가 반인격적으로 피처분자를 대하는 것이고 그것도 형종

료자에 대한 낙인찍기로 트롭 대 덜리스 판례에서 미국수정헌법 제8조 

위반으로 보았던 시민권 박탈 – 다시 말해 권리를 누릴 권리의 박탈 또

는 전근대적 추방형과 같이 피처분자를 공격하도록 국가가 태도를 취한 

뒤에 대중에게 형벌권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너스바움의 논의와도 연결되는 부분으로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는 그 구성원의 권리와 자유를 최대한 보호해야 하고 사회구성원들 간에 

비동등 대우를 해서는 안 되는데, 이런 신상등록을 넘어선 일률적인 대

중에게 고지하기 위한 국가의 신상공개‧고지는 그 자체로서 비동등 대우

라고 볼 여지가 있다.

    나. 궁극적 목적인 사회복귀 이념과의 상충

  헌법재판소는 2016년 12월 29일 설시에서 국가형벌권 행사의 궁극적 

목적이 사회복귀임을 설시한 바 있고 이는 앞서 정리했던 바와 같다. 그

런데 현행 신상공개‧고지는 형기를 마쳐 출소된 자에게 시행되는 것으로 

국가 형벌권 행사의 궁극적 목적인 사회복귀에 오히려 저촉, 모순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서보학은 자격형에서 조차 자격형이 사

회복귀에 반한다는 이유로 폐지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는데153), 이 점은 

수치형에서 훨씬 더 설득력을 가지는 논증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서보

학의 정면충돌 지적을 다소 완화해 충돌로만 이해해도 수치형의 폐지논

거로 적용가능할 것이다. 형기를 종료하고 사회에 나온 사람에게 낙인화

를 하는 것은 아무리 이를 목적으로 한다고 법문에 명시되어 있다 해도 

진정 사회복귀에 부합되는 것인지는 의심스럽다.

  전과자라는 사실만으로도 사회에서 차별을 받는 게 현실인 상황에서, 

152) James Q. Whitman (1998). 앞의 논문. p. 1070.

153) 서보학 (2004). “명예형의 제문제”. <형사법연구> 제22호. p.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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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형 형기를 마치고서도 사회적 명예감 및 개인의 고유성에 낙인화를 

당하게 한다면 이는 국가 형벌권의 궁극적 목적이 사회복귀라는 설시에 

부합하기 어려울 것이다. 교도소라는 말에서 보듯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는 책임에 상응에 가해자에게 형벌이라는 고통을 가하는 의미만 있는 것

이 아니라 사회복귀 자체를 본질적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형벌이 종료

된 후에는 자유인으로 즉 동등한 시민으로 복귀하는 것이 자유형의 본질

이다. 게다가 재사회복지가 가장 본질적인 목적인지의 정도 차이에는 이

견이 있을지언정 우리 형사제재체계가 적어도 이를 궁극적 목적으로 하

는 이상 형벌 후 수치형을 병과하는 것은 형사제재의 본질적 목적에 어

긋난다.  

  헌법재판소는 일찍이 형벌은 어디까지나 범죄인의 교육·개선과 사회복

귀 및 재범방지를 기본으로 하는 것임을 천명하며 민주적인 형사정책에 

입각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일벌백계나 사회로부터의 격리, 추방은 

우리 형벌의 근본적 목적이 아님을 명확히 한 바 있다. 그러나 현대에 

세련된 형태로 부활된 수치형은 다분히 사회로부터는 낙인을 찍음으로써 

물리적 격리, 추방형이 아닐지언정 사회적 격리형, 추방형의 성격을 가

지고 있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위하하는 효과 역시 실질적으로 고려되었

다고 보인다.

“우리 헌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기본권존중의 이

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반사회적이고 윤리적으로 비난

의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라고 할지라도 절대적 법정형주의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일률적으로 강력하게 일벌백계로 응징하여 사회로부터 추방·

격리시키려는 중형위주의 가혹한 응보형주의에 서 있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응보형적 절대적 법정형주의를 지양하면서 범죄인의 교화개선에 

상응하는 형벌을 가함으로써 민주적인 형사정책을 구현하도록 배려하

여 형벌은 어디까지나 범죄인의 교육·개선과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에 따라 형사관계법

은 형의 집행에서 뿐만 아니라 법정형을 규정함에 있어서도 범죄인의 

사회복귀 및 순화적응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합리적인 형벌체계를 갖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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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건에서의 형량을 정함에 있어

서도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는 법관에

게 위임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형을 선고하도록 제도적으로 그 탄력

적인 운용을 사법부에 위임하고 있다.”154)

      다. 자유와 권리의 비동등 처우

  수치형에 대한 논쟁에서 가해자의 존엄성 상실을 이유로 대안적 제재

로서 수용할 것을 거부한 선도적 학자는 너스바움이다. 법과 감정에 대

한 석학으로 알려진 너스바움은 최근 한국에도 번역된 논쟁적 저서 『혐

오와 수치심』에서 수치형에 대한 정교한 논증을 수행한다. 먼저 너스바

움은 주장의 전제로서 인간의 존엄과 평등이라는 관념 자체는 자유 민주

주의에 기반한 것이며, 존경은 그 자체로 국가와 모든 시민들 간의 관계

에서 존재해야만 한다155)고 말한다. 이에 기반해 너스바움은 품위있는 

사회는 가해자가 대중의 미움을 얼마나 받는지 그리고 그들의 행동이 무

엇인지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에게 동등한 법의 보호를 제공해야만 한다

고 주장하며 수치형에 대해 반대하는 논증을 펼친다. 

  이를 분석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첫째, 너스바움의 수치심에 대한 

정의 – 특히 죄의식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는가, 둘째, 자유 민주주의와 

점잖은 사회가 수치형과 어떤 관련을 맺는지, 셋째, 수치형은 왜 정교하

고 세련된 보호장치를 동반한다 하더라도 가해자를 다른 사회구성원들에 

비해 완전하고 동등하지 못한 취급을 하게 되는지 논의가 필요할 것이

다. 

  첫째, 너스바움은 수치심을 그 사람의 특정한 행위에 대한 죄의식과 

구분하여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타인의 평가가 가해지는 작용으로 

이해하였다. 전체 자아의 문제로서, 자아의 특정한 행위와 구분된다고 

154) 헌재 1992. 4. 28. 90헌바24, 판례집 4, 225, p. 237.

155) Martha C. Nussbaum (2004). 앞의 책. p. 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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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것이다. 어떤 사람의 행위에 초점이 맞추어진 게 아니라 그 행위한 

사람에 대한 작용이 수치심이라는 점은 수치형이 자유형과 본질적으로 

다른 점을 지적한다. 범죄행위 자체에 대한 책임에 비례하는 형벌이라는 

책임원칙의 전제가 행위책임이라면, 수치형은 행위책임을 전제로 하더라

도 그 비난의 초점이 그런 행위를 한 사람에 있고 그 사람 전체의 정체

성을 담는 전체 자아의 존엄과 가치 자체의 박탈 또는 격하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자유 민주주의와 품위있는 사회가 수치형과 어떤 관련을 맺는지

에 대한 너스바움의 논의다. 이 점은 수치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가해자라 하더라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해

서는 비가해자와 완전하게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품위있는 사회와 동전의 양면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국가형벌

권의 한계라는 말에는 우리의 맥락에서는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민주공

화국인 대한민국의 국가형벌권 한계로 재서술 할 수 있고 따라서 사회주

의 국가 또는 독재정권에서 보여지곤 하는 국가주의적 한계와는 다른 기

준이 그어질 수 있다. 즉 수치심의 부과라는 이 논문이 주목하는 국가형

벌권의 부과 한계로서 수치심을 받는 존재로 상정되는 가해자가 가해행

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해서는 완전히 동등하게 

처우해야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요청이자 품위있는 사회라는 

점이다. 

  셋째, 수치형은 왜 정교하고 세련된 보호장치를 동반한다 하더라도 가

해자를 다른 사회구성원들에 비해 완전하고 동등하지 못한 취급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너스바움의 논변이다. 이 주장은 단순히 수치형이 그 사

회의 핵심가치를 드러내는 표현적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옹호하거나 사

회적 억제 효과가 크다거나 비용이 적게 든다거나 죄의식을 부여할 수 

있다거나 등의 다양한 수치형에 대한 반론들 보다 훨씬 비중 있게 다루

어야 할 대목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비동등 처우 금

지가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본질적 가치인 이상 그리고 수치형이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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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행위자 전체에 형벌의 초점이 가 있는 이상 위의 반론들 자체가 논

증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수치형은 국가형벌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된

다. 그러나 만약 정교하고 세련된 보호장치가 동반된 수치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하여 동등한 처우라는 논변은 보다 세심하게 살펴볼 필

요가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브룩스가 드는 이상적인 적법한 수치형 판결문은 반

복적으로 메일함을 절도해온 자에게 메일함 절도자라는 표식을 들고 메

일함 앞에 일정한 시간과 기간동안 서 있게 한 것이다156). 그리고 법원

에서 파견된 보호관찰관은 이를 관찰해 가해자에게 모욕, 폭력 등 수치

심이 부여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그런 사적 제재가 발생한 순간 수치형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그러하다. 그러나 국가형벌권의 한계

로서 수치형을 논의할 때 중요한 것은 수치형 그 자체의 성격이지 추가

적으로 사적 제재 등이 수반되느냐가 아니다. 역으로 사적 제재 등이 수

반된다면 수치형의 국가형벌권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날 가능성에 대해 더 

고민하게 되겠지만, 그것이 없이도 이미 국가형벌권 행사 자체로서 수치

형은 성립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러한 보호관찰관의 개입에 따른 

비용이나 효율성 등을 차치하고 수치형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동

등하지 않은 처우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현대적 수치형의 부활이 국가형벌권의 포기와 자경주의로의 전환이라

는 점과 함께 지적되어야 할 것은 이때의 국가는 우리의 경우 자유민주

주의 체제에 근거해있다는 점이다. 이점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서 ‘자

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명기되어 있다. 이 경우 국가형벌권과 정치체제

의 관계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최근 유신헌법 제53조 긴급조치 조항에 

대한 2010헌바132 등 결정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제헌헌법부터 

현행헌법까지 일관하여 유지하고 있는 헌법의 핵심 가치라고 확인하며 

156) U.S. v. Gemetera, 379 F.3d. 596 (2004). Thom Brooks (2008). ‘Shame

on You, Shame on Me? Nussbaum on Shame Punishment’, Journal of

Applied Philosophy, 25. p. 32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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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저촉되는 그 중 하나로 기본권의 과도 제한을 든 바 있다.

“그러나 유신헌법에는 권력분립의 원리에 어긋나고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 제헌헌법으로부터 현행헌법까지 일관하여 유지되고 있는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규정이 포

함되어 있었고, 주권자인 국민은 이러한 규정들을 제8차 및 제9차 개

헌을 통하여 모두 폐지하였다.”157)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택한 국가의 형벌권 행사는 자유와 권리를 과도

하게 제한해서는 안 되며 그 구체적 표현으로 헌법재판소는 사람에 대한 

국가행위의 단순한 객체 취급 금지 및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형벌 금지를 

설시하였고 양자는 모두 너스바움이 강조한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핵심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동등하지 못한 대우 금지와 일맥상통

한다. 이처럼 자유와 평등은 대립이 아니며 오히려 자유민주주의사회의 

두 근본이념으로서 자유와 권리에 대한 동등한 보호를 의미하기에 이에 

대한 수치형은 비록 아래처럼 신분적 계급제도나 남존여비사상에 기초한 

족벌적, 가부장적 비동등의 부활은 아니라 하더라도 가해자의 얼굴과 함

께 신상정보를 구체적으로 적시함으로써 체면을 깎고 창피를 주어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여 낙인을 찍는다는 점에서 자유와 권리의 동등한 보장

에 어긋난다.

157) 헌재 2013. 3. 21. 2010헌바132 등, 판례집 25-1, 180. p.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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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국가형벌권 한계 일탈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피의자‧피고

인‧수형자를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존엄과 가치를 가지는 인간

으로 대우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국가가 형

벌권을 행사함에 있어 사람을 국가행위의 단순한 객체로 취급하거나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행형(行刑)에 있

어 인간 생존의 기본조건이 박탈된 시설에 사람을 수용하는 것을 금지

한다. … 국가는 이난의 존엄과 가치에 비롯되는 위와 같은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준수하여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수형자가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수 없다.”

- 헌법재판소158)

  위 과밀수용결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비롯되는 국가형벌권 행

사의 한계로 국가행위의 단순 객체 취급 금지 및 잔혹하고 비인간적 형

벌 금지를 설시하였다. 앞서의 국가-형사법, 국가-헌법적 논증을 바탕

으로 왜 신상공개‧고지 및 수치형적 형사제재가 이에 각각 위배되어 국

가형벌권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신상공개 및 수치형적 형사제재는 피처분자를 국가행위의 단순

한 객체로 취급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범죄행위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은 후에 자경주의적인 목적에서 죄값을 치룬 가해자의 최근 맨

얼굴과 상세주소가 드러나는데 과연 개선 및 방위라는 국가행위를 위해

서 광범위한 정보가 여과 없이 제공되는 것이 단순한 객체 취급은 아닌

지 의심할 수 있다. 가령 가해자가 폭력을 행사했던 피해자의 주거에 대

한 주거제한처분이라면 적절한 객체로서 제재한 것일지 몰라도 또한 유

아에 대한 성범죄 전력자에 대해 유아교육관련 시설에서 취업을 일정 기

간 제한하는 것은 적절할지 몰라도 성범죄 일반에 대해 가해자의 상세한 

신상을 모두에게 공개하고 고지하는 것은 단순한 객체취급으로 볼 여지

가 있다. 2002헌가14 결정의 5인 위헌 의견도 이를 가장 근본적인 오

158) 헌재 2016. 12. 29. 2013헌마142, 판례집 28-2하, 652, p. 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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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라고까지 하며 정확히 설시한 바 있다.

“무엇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오류는 범죄행위의 반가치와 범죄인 인격

의 무가치를 혼동하는 것이다. 비록 범죄인일망정 윤리적 책임능력을 

갖춘 인격체로 보는 것은 형벌권 행사의 기본 전제이자 궁극적 한계라 

할 수 있다. 또한, 사회에서 진정으로 근절해야 할 대상은 엄밀한 의미

에서 범죄행위이지 범죄인 본인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수치

형은 이를 분별함이 없이 범죄인을 하나의 인격체로서가 아니라 한낱 

범죄퇴치의 수단으로 취급하고 그를 대중의 조롱거리나 경멸의 대상으

로 만들어 필경 사회적 매장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짙다. 이는 단지 

범죄인의 인격을 황폐화시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

에 인간존엄성에 대한 불감증을 만연시킬 수 있다.”159)

  환언하면 대중의 사회적 손가락질에 의한 강력한 재범방지 및 사회방

위 목적을 위하여 국가가 형벌권 자체를 포기하고 성범죄에 대해 분노하

는 대중에게 양도하는 것 자체가 피처분자를 예방의 객체화하는 것이다. 

또한 국가목적을 위해서는 법치국가 원칙도 포기하고 전근대적인 사적 

제재, 자경주의로 회귀하겠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형사사법에서 제도로서 국가가 관리하는 등

록된 상세신상정보를 적극 제공하는 것 자체도 그 피처분자를 범죄예방

의 객체로 보는 것이다. 그런 수단으로서 대우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 손

가락질 이전에 제도적, 내면적 수치심을 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기 쉬운 도덕 중에서도 성도덕, 성범죄에 대한 

정보를 개인성, 고유성과 함께 공개하는 것은 사이버 낙인형으로써 형을 

마치고 사회로 복귀한 자에게 사회로부터 고립되게 만들어 사회복귀에 

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구성원과 다르게 취급하는 것으로서 비동등 

처우인 객체 취급에 해당한다.

  둘째, 신상공개‧고지 및 수치형적 형사제재는 피처분자에게 범죄행위가 

아니라 그 인간의 고유성과 전체 자아에 대해 자체에 대해 모욕감, 굴욕

159) 헌재 2003. 6. 26. 2002헌가14, 판례집 15-1, 624, p. 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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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을 준다는 점에서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다.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편파적이지 않은 국가정의 대신 중우의 정의에 내맡

기는 것 역시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다. 전근대 사회에서 탈리오의 법칙이 

사적 제재를 막아주었다면 지금의 자유민주주의 사법은 역으로 탈리오의 

법칙을 깨고 대중에게 다시 피처분자를 내어주는 셈이다. 

  국가가 자신이 관리하는 피처분자의 신상정보를 적극적으로 제도화하

여 대중에게 전시하는 제도적 내면적 수치심 부여하는 것 역시 형종료자

에게 형벌 못지 않게 잔혹하고 비인간적 형벌일 수 있다. 사회에 복귀시

킨 형 종료자에게 다시 대중 앞에서 낙인을 찍는 것이므로 이는 사회적 

손가락질에 대한 잔혹하고 비인간적 형벌일 수 있다. 다른 구성원들과의 

물리적 격리가 아닌 사회적 격리라는 점 또한 잔혹하고 비인간적 형벌의 

한 모습일 수 있다.

  이처럼 신상공개‧고지 및 수치형적 형사제재는 국가행위의 단순 객체

로 피처분자를 취급하는 것이자 그 피처분자에게 잔혹하고 비인간적 형

벌을 가하는 것이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형사사법에서 허용되기 힘든 것

으로 국가형벌권 한계 일탈이라 볼 수 있다. 사이버 차꼬형과 같은 신상

공개‧고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사법정의 바깥에 피처분자의 인간성과 

개인성을 놓았다. 팔, 다리와 달리 그 인간성과 개인성을 숨길 수 없는 

얼굴에 낙인을 물리적으로든 비물리적으로든 대중에의 전시 방식이 오프

라인에서든 온라인에서든 이는 가해자 전체 자아에 대한 즉 그 정체성에 

대한 창피주기라는 점에서 이는 허용되기 어렵다. 고프만의 아래 지저처

럼 피처분자를 비인간화 즉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품위에 반해 인간으로

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낙인찍는 행위의 핵심은 피해자를 비인간화하는 것이다. 얼굴에 소인

을 찍으려는 충동은 이 주제에 관한 역사에서 반복해서 등장한다. 손이

나 다리는 감출 수 있지만 얼굴은 눈에 보이기 때문이며, 또한 콘스탄

티누스 황제의 말처럼 얼굴은 인간성과 개인성의 표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이마에 범죄자의 이름이나 [자신이 받은]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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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하는 수치심 형벌에 특히 열중했다. 이러한 처벌은 고프먼이 ‘망가

진 정체성’이라고 일컬은 영구적인 표시를 [그 사람에게] 남기는 행위

였다. 이것은 또한 [인간으로서의] 고유성을 상실했다는 표시이기도 했

다. 범죄자는 열등한 계급의 구성원으로 전락하며, 얼굴에 새겨진 것은 

그의 고유한 개성을 드러내기보다는 없애는 역할을 한다.”160)

160) Martha C. Nussbaum (2004). 앞의 책. p.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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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상 정의

1. "성도착증 환자"란 「치료감호법」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정신과 전문의의 감정에 의하여 성적 이상 습벽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판명된 사람을 말한다.

(※ 「치료감호법」 제2조제1항제3호

소아성기호증(小兒性嗜好症), 성적가학증(性的加虐症) 등 성적 성벽(性癖)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

3. "성충동 약물치료"(이하 "약물치료"라 한다)란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서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 투여 및 심리치료

등의 방법으로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기간 동안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치료

를 말한다.

제 5 장 성충동 약물치료의 정당성 여부

제 1 절 거세형적 속성

    1. 신체적 불구화: 치료와의 차이

  성충동 약물치료가 신체형인가의 여부는 그에 대한 신체형으로서 폐지 

논증에 앞서 선결해 답해야 할 질문이다. 판례뿐만 아니라 학계 다수 견

해는 성충동 약물치료를 보안처분으로 보고 있고161), 일부 형벌적 보안

처분이라는 지적들이 존재하며162), 거세형이나 신체형의 속성이라는 지

161) 박봉진 (2012). 앞의 논문. p. 179; 박상기 (2010). 앞의 논문. p. 218; 오삼

광 (2012).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일감법학 제21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p.534; 황만성 (2011).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형사제재

의 최근 경향과 쟁점”. 한양법학 제22권 제2집. 한양법학회. p. 474; 황일호

(2012). “성충동 약물치료의 재범억지 효과성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제56호.

한국교정학회, p. 57.

162) 가령 성중탁은 성충동 약물치료가 단순히 재범의 위험성에 머무르지 않고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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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들은 있었지만 독립적으로 본격화된 논의는 드물었다. 판례의 확립된 

이원주의에 토대한다면 성충동 약물치료의 법적 성격도 제1조 목적 조

항의 문언 및 제재의 요건에 특정 범죄행위뿐만 재범의 위험성도 명확히 

하였으며 불법 책임과 무관하도록 해당 제재가 양형에 유리하지 않도록 

하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법률의 제1조 목적 조항에 재범의 위험성 또는 사회 방위가 

들어갔다 하여 무조건 보안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형식적인 논

증이다. 형사제재의 주된 목적만으로 형벌이냐 보안처분이냐를 일도양단

으로 나누는 것은 위하 효과가 큰 형사제재의 경우 – 가령 신상공개‧고

지나 성충동 약물치료가 그러하다 – 아무리 제1조 목적에 위하가 없다 

하더라도 일반예방/억제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

문이다. 아래 박은수 위원은 위하적 효과에 솔직해지자고 말한다.

“◯박은수 위원  입장을 결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골격을 정할 준

비가 저는 안 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차관님도 아까 표현 중에 위화적 효과에 대해서 그것

을 솔직하게 다 드러냈어요. 저는 우리가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사회에 대한 그런 위하적 효과를, 어쩌면 우리가 이 법

을 통과시키면서 가장 노리는 효과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까 제가 태형이라든지 사형제도까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위하

적 효과를 기대한다면 차라리 이게 더 나을 것이라는 건데……”163)

  또한 위의 이분법적 이원주의, 그리고 보안처분에 대해 다시 자유박탈 

여부를 기준으로 형벌적 보안처분과 비형벌적 보안처분으로 나누는 헌법

벌성, 일반예방을 추구하므로 형벌적 보안처분이라고 결론내리고 있다.

“성충동 약물치료의 목적과 의도는 단순히 재범의 방지뿐만 아니라 중대한 범죄

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강한 처벌을 가하고 일반 국민에 대

하여 일반예방적 효과를 위한 경고를 하려는 것으로서 ‘형벌적 성격을 갖는 보안

처분’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성중탁(2016). 앞의 논문. pp. 73-60, p. 87.)

163) 2010.6.29, 제291회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3호. 국회사무처,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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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의 확고한 위의 법정의견에 대해서는 1인 소수의견이 명쾌하게 

직접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성충동약물치료법은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

하여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하여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즉 성충동 약물치료의 

근본적인 목적은 재범의 방지 및 이를 통한 사회 방위에 있다.

또한 이 사건 청구조항인 성충동약물치료법 제4조 제1항은 치료명령 

피청구자의 요건으로서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일 것을 규정하는 외에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동종 재

범의 위험성)이 있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나아가 입법자는 치료명령의 선고가 피고사건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

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명문으로 규정함으로써(제8조 제6항), 성충

동 약물치료가 행위자의 불법에 대한 책임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즉 범죄자의 책임이 아니라 행위에서 제시된 위험성이 치료

명령 여부, 기간 등을 결정하고, 치료명령은 장래를 향한 조치로서 기

능하는바, 성충동 약물치료는 본질적으로 ‘보안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164)

   6인 합헌 법정의견의 설시 중에 성충동 약물치료는 물리적 거세와 

시술방법의 비외과성, 회복가능성에서 구별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성충동 약물치료는 비외과적이고, 치료중단 시에는 남성호르몬

의 생성이나 작용의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성적 충동과 관련되어 

있는 호르몬을 생성하는 고환을 제거하는 외과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시술, 이른바 ‘물리적 거세’와는 구별된다.”165)

  그러나 시술방법이 외과적이냐 비외과적이냐는 거세방식의 차이일 뿐

이고, 회복 가능성 역시 이미 그 기능이 파괴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회복 

164) 헌재 2015. 12. 23. 2013헌가9, 판례집 27-2하, 391, p. 401.

165) 헌재 2015. 12. 23. 2013헌가9, 판례집 27-2하, 391, p.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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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종류 내용 및 특징

시술방

법에

따른

분류

외과적 거세

(surgical

castration)

① 테스토스테론을 생성하는 고환을 제거하는 시술

을 통한 거세

② 회복불가능하고(irreversible), 효과가 연구적임

화학적 거세

(chemical

castration)

①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를 억제하는 호르몬제 주사

를 통한 거세

② 비외과적(non-surgical), 회복가능한(reversible)

시술방법, 비영구적

목적에

따른

분류

사법적 거세

(judicial

castration)

①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세

②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내지 형벌수단으로서 행해

지는 거세를 말함

치료적 거세

(therapeutic

castration)

① 치료적 목적에 의해서 시술되는 거세

②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 어떠한 질병과 관련되어

있을 때 행해지는 거세

[표 5-1] 거세의 분류

출처: 김은미 (2013).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

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9.

가능하다는 것이므로 사실상 일시적 불구화를 전제로 하였다는 점에서 

거세형임은 동일하다. [표 5-1] 거세의 분류에 따르면 시술방법에서는 

화학적 거세이고 목적에 따른 분류는 비록 명칭이 치료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법적인 판단에 따른 사법적 거세이다.

  성충동 약물치료라는 명칭 자체가 치료적 성격을 강조하면서 성기능을 

하는 성호르몬을 불구화하는 강제적 약물주입으로서 화학적 거세, 사법

적 거세임을 중화시키는 표현의 성격이 강하다. 거세가 가진 야만적 성

격, 전근대적 형벌로서 근대 형벌개혁과정에서 완전히 삭제된 형벌에 대

한 거부감 때문으로 실질적 판단은 별도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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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물리적 거세형이 아니라고 해서 곧바로 거세형이 아닌 것이 아

니라 단지 화학적 거세형일 뿐인데 6인 합헌 법정 의견은 이 점에 대해

서도 더 설시하지 않고 있다. 3인 위헌 의견 역시 그 거세형 또는 신체

형으로서의 국가형벌권 한계에 대해 직접적으로 논의하고 있지 않다. 다

만 성기능의 저하나 무력화로 화학적 거세를 이해하고 있는데 이는 거세

형의 정의와 일맥 상통하므로 보기로 한다. 치료기간만 한정해서 불구화

하는 ‘일시적’ 불구화도 거세형이긴 마찬가지이며, 무력화라는 것 자체가 

불구화 즉 거세형의 정의이기 때문이다.

“성충동 약물치료에 의한 남성호르몬의 생성 및 작용의 억제는 치료기

간에 한정된다.”166)

“약물치료에 의한 성기능의 저하나 무력화를 통하여 성폭력범죄의 재

범을 일정 부분 억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167)

“또 성폭력범죄의 태양 가운데 성기의 삽입에 의한 경우는 일부분이고, 

성도착증 환자의 성폭력범죄나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 이물질의 

삽입이나 기타 추행의 형태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성기능의 무

력화가 성폭력범죄를 불가능하게 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168)

  따라서 각도를 달리하여 시술방법이 물리적이든 화학적이든 ‘거세형’

이라는 데 주목해서 국가형벌권 한계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거세형은 – 

물론 과거에는 화학적 시술방법이 없어 물리적 시술방법에 의한 것만 문

제되었지만 – 신체형 중에서도 잔혹형의 하나로 불렸을 뿐이지 시술방법

이 물리적이어야만 거세형이라고 할 이유는 없다.

166) 헌재 2015. 12. 23. 2013헌가9, 판례집 27-2하, 391, p. 404

167) 헌재 2015. 12. 23. 2013헌가9, 판례집 27-2하, 391, p. 413. (3인 위헌의

견)

168) 헌재 2015. 12. 23. 2013헌가9, 판례집 27-2하, 391, pp. 410-411. (3인 위

헌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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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성충동약물치료약을 공주 국립법무병원에서 동의한 치료감호자에

게 투입한 결과를 보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치료전 4.12 였는데 한달

여 만에 0.49로 1/10로 급격히 준뒤 이후 더 낮아진다169). 테스토스테

론이 성범죄자가 특별히 높은 것이 아닌데 이를 1/10 이하로 강제 약물

투여로 낮추는 것이 회복이나 정상화라고 보기는 어렵다. 가역적이고 화

학적 즉 비외과적(내과적)인 성호르몬 타격일 뿐 불구화라는 효과는 마

찬가지다.

  회복가능성이 만약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 논란이 있지만170) – 일시

적인 거세형임은 변화하지 않고, 따라서 일시적으로 거세형을 국가형벌

권으로서 받아들일지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해야 한다. 이런 논의가 생략

된 것은 이원주의가 형식적으로 전제되고 확고한 데 따른 논쟁의 상실로 

보여진다. 

169) 이경원 (2016). “성충동약물치료법의 정당성과 문제점에 대한 검토”. <교정연

구> 제70호. p. 6.

170) 가령 이경원은 현대적인 관점에서 성범죄의 원인이 되는 병리적 증상에 대한

치료이므로 부정적인뉘앙스로 형벌을 연상시키는 화학적 거세는 부정확한 명칭

이라고 보고 있다. 이경원 (2016). 위의 논문. p. 3 각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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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신적 불구화: 강제적 정신개조

  화학적 거세에 대한 형법학계의 비판적 논의 중 위헌적이라는 핵심 논

거 중 하나가 가해자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약물주입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었다. 이는 신체의 자유 중 신체의 완전성에 대한 직접적 침해일 뿐

만 아니라 치료 여부나 방법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로서 위헌성에 대한 

비판이 집중되었다. 기본권으로서의 치료 여부 및 방법에 대한 자기결정

권, 더 나아가서 성적인 영역을 포함하여 자기운명결정권 등에 대한 침

해라는 점에 비판적 논의가 집중되며 상대적으로 가해자의 정신적 자유 

– 성적 도착까지도 포함한 성적 환상, 성적 정체성을 포괄하는 정신적 

내면자유에 대한 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드물었다.

  성적 호르몬의 제거 또는 드라마틱한 감소는 성적 도착증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성적 환상과 성적 사고에 대한 내면적 정신작용을 심대하게 제

약한다. 의료적 신체형이 직접적으로 의도한 것이기도 한데 성적 도착증 

환자에만 효과적이냐 또는 모든 성범죄자에게 효과적이냐를 떠나 적어도 

성적 환상과 사고에 대한 자유가 줄어든다는 점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적다. 그렇다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성도착적인 사고를 포함한 성적 

환상을 국가가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강제적 형벌을 가할 수 있느냐

의 문제로 전환된다. 다시 말해 가해자의 성정체성과 정신적 내면자유에 

대한 강제 개종 아니냐는 것이다.

  이를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측면과 연결시켜 보면 인간의 가장 은밀

한 성적 편향과 환상 등을 포함하는 내면적 정신세계에 까지도 적극적으

로 국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통제하는 처벌이라는 점에서 문제된다. 

다소 극단적인 예이지만 스틴너포드는 화학적 거세형이 한 사람의 인격

체로서의 존립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자유형과 전혀 다른 의미에서 그 사

람을 노예화 – 비인간화한다고 주장하며, 정신적‧내면적 정신세계는 자유

형 수형자에게서도 박탈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감옥에 투옥되었던 왕당

파 시인 리처드 러브레이스(1618-1658)의 시를 인용한다. 그는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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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박탈당하고 있을 뿐 내면이나 정신에 대한 제약을 받았던 것은 아니

라는 점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화학적 거세는 신체형

으로서의 거세형과 동시에 정신형으로서의 일종의 성적 도착 또는 환상

에 대한 강제개조형에 가깝다.

“돌벽이 감옥을 만들지 않고

쇠창살도 감옥을 만들지 않네.

결백하고 조용한 마음은

독별과 쇠창살을 은둔처로 여기게 하네.

내가 만약 사랑에서 자유를 갖게 되고

내 영혼이 자유로워지면

천사들은 홀로 저 위로 날아올라,

그러한 자유를 향유하리.”171)

  좀더 상세히 살펴보면 스틴너포드는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논변을 펼

친다. 신체형에 대한 의료적 침해와 연관된 신체적 온전성에 대한 권리 

및 생식에 대한 권리 침해와 함께 사상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침해된다

고 주장하며, 스틴너포드는 화학적 거세형이 이 권리들을 단순히 침해하

는 것을 넘어서 피고인이 위 권리들을 향유할 수 있는 능력 즉 권리를 

가진 권리를 박탈하며 이는 단순한 침해 보다 더 심대한 공격적 파괴이

자 불구화라고 역설한다. 사상의 자유 침해를 동반한다는 것인데 범죄인

의 사고과정을 조작하기 위한 약리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라 역설하고 

있다. 위 시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수형자라 하더라도 육체적 자유가 박

탈되었을 뿐 정신적 자유는 박탈되지 않아 오히려 더 인격적일 수 있다

171) Richard Lovelace, To Althea: From Prison, in THE OXFORD BOOK OF

ENGLISH VERSE: 1250-1900 (Arthur Quiller – Couch, ed. 1919). John F.

Stinneford. Incapacitation throungh maimng: chemical castration, the eighth

amendment, and the denial of human dignity. Fides et Iustitia, Spring, Vol.

3, Nr. 3, 2006, pp. 559 각주 1). 김성룡 옮김. “불구로 만들어서 무력화하기 –

화학적 거세, 미국 헌법 수정 제8조,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의 부인 -“”. p. 353

에서 재인용. 김성룡의 번역을 참고하되 일부 문맥에 수정을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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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이 논문은 스틴너포드의 통찰에 상당부분 공감하면서도 사상의 자유라

고 확장하기보다 일종의 반윤리적 사고에 대한 강제 개조의 측면에 보다 

강조점을 두고자 한다. 성범죄자가 하는 성적 도착을 포함한 성적 환상

이라 하더라도 이를 국가가 직접적으로 개조하려한다면 이는 국가형벌권

의 한계를 행위에 대한 또는 외적인 자유, 벌금 등의 박탈에서 더 나아

가 내적인 자유로 확장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 점은 대중/사회 측면을 다룰 때 상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여기서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설시하며 내부/외부로 나누어 외부로 드러나는 행

동에 대한 국가 개입 즉 보호관찰 등은 위헌적이지 않으나 내부적인 사

상과 감정에 대해서는 절대적 보장을 해야 한다고 설시한 대목이다. 만

약 이 부분을 양심의 자유에 한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는 정신적 자

유에 감정 즉 성적 도착 또는 환상까지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절대적 자유의 영역에 국가가 강제로 개입한다는 점에서 충동과 환

상 등 성적 감정에 대한 강제개조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는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윤리적 판단도 포함한다고 

헌법재판소는 설시하며 선악에 대한 판단도 포함한다고 하므로 여기에는 

성적 도착과 충동에 대한 윤리적 판단도 포함될 여지가 있다. 그동안 양

심의 자유가 속한 정신적 자유의 제한가능성에 대해 내면적 절대성과 외

면적 상대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법리가 주로 사상의 측면에서 조명되

어 왔는데 감정의 측면에서 앞으로 조명될 여지가 더 중요해 보인다. 그 

점에서 스틴너포드의 논의를 우리 헌법재판소의 논의와 연결한다면 내면

세계의 감정에 대한 정신적 자유의 절대성에 대한 침해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으로 보다 구체화된다.

“(다) 양심의 자유 침해 여부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고 있다. 여

기서 말하는 양심에 대하여 우리 재판소는 양심이란 세계관·인생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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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신조 등은 물론 이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보다 널리 개인의 인격형성

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적·윤리적 판단도 포함된다고 하면

서, 양심의 자유에는 널리 사물의 시시비비나 선악과 같은 윤리적 판단

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아니 되는 내심적 자유는 물론 이와 같은 윤리

적 판단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 받지 아니할 자

유까지 포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헌법재판소 1991. 4. 1. 선고, 89헌

마160 결정；1997. 3. 27. 선고, 96헌가11 결정 등 참조).  

이러한 헌법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는 정신적인 자유로서 어떠한 사상·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인 

자유이므로 제한할 수 없는 것이나…”172)

172) 헌재 1997. 11. 27. 92헌바28, 판례집 9-2, 548. p. 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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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신체형적 속성

    1. 강제 약물주입과 신체주권성 침해

  전근대 사회의 주된 형벌 중 하나였던 신체형이란 신체를 직접적 타격

대상으로 삼아 고통을 부과하는 각종 형벌을 의미한다. 태형, 장형, 사

형, 절단형, 각종 고신방법이 이러한 신체에 고통을 주는 전형적 형벌일 

것이다. 이와 달리 화학적 거세나 치료명령에서는 신체에 대해 강제적 

약물주입이라는 신체주권성을 침해하는 침습적인 강제적 처우가 행해지

지만 그렇다고 그 강제적 약물주입행위 자체가 내면적, 인격적 수치심을 

발생시키는 정신적 충격임에도 불구하고 전근대적 신체형의 전형이 신체

적 고통부과 등식으로 그대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신체형이란 보다 넓게 신체주권성을 침해하여 신체 자체에 대

한 침습적인 행위로서 외과적인 직접적 신체 타격은 물론 비외과적인(내

과적인) 간접적 신체 타격 및 신체와 분리되지 않는 정신에 대한 타격까

지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실제로 근대적 형벌개혁 과

정에서 신체형을 폐지했던 이유는 단지 절단형과 같은 잔혹형에 대한 거

부 때문만은 아니다. 국가공권력에 의해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 보장의 전제로서 실천적 의미를 획득해 

갔고, 우리의 현행 헌법 제12조에서 각종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형사

적 헌법규정들이 이를 웅변해준다.

  따라서 우리 판례는 신체의 완전성 훼손을 상해로 보면서 상해의 개념

에 PTSD(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을 인정하고 있음을 참고해 볼 때, 화

학적 거세는 전근대적 고통부과적 신체형과는 다소 다른 의료적 신체형

이라 명명해볼 수 있다. 이에는 화학적 거세 외에 치료감호법 제2조 제

3호의 정신성적 장애인에 대한 약물치료도 포함될 수 있다. 이처럼 화학

적 거세는 신체의 특정 기능을 무력화시킨다는 점에서 거세형이고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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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은 신체형의 극단적 한 부류이므로 그 자체로도 신체형일 수 있지만, 

그와 다른 차원에서 신체에 대한 강제적 약물주입이라는 직접적인 신체

에 대한 침습작용173)이 강제적 처우라는 이름으로 행해진다는 점에서 

거세형 성부와 무관하게 신체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신체주

권성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강제적인 침해이므로 그 자체로 근대적 형벌

로서 정당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173) 위헌소송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의견서에서 강제적 치료약물 투입은 직접적

인 신체적 침습을 한다며 신체형임을 지적한 바 있다. (장우승 (2016). “속칭 ‘화

학적 거세’ 위헌소송을 마치고”. <계룡법조> 제9호. p.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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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강제적 의료처우의 한계

  성충동 약물치료는 강제적 약물주입인데 만약 법문상 용어처럼 회복 

또는 정상화하는 것이라면 치료사법에 가까울 것이다. 따라서 신체형이 

아니라 강제적 의료처우가 아니냐는 반론이 존재할 수 있다. 앞서 살펴

보았듯이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1% 수준으로 실질적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거세형에 

가까웠고, 그 과정에서 동의에 반해 신체에 약물을 주입한다는 점에서 

신체형의 속성을 가지지만, 그것이 허용되는 강제적 의료처우일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여기서는 극단저으로 수용자의 생명 또는 위독을 치료하기 위한 강제

급식 또는 의료적 강제급양을 허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통해 성기능을 불

구화하는 약물주입 역시 당연히 강제적 의료처우로 정당화될 수 없음을 

보이고자 한다. 이에 대해 가장 논란적인 부분은 바로 형의 집행 및 수

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0조 수용자 의사에 반하는 의료조치이다. 

이는 역사적으로는 강제급식 또는 의료적 강제급양이라 불려왔고, 현재

의 조항은 이전 1999년에 처음 신설되었던 근거 조항174)을 개정해 보

다 수용자의 의사를 필요적으로 고려하게 만든 것이다.

  이는 수용자의 단식투쟁을 무력해왔던 과거 강제급양이라는 강제적 처

우가 가진 비인격성 때문에 1999년 생긴 조항이다. 1999년에는 생명의 

위험을 전제로 하였고 진료 또는 영양보급이라고 하여 진료로 갈 여지를 

두었다. 그러나 그로도 강제급양의 가능성이 있어 2008년에는 ‘계속’ 거

부할 경우에만 그것도 제1항으로 하여금 소장이 의무관을 통해 수용자

를 관찰, 조언, 설득을 해야만 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 실무는 생명에 위

174) 제29조의2 (의료조치) 소장은 수용자가 진료 또는 음식물의 섭취를 거부하여

생명에 위험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때에는 교도소등의 의무관으로 하여금 적당

한 진료 또는 영양보급 등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199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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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약칭: 형집행법 ) 

[시행 2018.6.20.] [법률 제15259호, 2017.12.19., 일부개정]

제40조(수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의료조치) ① 소장은 수용자가 진료 또는 음

식물의 섭취를 거부하면 의무관으로 하여금 관찰·조언 또는 설득을 하도록 하

여야 한다.

② 소장은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용자가 진료 또는 음식물의 섭취를 

계속 거부하여 그 생명에 위험을 가져올 급박한 우려가 있으면 의무관으로 하

여금 적당한 진료 또는 영양보급 등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험이 될 정도로 단식투쟁 등을 하는 경우 제1항을 적용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 제2항에 근거해 의료 진료에 맡긴다고 한다. 그러나 1998년 이

전까지는 강제급양은 사실상 고문에 가까운 신체형이었다. 아래 그림의 

오리 주둥이를 거꾸로 한 깔대기에 죽 등을 넣어 내장까지 강제로 넣는 

일종의 급양과 신체형을 겸했던 것이다. ([그림 5-1] 참조)

“감호과 사무실로 차례차례로 연행하여 목구멍으로 강제로 고무호스를 

쑤셔넣고 짜디짠 소금물을 흘려 넣는, 소위 <강제급식>을 단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두 명의 피감호자가 행방불명이 되었는 바, 강제급식을 하

는 과정에서 두 명의 피감호자가 행방불명이 되었는 바, 강제급식을 당

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것이 확실시되는 것입니다. (피감호자들에 대한 

강제급식이 거의 끝나갈 무렵, 본인의 차례에 앞서서 강제급식을 당하

기 위해 끌려갔던 변형만, 김용성 양씨가 강제급식을 당할 때 갑자기 

감호과 사무실에서 스산한 분위기가 감도는 듯 하더니 이윽고 강제급

식이 중단되고 본인과 몇몇 피감호자는 강제급식을 당함이 없이 감방

으로 돌아왔는데, “변형만이가 목구멍에서 피를 쏟더라”는 소문과 함께 

그 양씨는 행방불명이 되어버렸음.)”175)  

  물론 1999년 이전의 소위 강제급식이 일종의 신체형이었음은 부인하

175) 서준식 (1989). 『나의 주장: 反사회안전법 투쟁기록』. 형성사. pp.

186-187. 이외에 역사적으로 강제급식에 대해서는 황상익 (2015). 『역사가 의

학을 만났을 때』. 푸른역사. 제1부 06. 강제 급식의 역사를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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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어려울 것이다. 실제로 2차 대전까지만 하더라도 서구 선진국에서 강

제 불임수술을 하는 소위 ‘단종’이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었다. 비록 강

1999년 이전처럼 강제로 교도관 여럿이 입을 벌리고 오리깔때기와 고무

호스에 소금물을 내장에 넣는 신체형을 현재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치

료명령 거부시 처벌을 받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강제로 치료라는 이름

의 성기능 불구화 주사를 받는 것 자체가 강제치료이고 과거 단종과 물

리적 거세와 같은 신체형의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강제적 교정의 한계 

및 그 강제성 자체가 가지는 문제에 대하여 신체형과 관련한 고민이 필

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소를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물을 강제로 먹일 수

는 없다며 약물치료 등에 대해서조차 처우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거부할 

권리를 지적한 정진련176)의 논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양화식177) 역

시 일종의 자상행위인 의료적 강제급양에 대해서도 진지한 통찰의 경우

에는 자기결정권을 불가침의 인권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동

의가 없는 강제적 약물주입은 신체형이라 할 수 있다.

[그림 5-1] 강제급식

1909. 10. 29. 여성참정권신문.

경향신문 2014. 2. 7.에서 재인용

176) 정진련 (2001). “수형자의 인권에 관한 문제와 법적 고찰”. 유일당 오선주교수

정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한국형사법학의 새로운 지평』. 형설. p. 553.

177) 양화식 (1997). “수형자에 대한 의료적 강제처우”. <형사정책> 제9호. p.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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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국가 차원의 형사법적‧헌법적 정당성

    1. 형사법적 정당성

      가. 가역적․일시적 기능무해화

  성충동 약물치료는 국가-형사법 차원에서는 거세형으로서 무해화를 

목적으로 한 것인데 몇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첫째, 국가형벌권이 무해

화를 형벌 목적으로 삼는 거세형을 도입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형벌의 

목적과 기능에 대해서는 형법이론적으로 다양하게 제기되나 일반적으로 

억제/예방, 응보 등이 전통적으로 언급된다. 고전주의가 응보가 형벌의 

목적이자 본질로 삼았다면 실증주의는 억제/예방 – 일반억제/예방과 특

별억제/예방을 형벌의 목적이자 본질로 삼았다. 그리고 실증주의에서 페

리 등은 개선 불가능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무해화를 형벌의 목적과 기능

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후 교도소라는 말의 어원에서 

보이듯 사회복귀가 형벌의 목적과 본질로 주장되는가 하면 최근 전세계

적으로 대두된 위험/적대형법에서는 보안이 주요한 형벌의 목적과 본질

로 언급되기도 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국가형벌권의 행사시 형벌의 목적 또는 본질을 

결정문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응보와 위하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설시

하고 있음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재범의 위험성 등 특별예방을 본질로 

한다는 이원주의 하 판례의 보안처분 법리는 별개로 할 때 형벌은 객관

주의와 주관주의, 구파와 신파 간 논쟁을 절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어떤 범죄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형벌을 규정하는 것은 그 형벌을 부

과함으로써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응보효과 및 위하에 따른 범죄의 

일반예방효과 등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인데,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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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더욱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이처럼 형벌이 응보 및 억제/예방 – 

특히 일반예방을 본질로 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국가

형벌권이 비롯됨을 전제로 중형위주 가혹한 응보형주의를 배격하며 범죄

인의 교육·개선과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헌법적 

본질로 명확히 설시한 바도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응보, 일반예방 외에 

특히 보안처분에서 판례가 강조하는 특별예방(개선) 및 재범방지와 함께 

사회복귀까지 언급하고 있음도 주목할 수 있다. 이때의 인간에는 반사회

적이고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높음 범죄자도 당연히 포함됨을 강조함으로

써, 앞서 구체화시켰던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완전하고 동등한 대

우와 일맥상통하는 설시를 하였다. 그리고 어떤 판례에서도 무해화를 목

적으로 한 형벌을 긍정한 경우는 찾아볼 수 없음도 주목할 수 있다. 인

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기본권존중 이념에 반하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기본권존중의 이

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반사회적이고 윤리적으로 비난

의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라고 할지라도 절대적 법정형주의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일률적으로 강력하게 일벌백계로 응징하여 사회로부터 추방·

격리시키려는 중형위주의 가혹한 응보형주의에 서 있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응보형적 절대적 법정형주의를 지양하면서 범죄인의 교화개선에 

상응하는 형벌을 가함으로써 민주적인 형사정책을 구현하도록 배려하

여 형벌은 어디까지나 범죄인의 교육·개선과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에 따라 형사관계법

은 형의 집행에서 뿐만 아니라 법정형을 규정함에 있어서도 범죄인의 

사회복귀 및 순화적응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합리적인 형벌체계를 갖추

어 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179)  

  

  화학적 거세형은 물리적 거세형과 마찬가지로 성호르몬과 성기능 및 

178) 헌재 2015. 11. 26. 2014헌바436, 판례집 27-2하, 264, p. 275.

179) 헌재 1992. 4. 28. 90헌바24, 판례집 4, 225, p.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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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파생되는 성적 정신작용 자체에 대한 불구화를 통해 성도착자

에 대한 무해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국가형벌권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에서 비롯되고 범죄인의 교화개선에 상응하는 형벌을 추구하는 민주적인 

형사정책을 배려하는 우리의 헌법 기본원리에 부합하기 어렵다. 물론 이

런 비판을 염두에 두고 성충동 약물치료를 규율하는 제1조 목적조항은 

재범의 위험성 방지 및 사회복귀 촉진이라고 규정해놓고 있지만, 강제적 

약물주입을 통한 신체적, 정신적 일부 영역의 불구화는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적어도 해당 기간만큼의 무해화로서 사회복귀 촉진과 양립은 어렵

다고 할 것이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하여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

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80)

      나. 치료사법 및 강제적 의료처우의 한계

  강제적 처우의 한계와 신체형의 문제를 언급하였지만, 치료사법의 경

우 ‘최대한의 처분’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용식은 이 점에 대해 보안을 이유로 국가가 적극적 개입을 당위로 설정

할 경우 효과를 극대화하는 최대한의 처분이 정당화될 개연성을 지적한

다181).

  강제급식이라는 일종의 강제적 의료처우가 실질적으로 살인에 이른 역

사적 경험으로 인해 지금은 대화를 필요적으로 먼저 하게 하고, 나중에

도 실무적으로 병원의 진료만을 맡기는 조항의 역사를 고민할 필요가 있

다. 치료사법의 이유로 강제적 처우를 그의 동의에 반해 강제하는 것이 

180)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18.1.1.] [법률 제

15254호, 2017.12.19., 일부개정]

181) 이용식 (2015). 앞의 논문.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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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이나 물리적 거세와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른지 의문던질 때다. 

  박은수 위원은 히틀러 시대정신지체장애인들을 중심으로 거세가 집행

되었었다고 지적한다. 20세기 우생학적 강제불임, 거세 등에 대해 문제

를 환기시키는 것이다. 동물, 짐승, 마음 속 악마에 대한 인식은 모두 인

간과 대척점에 선 표현인 바 그 극단으로 갈 경우 사회 방위를 위해서 

범죄 예방을 위해서라는 국가의 목표를 위해 수단으로서 즉 위하라는 소

극적 일방예방 목적의 수단으로서 성폭력범죄 가해자가 취급되거나 비인

간적이고 가혹한 형벌 즉 말을 물가로 데리고 갈 뿐만 아니라 입을 벌리

고 강제로 물을 먹일 수 있다는 전통적 강제교정의 한계선을 침범하는 

데까지 확장될 수 있다.

“◯박은수 위원 우리가 인권 학대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어느

정도 사회 혼란을 우리가 수용하면서 이루어져왔습니다. 그리고 불과

역사가 오래지 않아요. 이게 히틀러시대 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대로

유대인 학살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실제 장애인들도 사회에 별로 도움

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다 학살을 했습니다.

장애인 학살도 많았고, 그때 정신지체장애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거세

가 사실상 집행이 됐던 그런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인류 역사의 어떤 방향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

형벌도 가급적이면 자유형은 형기를 자꾸 낮추고 사형제도도 없애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방향성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춰보면 이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요.“182)

  불임 즉 단종은 생식능력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거세는 생식선을 

제거하는 것이라는 배종대의 지적183)이 있으나 이는 과거에 행해졌던 조

치에 대한 설명으로 나온 것이므로 여기서 거세는 20세기 초까지 존재했

던 물리적 거세의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182) 2010.6.29, 제291회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3호. 국회사무처, p. 19.

183) 배종대 (2017), 『형사정책』 제11판, 홍문사, p.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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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세형과 관련하여 곱씹어볼 부분은 강제교정의 문제이다. 사실 화학적 

거세 자체가 원안의 동의 조건이 삭제된 성호르몬 관련 약물의 강제주입

이므로 구인이나 구금보다 어떤 의미에서 더 직접적인 신체에 대한 침습

작용이자 그로 인한 일시적 불구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강제교정의 극

단적 형태라 할 수 있다. 이 점은 동의 요건 삭제가 위헌소지가 있고 세

계적으로 유례가 드문 – 미국 7개 주 입법례밖에 없는 – 조치라는 데 대

한 논쟁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언급되었지만 사실 강제교정의 한계 문제

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오히려 수형자에게 가석방 조건부로 치료명

령을 내렸는데 거부할 경우 보호관찰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구인할 수 

있는데 이로써는 강제적 약물주입까지 허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강제 약

물주입에 저항할 경우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 주철현 보호관찰에 강제조항이 없다니까

요. 강제로 주사 맞힐 방법이 없어요.

◯법원행정처사법정책실장 임시규 강제로 집행할 방법이 없어요?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 주철현 없어요. 벌칙조항을 두지 않으면 저

희가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가석방 때 하겠다고, 나가겠다고 해놓고

나가서는 나는 못 하겠다고 버텨 버리면……

◯법무부차관 황희철 우리 범정국장 얘기는 뭐냐면 말을 물까지 데려

올 수는 있지만 물을 먹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법원행정처사법정책실장 임시규 그러면 더 문제가 있겠네요.

◯박준선 위원 약물을 강제 투여할 수 있는 강제 조항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못 하겠다고 할 때 강제로 투여할 방법은 없다는 거지,

아무리 강제절차라 하더라도.

◯법무부차관 황희철 그렇지요. 그것은 인간의 존엄에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버티고 나는 못 하겠다 뻗어버리면 주사기를 투

여를 할 수가 없지요.

◯박은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상상만 해도 잔인하잖아요. 끝

까지 버티는 사람을 짐승도 아닌데 붙들어 매고 주사를 투여한다는 것

이……“

  그런데 이점은 비록 대상이 가석방자가 화학적 거세 동의한 뒤 거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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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구인 외에 더 강력한 징역형 등을 신설해야 하느냐에 대한 논란이나 

강제 약물투여가 매우 심각한 인간의 존엄성 부정이라는 점에 대해 화학

적 거세 도입을 찬성하는 위원들 조차도 동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를 

끈다. 가석방자에 적용할 때는 강제구인은 인간의 존엄 침해가 아니지만 

즉 말을 물까지 데리고 올 수는 있지만 물을 먹이는 즉 약물을 국가가 

강제로 투여할 방법은 없다는데 황희철 법무부장관, 박준석 위원, 이두

아 위원이 동의한다. 그러나 이는 가석방자와 성폭력 범죄자 간에 소급

여부로 논란이 되는 것이지 ‘인권’에 있어서 적용이 한쪽은 불가능하

고 다른 쪽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 남는다.

“◯박준선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그 인권에 의

해서 약물을 국가가 강제로 투여할 방법은 전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응징할 수 있는 것은 있어야지요.

◯박은수 위원 그런 제도는 없으니까 우리가 도입하는 데 신중히 해

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은, 다 다른 나라에서는 도입하

는 나라가 자발성이 전제가 돼서 도입한 제도를 우리는 도입을 하면서

그 자발성을 무시하고 그렇게 저항하는 사람도, 결국은 저항하는 사람

꽁꽁 묶어놓고 주사 놓겠다는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주성영 그게 아니지요. 그렇게 안 하면 형사처벌하겠다는

거지요.

◯이두아 위원 그게 인권침해니까 형사처벌하겠다는 거지요.

◯이춘석 위원 그러면 벌칙을 좀 완화시키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지요.“184)

184) 2010.6.29, 제291회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3호. 국회사무처,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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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헌법적 정당성

      가. 제도적, 내면적 수치심 부여

성충동 약물치료가 거세형 성부와 다른 근거에서 신체형으로서 근대 형

벌이 지향해 온 신체주권성에 대한 침해이므로 근대 형벌질서의 방향에

서 역행하는 것으로 정당성을 얻기 힘듦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강제적 처우 또는 강제치료 자체가 정신적 충격을 주는 것으로 내면적, 

인격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해 

정당성을 얻기 힘들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성충동 약

물치료를 집행하려 하자 한 피형사제재가 극렬히 저항하였고 결국 확학

적 거세 거부로 재판에 넘겨지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185). 화학적 

거세법이 제정될 당시 법사위에서 극렬히 화학적 거세 집행을 거부할 경

우 의자 등에 묶어놓고 직접 강제해 주사할 것이냐 아니면 처벌 규정을 

둠으로써 간접적 강제로만 할 것이냐를 두고 논의가 있었다. 이에 대해 

화학적 거세법 도입에 찬성하는 다수 위원들조차도 처벌 규정을 두는 것

으로 충분하고 강제로 속박해 약물주사를 놓는 것은 반인권적이라고 평

가하였다. 이에 대해 위헌 소송 변호인은 성충동 약물치료의 강제성에서 

무력감, 소외감, 모욕감, 수치감을 줘서 헌법 제10조 위반이라고 본 바 

있다186).

  이처럼 화학적 거세 집행을 극렬히 거부할 경우 징역형, 벌금형에 처

해질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강제적으로 속박해 약물주입을 하는 것은 

아닌데 이를 신체형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반론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

나 화학적 거세 자체가 동의를 요하지 않는 이상 신체주권성을 제도적으

로 침해하는 그 자체로 신체형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치료감호법상 

185) 뉴시스 2018. 1. 21. 자 “성폭행범, 성충동 약물치료 거부해 다시 재판에…첫

사례”

186) 장우승 (2016). 앞의 논문. p.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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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소에 구금시킬 수는 있어도 그리고 인지치료 등 신체주권성을 

침해하지 않는 치료 또는 성폭력치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는 있어도 치

료감호소에서조차 강제적 약물투입을 포함하는 성정신성 장애인에 대한 

치료명령 역시 같은 이유에서 신체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신

체형은 우리 형법 제41조에서 인간의 자유와 벌금 각각에 한정해서만은 

박탈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체주권성을 별도로 침해하는 것까지

는 허용하지 않고 있는 일종의 근대 형벌개혁의 방향성을 고려해 보아도 

그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

      나. 궁극적 목적인 사회복귀 이념과의 상충

  헌법재판소는 2016년 12월 29일 설시에서 국가형벌권 행사의 궁극적 

목적이 사회복귀임을 설시한 바 있고 이는 앞서 정리했던 바와 같다. 그

런데 현행 신상공개‧고지는 형기를 마쳐 출소된 자에게 시행되는 것으로 

국가 형벌권 행사의 궁극적 목적인 사회복귀에 오히려 저촉, 모순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서보학은 자격형에서 조차 자격형이 사

회복귀에 반한다는 이유로 폐지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는데187), 이 점은 

수치형(치욕형)에서 훨씬 더 설득력을 가지는 논증으로 재검토가 필요하

다. 서보학의 정면충돌 지적을 다소 완화해 충돌로만 이해해도 수치형의 

폐지논거로 적용가능할 것이다. 형기를 종료하고 사회에 나온 사람에게 

낙인화를 하는 것은 아무리 이를 목적으로 한다고 법문에 명시되어 있다 

해도 진정 사회복귀에 부합되는 것인지는 의심스럽다.

  전과자라는 사실만으로도 사회에서 차별을 받는 게 현실인 상황에서, 

자유형 형기를 마치고서도 사회적 명예감 및 개인의 고유성에 낙인화를 

당하게 한다면 이는 국가 형벌권의 궁극적 목적이 사회복귀라는 설시에 

부합하기 어려울 것이다. 교도소라는 말에서 보듯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187) 서보학 (2004). 앞의 논문. p.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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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책임에 상응에 가해자에게 형벌이라는 고통을 가하는 의미만 있는 것

이 아니라 사회복귀 자체를 본질적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형벌이 종료

된 후에는 자유인으로 즉 동등한 시민으로 복귀하는 것이 자유형의 본질

이다. 게다가 재사회복지가 가장 본질적인 목적인지의 정도 차이에는 이

견이 있을지언정 우리 형사제재체계가 적어도 이를 궁극적 목적으로 하

는 이상 형벌 후 수치형을 병과하는 것은 형사제재의 본질적 목적에 어

긋난다.  

  헌법재판소는 일찍이 형벌은 어디까지나 범죄인의 교육·개선과 사회복

귀 및 재범방지를 기본으로 하는 것임을 천명하며 민주적인 형사정책에 

입각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일벌백계나 사회로부터의 격리, 추방은 

우리 형벌의 근본적 목적이 아님을 명확히 한 바 있다. 그러나 현대에 

세련된 형태로 부활된 수치형은 다분히 사회로부터는 낙인을 찍음으로써 

물리적 격리, 추방형이 아닐지언정 사회적 격리형, 추방형의 성격을 가

지고 있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위하하는 효과 역시 실질적으로 고려되었

다고 보인다.

“우리 헌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기본권존중의 이

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반사회적이고 윤리적으로 비난

의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라고 할지라도 절대적 법정형주의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일률적으로 강력하게 일벌백계로 응징하여 사회로부터 추방·

격리시키려는 중형위주의 가혹한 응보형주의에 서 있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응보형적 절대적 법정형주의를 지양하면서 범죄인의 교화개선에 

상응하는 형벌을 가함으로써 민주적인 형사정책을 구현하도록 배려하

여 형벌은 어디까지나 범죄인의 교육·개선과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에 따라 형사관계법

은 형의 집행에서 뿐만 아니라 법정형을 규정함에 있어서도 범죄인의 

사회복귀 및 순화적응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합리적인 형벌체계를 갖추

어 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건에서의 형량을 정함에 있어

서도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는 법관에

게 위임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형을 선고하도록 제도적으로 그 탄력

적인 운용을 사법부에 위임하고 있다.”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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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자유와 권리의 비동등 처우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포함한 감정적 내면세계에 대한 국가개조라는 

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자유와 권리를 동등하게 처

우해야 한다는 원리에도 어긋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할 가능

성 역시 제기한다. 앞서 비대면적 수치형의 현대적 부활을 논할 때의 논

증과 마찬가지로 성적 도착과 환상을 포함해서 개인의 내면적 감정세계

는 절대적인 정신의 자유영역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성범죄자 

중에서도 성도착자라고해서 그들에 대해서만 성적 충동에 대해 국가가 

개조해야 한다는 것을 수용하기는 쉽지 않다.

  앞서 수치형에 대해 국가-헌법 차원에서 신상공개‧고지가 국가형벌권 

한계 밖에 있음을 논증하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하에 있는 만큼 

특정 성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자라 하더라도 자유와 권리를 완전하고 동

등하게 대우해야 함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화학적 거세형과 관련하여 한 

가지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기준은 국가형벌권의 개입영역이 

어디까지인가이다. 근대적 형벌개혁 이후 인간의 자유와 금전을 박탈하

는 형벌에 대해서는 그 효과여부에 대한 논쟁을 떠나 그 형종 자체가 인

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인간의 내면적

인 사상과 감정을 포괄하는 정신영역으로 가면 논의가 좀 더 복잡해진

다. 앞서 양심의 자유에 대해 외부에 표출하는 말, 행동 등에 대해서는 

보안관찰 등 국가형벌권의 개입이 가능하지만 내부에 대해서는 개입할 

수 없다고 하며 여기에는 사상, 감정을 포괄한다고 한 바 있다.

  여기서 형벌이 행위에 대한 처벌로서 가해진다는 점은 다시금 강조될 

필요가 있다. 물론 화학적 거세법은 형식적, 파편적 이원주의 하에서 보

안처분으로 입법화됨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만을 막고 사회복귀를 촉진하

는 치료명령으로 포장되었지만 세련된 의학적 신체형 그것도 화학적 거

세형임은 앞서 살펴보았다. 우선 형벌로서 행위가 아닌 정신 중 감정, 

188) 헌재 1992. 4. 28. 90헌바24, 판례집 4, 225. p.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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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도착과 환상이라는 감정에 대해 직접적으로 국가형벌권을 가할 수 

있는지는 형벌 자체의 성격상 가능한지는 의문이다.

“법률은 사람의 내면의 심성세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외

부에 표출된 행위를 규제하는 것인데…”189)

  그리고 보안처분이라는 전제 하에서 재범의 위험성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는 법조항 문언에 형식적으로 기반한다 하더라도 재범의 위험성 방

지를 위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내면의 정신적 자유 중 일부 영역에 

대한 불구화를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 제기된다. 더욱이 스틴너포드가 

지적하였듯 만약 성도착자가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다는 정신적 내

면세계에 대해 국가형벌권이 개입하게 된다면 이는 조지오웰이 그린 

『1984년』의 디스토피아와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이는 너스바움이 

강조했던 자유민주주의는 체제의 핵심 가치인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

를 전적이고 동등하게 보장해주는 것과 달리 소위 괴물 및 동물로 보고 

다른 사람을 위해 이들의 정신적 내면까지 통제해도 된다는 국가주의, 

사회주의적인 극단적 형벌체계 성격에 지나지 않는다.

189) 헌재 1990. 9. 10. 89헌마82, 판례집 2, 306. p.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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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국가형벌권 한계 일탈

  첫째, 사람에 대한 국가행위의 단순한 객체취급 금지는 시행방법을 불

문하고 모든 거세형에 공통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화학적 거세는 성호

르몬 자체에 대한 의료적 거세형이자 신체형인데 성도착자의 재범방지 

등 국가의 목적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성호르몬 자체를 

불구화시키고 그와 관련된 성적 환상 등 정신 기능 일부까지 불구화시킬 

수 있다고 본 것이므로 목적을 위해서는 범죄행위의 원인이 된다는 이유

만으로 복합적인 육체 정신 기능을 하는 인간의 성호르몬 자체를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단순한 수단 또는 객체로서 취급한 혐의가 짙다. 무

해화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형사사법의 목적으로 인정

하지 않은 바를 국가가 강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거세형은 신체형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점을 제외

하고서도 화학적 거세는 인간의 신체주권성에 대한 강제적 처우 내지 침

습적 강제 약물투입인 바 그 자체로도 국가 목적을 위해 근대 형벌개혁

에서 확립된 신체주권성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서도 단순한 수

단 또는 객체로 취급한 혐의가 짙다. 신체주권성은 신체의 자유가 인간

의 존엄과 가치 보장의 전제가 되는 즉 국가공권력에 의해 수없이 침해

되더온 데 대한 인류역사의 반성적 산물로서 전근대적 형벌의 전형이던 

각종 신체형을 폐지한 것인데 이에 역행하는 것인바 국가 목적을 위한 

수단 또는 객체로 취급하는 혐의가 짙다.

  뿐만 아니라 말을 물가로 끌고가고 마시지 않으면 형사처벌함으로써 

사실상 성호르몬 불구화 약물을 강제투입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제도가 수

치심을 부여하고 피처분자는 내면적 수치심을 느끼는 것으로 국가의 사

회방위 목적을 위한 객체로 취급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형 종료 후 

사회에 복귀한 상태에서 주어지는 성기능 없이 일정한 기간 살아가라는 

것인 바 사회복귀 이념에도 정면으로 반하는데 이 역시 사회방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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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귀도 정면으로 반할 수 있다는 객체 취급이다. 그리고 다른 사회

구성원과 다르게 사회의 비동등한 위험자로 취급하게 되는 것이므로 역

시 사회방위라는 국가 목적을 위한 객체 취급에 해당한다.

  둘째, 화학적 거세는 앞서 살펴본 바처럼 치료라는 이름으로 범죄의 

원인 중 하나인 성적 충동과 연관된 그러나 그보다 육체적, 정신적인 다

양한 역할을 하는 성호르몬 자체를 타격대상으로 하여 불구화시킨다는 

것이므로 그 자체가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형벌의 혐의가 짙다. 근대 형

벌의 전형이 자유형과 벌금형이 각 개인의 자유, 금전만을 박탈해왔지 

신체 일부 기능 자체를 불구화하거나 신체주권성 자체를 침해한 적은 없

기 때문에 그에 비해 화학적 거세가 더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형벌의 혐

의가 짙다. 교도소에 갇혀 있다고 해서 감금으로 인한 자유박탈 외에 별

도로 신체기능 일부를 불능화하거나 주권성 자체를 침해하지는 않는 것

이다.

  특히 성호르몬 또는 성기능이라는 신체 기능 일부의 불능화는 이와 관

련하여 성도착적 상상을 포함한 성적 환상도 불구화시키는데, 이런 정신 

중 성과 관련된 감정영역에 대한 불구화 또는 침해를 가져온 것 자체 역

시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형벌로 평가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화학적 

거세에 대한 3인 위헌 의견 역시 설시한 바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사람의 신체적 기능을 본인의 의사에 반

하여 훼손하고, 이러한 신체 기능 통제를 통하여 정서적 변화, 인간 개

조를 이끌어내려는 시도로서 동물이나 물건과 다른 인간으로서의 정체

성을 위협하는 것은 아닌지 근본적 의문이 있다. … 결국 심판대상조항

들은 불확실한 공익 달성을 위하여 인간을 물화(物化)하는 것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여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190)

  화학적 거세에 대한 위 3인 위헌의견이 표현한 신체 기능통제가 성범

190) 헌재 2015. 12. 23. 2013헌가9, 판례집 27-2하, 391, p. 414.



- 128 -

죄 전체 불구화는 아니더라도 성호르몬 즉 성기능의 불구화로 이루어진

다는 점에서 신체형과 연결되며, 신체 기능 통제를 통하여 정서적 변화, 

인간 개조를 끌어낸다는 점은 인간의 내면세계에 대한 감정이라는 절대

적 개인영역에 대한 통제라는 점에서 국가에 의한 정신개조형으로 연결

될 수 있다. 결국 이는 자유민주주 국가에의 핵심 가치인 자유과 권리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것에 위배하여 인간을 물화하여 국

가행위의 단순 객체로 취급하는 한편 신체에 대한 일부기능 제거형에 더

해 동물, 물건과 다른 인간의 정체성을 침해하는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형

벌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실상 강제적 약물주입을 거부하면 형사처벌을 하는 데

서 오는 제도적 강제에서 오는 내면적 수치심 부여 또한 형벌 이상일 수

도 있는 잔혹하고 비인간적 형벌에 해당될 수 있다. 그리고 형을 종료한 

자에 대하여 사회에 복귀한 뒤에 행해지는 일시적, 가역적 거세인바 사

회복귀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점에서도 잔혹하고 비인간적 형벌로 볼 수 

있으며, 다른 구성원과 다르게 위험한 사람으로 보는 것 역시 다르게 취

급하는 잔혹하고 비인간적 형벌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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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우리나라는 성형법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예외적인 보안처분 엄벌주의 

국가다. 미국과 함께 성범죄자에 대해 신상공개‧고지, 성충동 약물치료 

등을 모두 규정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이며, 특히 형 종료자에게 중복 부

과한다는 점 및 미국은 주마다 입법여부나 집행 정도가 상이하다는 점에

서 우리가 더 강성적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처럼 다양한 강성적 보안처

분이 형 종료자에 중복 부과되고 있지만 그에 대한 한계법리는 판례의 

형식적 이원주의로 인해 형벌에 비해 매우 미흡한 편이다. 이 논문은 국

가형벌권 한계에 대한 논의를 신상공개‧고지, 성충동 약물치료 등에 적용

하여 그 정당성을 비판하고 자유민주주의 형사사법의 형벌권 목록에서 

삭제가 되어야 함을 논증하였다.

  첫째, 현재 판례의 형식적 이원주의 판례의 변경 없이도, 판례가 설시

하는 형벌적 보안처분 안에 자유박탈적 보안처분 외에 신상공개‧고지 및 

성충동 약물치료와 같은 전근대적 수치형 또는 거세형‧신체형의 속성이 

짙은 보안처분이 포함될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 우리와 헌법조문 또는 

형사제재가 다른 해석론의 영향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례적인 

형사제재의 속성에 주목해서 형벌적 보안처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신상공개‧고지가 보안처분의 속성이 있다 하더라도 수치형 특히 

디지털 수치형임을 논증하였다. 전근대적 수치형의 구조와 유사하면서도 

보다 가혹한 사이버 수치형의 특성을 더했다는 것이다. 국가에 의해 대

중에게 전시되어 사회적 손가락질은 받음으로써 체면을 공개적으로 갂이

는 사회적 수치형이라는 전근대적 수치형의 모습이다. 그러나 형집행 장

소와 시간에 구속되지 않고 정보통신망에서 언제든지 수치형이 실시간으

로 열람되고 우편고지에 의해 적극적으로 수치심이 발생하는 구조임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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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신상공개‧고지 및 그와 같은 수치형적 형사제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형사사법 정의상 형사법적,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형사

법적으로 볼 때 근대 법칙국가적인 중립적 정의의 담지자인 국가가 형벌

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중우에 양도하는 것 자체가 정당하지 못하다. 또

한 대중은 적어도 성범죄에 대해 분노하기 쉽고 따라서 공적 제재가 사

적 제재로 변질되기 때문에 또한 형사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 자경

주의는 그 극단적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헌법 차원에서 국가가 

등록된 피처분자의 상세신상정보를 관리하면서 동시에 그 정보를 실시간 

열람, 우편고지하는 것 자체가 제도적으로 내면적 수치심을 주는 것이

다. 그리고 사회적 손가락을 제도로서 조성하는 것은 사회복귀라는 근본 

형사제재 이면에 반한다. 마지막으로 이는 피처분자에 대한 물리적 격리

는 아닐지언정 사회적 격리에 해당한다. 이는 피처분자를 동등한 사회구

성원으로 보지 않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신상공개‧고지 및 수치형적 

형사제재는 인간의 존엄성에 반해 피처분자를 국가행위 객체로 취급하는 

잔혹하고 비인간적 형벌을 가한 것이 된다.

  넷째, 성충동 약물치료는 보안처분의 속성이 있다 하더라도 거세형이

자 신체형임을 논증하였다. 치료와 다른 일시적, 가역적인 성기능 자체

에 대한 신체적 불능화이고 이로 인해 성적 환상 등을 하기 어려워지는 

강제적 정신개조형으로서 정신적 불구화라는 점에서 거세형에 해당한다. 

또한 피처분자의 신체주권성을 침해하는 강제치료이고 강제적 의료급양

도 허용되지 않는데 당연히 성호르몬을 무력화하는 강제 약물주입이라는 

신체형이 허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섯째, 성충동 약물치료 및 그와 같은 거세형‧신체형적 형사제재는 자

유민주주의 국가의 형사사법 정의상 형사법적,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형사법적으로 볼 때 근대 법칙국가에서 기능무해화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이 든다. 그것은 치료사법의 이름을 댄다 하더라도 

강제적 처우로서 정당화되기 어렵다. 또한 강제적 성충동 약물주입 자체

가 제도적인 수치심을 주고 내면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자, 형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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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자의 핵심적 자아 일부분인 성기능을 불구화시킴으로써 사회복귀와 상

충되며, 그에게 일종의 낙인을 찍은 것이라 자유활동도 제약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성충동 약물치료 및 거세형‧신체형적 형사제재는 인간의 존

엄성에 반해 피처분자를 국가행위 객체로 취급하는 잔혹하고 비인간적 

형벌을 가한 것이 된다.

  성범죄자로부터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를 방위하는 과제의 중요성과 보

안처분에 대한 제한법리 간에는 균형이 필요하다. 이 논문이 현행 신상

공개‧고지와 같은 수치형적 형사제재나 성충동 약물치료와 같은 거세형‧

신체형적 형사제재가 자유민주주의 형사법의 국가형벌권 목록으로 정당

성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현재의 신상공개‧고지가 아닌 

제한적 고지, 즉 아동과 청소년 및 그 보호자나 보호기관 등이 위험을 

느낄 때 경찰 등에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등의 합리

적인 제한적 고지 등이 요청된다. 그리고 성충동 약물치료 대신 치료감

호 및 이수명령에서 동의에 기반해 불구화에 이르지 않는 인지치료, 약

물치료가 바람직하다.

  보안처분에 대해 아직 판례와 형사법학계 간에는 그 헌법적, 형사법적 

제한법리의 범위나 정도가 상이하다. 비록 판례가 점차 세계적으로도 예

외적일 정도의 보안처분 엄벌주의에 대해 일부 헌법불합치 등의 결정을 

내리면서 보안처분에 대한 한계법리는 발전 중에 있다. 앞으로의 연구도 

가령 국가행위의 단순 객체 취급이라는 기준 및 잔혹하고 비인간적 형벌

이라는 기준이 보안처분 영역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향후 심화 

연구가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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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2-1] OECD 구금율 비교 (2018. 5.)

출처:IPCS(International Center for Pris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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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도 감경 기본 가중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2009 3-5년 4-6년 5-7년

2011 3-5년 4-6년 5-8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2009 6-9년 8-11년 10-13년

2011 6-10년 9-13년 12-17년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
2009 8-11년 10-13년 12-15년,무기↑

2011 9-13년 12-16년 15년,무기↑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 2009 8-11년 10-13년 12-15년,무기↑

제4유형(중대범죄 동기 살인) 2011 14-18년 17-22년 20년,무기↑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 2009 8-11년 10-13년 12-15년,무기↑

제5유형(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2011 18-23년 22-27년 25년,무기↑

[부록 2-3] 2010년 전후 살인죄 양형기준표

[부록 2-2] 구금율 추이(’96-’16)

출처: e나라지표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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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상공개
(Website)

별도의 신상고지
(Other Public Notification)

아르헨티나 - -

호주 △ (1개주 *총6개주) -

바하마스 - △ (중대한 위험 야기시)

버뮤다 - △ (위험평가후)

캐나다 ○ ○ (아동 및 고위험 성범죄자)

칠레 - (대중이 DB 요청 가능) -

키프로스 - -

프랑스 - -

독일 - -

지브롤터 - -

건지 - △ (구체적 위험 제기시)

인도 △ (한 지역만, 중앙통제하) -

아일랜드 - -

맨섬 - -

자메이카 - -

저지섬 - -

케냐 - △ (합리적인 이익으로 요청시)

몰디브 - -

몰타 - -

뉴질랜드 - △ (안전에 중대한 위협시만)

나이지리아 - (알려지지 않음) △ (정보요청 개인, 단체에게)

핏케언 제도 - -

포르투갈 - △ (부모에게 등 특정 상황)

남아프리카 - -

남한 ○ ○

스페인 - -

대만 - -

트리니다드
토바고 - -

영연방 - △ (개인이 지역경찰에 의뢰시)

미합중국 ○ ○

[부록 2-4] 세계 신상공개․고지 제도 도입 및 운영 현황 비교

출처: SMART (2016). “Global Survey of Sex Offender Registration and

Notific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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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나이 평균 37세(21세 ~ 67세) 
형량 무기징역 36명, 10년 이상 징역 7명, 10년 이하 징역 17명

수감 기간 평균 6년 5개월(8개월 ~ 25년)

치료중인자
32명(평균 치료기간 10년), 누적 관찰기간 468년

※ 치료기간 중 5명 사망, 모두 치료제의 부작용과 관계없음

치료 종료자 28명(평균 치료기간 3년), 누적 관찰기간 185년 

재범

․치료대상자(32명) 중 성범죄 재범자 2명  

(부인에 대한 성폭력 1명, 아동포르노 소지 1명)

․치료 종료자(28명) 중 성범죄 재범자 5명

[부록 2-5] 덴마크 화학적 거세 집행현황 (’89-’13)

출처: 법무부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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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명 처분대상

청소년의성보호에관

한법률 및 시행령

2000.2.3.

(2000.7.1.)

1.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

2.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청소년에대한강요행위 등]

3.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알선영업행위등]

4.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청소년이용음란물의제작 배포등]

5.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청소년매매행위]

6.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청소년의성보호에관

한법률 및 시행령

2006.6.30.

(2000.7.1.)

7. 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내지 제10조의

죄를 범한 자 및 그 미수범

8.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301조, 제301조의2

및 제339조의 죄를 범한 자와 「형법」 제305조의

죄를 범한 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09.6.9.개정

(2010.1.1.시행)

가.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사 성교 행위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법

제7조제2항).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법

제10조제2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0.4.15.개정

(2011.1.1.시행)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 아동에게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ㆍ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및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의 죄와 강도강간의

죄를 포함하도록 함(법 제2조제2호다목, 법

제2조제2호라목 신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2.2.1.개정

2012.8.2.시행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범위에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을 추가함(안

제2조제2호나목).

[부록 2-6] 신상공개․고지 대상 범죄의 확대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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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명
공개
권자 열람권자 공개범위 공개방법

청 소
년 의
성 보
호 에
관 한
법 률
및 시
행령
200 0
. 2 . 3 .
제정
( 2 0 0
0 . 7 .1
. 시
행)

청 소
년 보
호 위
원 회
(후에
청 소
년 위
원 회
- 국
가 청
소 년
위 원
회 로
명 칭
변경)

-

1. 성명(한글 및 한자로 표
기하되, 외국인의 경우 한글
과 알파벳 또는 한자로 표
기한다)
2. 연령 및 생년월일
3. 직업(확정판결문에 기재
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
4. 주소(확정판결문에 기재
된 것을 기준으로 시·군·구
까지만 포함한다)
5. 범죄사실의 요지
(대상 청소년 및 피해 청소
년의 신상이 드러날 수 있
는 사항을 포함하여서는 아
니된다)

계도문을 연 2
회 이상 작성하
여 아래의 방법
으로 전국에 걸
쳐 게시 또는
배포
1. 관보게재
2. 청소년보호
위원회의 인터
넷 홈페이지에
6월간 게재
3. 정부중앙청
사 및 특별시·
광역시·도의 본
청의 게시판에
1월간 게시

청 소
년 의
성 보
호 에
관 한
법 률
및 시
행령
200 5
.1 2 .2
9 . 개
정
( 2 0 0
6 . 6 .3
0 . 시
행)

국 가
청 소
년 위
원회

1. 등록대상자의 범죄
사실과 관련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
인·후견인 또는 그 위
임을 받은 변호사
2. 제28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한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 다
만, 동항제3호의 규정
에 의한 학원 및 교습
소의 장을 제외한다.

※ 신상정보등록제도 신설 및 등록내용
(국가청소년위원회)

1. 성명(한글 및 한자로 표기하되, 외국인의
경우 한글과 알파벳 또는 한자로 표기한다)
2. 생년월일
3. 현 직장 및 실제 거주지의 주소(사실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다)
4. 사진(상반신이 확인될 수 있고 그 외모가
분명히 확인될 수 있는 형태로 등록일 기준 6
월 이내에 촬영된 것이어야 한다)

청 소
년 의
성 보
호 에
관 한
법률
200 7
. 8 . 3 .
개정
( 2 0 0
8 . 2 .4
. 시
행)

법원

1. 등록대상자의 주소
를 관할하는 시·군·구
내에 거주하는 청소년
의 법정대리인
2. 등록대상자의 주소
를 관할하는 시·군·구
내의 제42조제1항 각
호의 청소년 관련 교
육기관의 장

1. 성명(한글과 한자로 표기
하되, 외국인의 경우 한글·
자국어·영문 세 가지로 표기
한다)
2. 나이(주민등록표상의 나
이. 다만, 외국인은 여권이
나 외국인등록증의 나이로
표기한다)
3.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
고된 주소와 실제 거주지
주소를 표기한다)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
지(직업, 직장명 및 직장 소
재지의 주소를 표기한다)
5. 사진(등록된 사진을 게재
한다)
6. 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
(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및 해당 사건의 범죄사실
개요를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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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소
년 의
성 보
호 에
관 한
법률
2009.
6 . 9 .
개정
( 2 0 1
0.1.1 .
시행)

법원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하 "공개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판결로
제3항의 공개정보를 등
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
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
령"이라 한다)을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
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
하여야 한다. 다만, 아
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피고인이 아
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
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성범죄자 신상정
보공개 전용 웹
사이트 운영 등
(영 제16조 및
제17조)
1) 성범죄자에
대한 공개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전용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등록
된 공개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개정보
의 단계적 접근,
공개정보 이용자
에 의한 입력 및
출력 금지 등의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함.
2) 전용 웹사이
트를 이용하여
공개정보를 열람
하려는 사람은
성명과 주민등록
번호로 성인인증
을 받은 후 공인
인증서, 주민등
록증 발급일 등
으로 본인 확인
을 받도록 함.

아동
청 소
년 의
성 보
호 에
관 한
법률
2010.
7.23.
2010 .
8 . 2 4 .
시행

법 개정(법률 제9765호,
2009. 6. 9, 공포,
2010. 1. 1. 시행) 이전
에 유죄판결과 열람명령
을 받은 성범죄자 등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상정보를 공
개할 수 있도록 하여 아
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를 예방하려는 것임.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7801호 청소년의성보
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
법률 또는 법률 제8634
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을 위반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공개명령에 관하여는 제
38조에 따른다.

아동
청 소
년 의
성 보
호 에

※ 고지제도 신설
(지역주민)

법원은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 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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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한
법률
2010.
4 . 1 5 .
개정
( 2 0 1
1.1.1 .
시행)

공개명령 기간 동안 고
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
도록 하고,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 거
주지, 키와 몸무게, 사
진, 성범죄의 요지 등
고지정보를 고지대상자
가 거주하는 읍ㆍ면ㆍ동
의 아동ㆍ청소년의 친권
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에 우편으로
송부하도록 함(법 제38
조의2 및 제38조의3 신
설).

아동
청 소
년 의
성 보
호 에
관 한
법률
2011.
9 . 1 5 .
개정
( 2 0 1
2 . 3 . 1
6 . 시
행)

고지대상 확대
지역주민→
지역주민, 「영유아보육
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초·중등교육법」 제2
조에 따른 학교의 장

아동
청 소
년 의
성 보
호 에
관 한
법률
2012.
12 .18
.개정
( 2 0 1
3 . 6 . 1
9 . 시
행)

대상자의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고지대상자가 거
주하는 읍ㆍ면ㆍ동의 아
동ㆍ청소년의 친권자 또
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어린이집의 원장,
유치원의 장, 학교의
장, 읍ㆍ면사무소와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 학
교교과교습학원의 장과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
수련시설의 장으로 함
(안 제50조).

1. 성명: 한글과 한자(한자 성
명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로 표기하되,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영문으로 표기한다.
2. 나이: 주민등록표상의 나
이. 다만, 외국인은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의 나이로 표기
한다.
3. 주소 및 실제 거주지: 다
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표기
하되, 「도로명주소법」 제2
조제5호의 도로명 및 같은 조
제7호의 건물번호까지 표기한
다.
가. 내국인의 경우: 「주민등
록법」에 따라 신고한 주소와
실제 거주지 주소
나.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
관리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한 국내 체류지와 실제 거주
지 주소
다. 재외동포의 경우: 「재외
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
고한 국내거소와 실제 거주지
주소
4. 신체정보: 키와 몸무게를
표기하되, 키는 센티미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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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무게는 킬로그램으로 각각
표기한다.
5. 사진: 등록된 사진을 게재
한다.
6. 등록대상 성범죄의 요지:
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및
해당 사건의 범죄사실 요지를
표기하되, 피해자를 알 수 있
는 내용은 표기하지 아니한
다.
7.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등
록대상 사건의 확정 판결일
이전에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
폭력범죄의 죄명과 횟수를 표
기한다.
8.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
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
장치 부착 여부: 전자장치 부
착 여부와 그 부착 기간을 표
기한다.

[부록 2-7] 신상공개 고지 제도의 강성적 제정 및 개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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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 등록 등록�공개 등록�공개�고지

2008 - - - -

2009 - - - -

2010 - - - -

2011 279 159 4 116

2012 2,337 1,612 18 707

2013 13,628 6,257 2,366 5,005

2014 23,874 14,382 2,411 7,081

2015 36,267 24,805 2,455 9,007

2016 46,415 33,913 2,447 10,055

2017. 9. 54,980 42,006 2,386 10,588

[부록 2-8]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처분별 현황(법원선고 기준) (단위: 건)  

출처: 법무부 내부자료

※ 자료 정확성 확인사항 및 활용시 주의사항

- 2013. 6. 19. 개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으로 등록업

무는 법무부에서, 공개�고지는 여성가족부에서 관장.

- 법 개정 이전에는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성인대상 성범죄는 법무부,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는 여가부에서 각각 등록 및 공개�고지업무를 관장하였기에 

’14년 이전 자료들은 제공하는 부처별로 통계 현황이 다를 수 있음

- 따라서 이 표의 수치 자체는 정확하지 않고 이를 인용하기 보다는, 그 폭발

적 증가 경향만을 보는데 활용할 것.

- 여성가족부의 관련 자료와 비교 및 차이점에 대한 검수 작업 등은 차후 연

구에서 검토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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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형법,성폭법,아청법
아동

복지법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강간, 

간음 

등

강제

추행

유사

성행위

아동

성학대

공중밀집

추행

성적목적

침입

통신

매체

음란

카메라

촬영

등

음란물

제작

배포

성매수
강요

행위

성매매

알선

영업

2013 62.0 26.2 0.3 0.1 1.2 0.2 0.1 4.1 2.0 1.4 1.3 1.1

2014 47.3 33.9 0.3 0.1 3.4 0.7 1.3 7.5 1.8 1.9 1.0 0.8

2015 41.3 36.8 0.5 0.2 4.5 1.0 2.0 8.9 1.4 1.8 0.8 0.8

2016 37.8 40.3 0.6 0.3 4.8 1.2 0 10.2 1.2 1.8 0.8 1.0

2017. 9. 34.8 42.1 0.6 0.4 4.9 1.0 0.1 11.1 1.1 2.0 0.9 1.0

[부록 2-9] 죄명별 신상정보 공개�고지 분포 현황

출처: 법무부 내부자료

※ ’16. 3.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이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에 따라 784건 등록종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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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명

범죄

피해

자

연령

처분대상 성범죄 소급관련 규정

성폭

력범

죄자

의

성충

동

약물

치료

에

관한

법률

(법명

이하

동일,

생략)

2010.

7.23.

제정

(2011

.7.24.

시행)

16세

미만

의

사람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

강도강간 등)부터 제12조(통

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까

지의 죄 및 제14조(미수범)의

죄(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다.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제300

조(미수범)·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제301조의2(강간

등 살인·치사)·제302조(미성

년자등에 대한 간음)·제303조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

음, 추행)·제339조(강도강간)

및 제340조(해상강도)제3항

(부녀를 강간한 죄만을 말한

다)의 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죄

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

부칙

②(치료명령 청구에 관한 경

과조치) 제4조제1항에 따른

치료명령 청구는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에 대

하여도 적용한다.

③(성폭력 수형자 등에 대한

치료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 및 제25조에 따른 치

료명령은 성폭력범죄를 저질

러 이 법 시행 당시 형의 집

행 또는 치료감호ㆍ보호감호

의 집행 중에 있는 성도착증

환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2012.

12.28

.개정

(2013

.3.19.

시행)

사람 -

부칙

제2조(치료명령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저지

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도 적

용한다.

제3조(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에 관한 적용

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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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이

법 시행 당시 형이 집행 중인

수형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2016.

1.19.

개정

(2016

.1.19.

시행)

-

"제297조(강간)"를 "제297조

(강간)ㆍ제297조의2(유사강

간)"로, "부녀를"을 "사람을"

로 확대

부칙

제2조(치료명령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도 적용한다.

2017.

10.31

.개정

(2017

.10.3

1.시행

)

-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의 죄"를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및 제8조

(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

한 간음 등)의 죄"로 확대

부칙

제2조(치료명령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도 적용한다.

2017.

12.19

.개정

(2018

.1.1.

시행)

-

"제339조(강도강간) 및 제

340조(해상강도)제3항(사람을

강간한 죄만을 말한다)의 죄"

를 "제339조(강도강간), 제

340조(해상강도)제3항(사람을

강간한 죄만을 말한다) 및 제

342조(미수범)의 죄(제339조

및 제340조제3항 중 사람을

강간한 죄의 미수범만을 말한

다)"로 확대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

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

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

추행 등)부터 제10조(강간 등

살인ㆍ치사)까지의 죄로 확대

※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절

차 마련(제8조의2부터 제8조

의4까지 신설) - 헌법재판소

2015. 12. 23. 결정 2013헌

가9 헌법불합치 참고

부칙

제2조(치료명령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호가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

행 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록 2-10] 성충동 약물치료의 강성적 제정 및 개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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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성명

연
령

확 정 선
고일
(결정일)

기
간

집행상태 
(4개 열 중 하
나 선택)

`대상범죄명
법 원
사건
번호

동시 선고받은 
형 및 보안처분

치
료
감
호
심
의
위
원
회
결
정

법
원
판
결

집
행
대
기
(
징
역
형
복
역
)

집
행
종
료

1 ○○○ 50 ’12. 5. 21. 3 ○
성폭력
(13세미만미성년
자강간등)

-
보호관찰 3년

※별건 전자감독 부과

2 ○○○ 53 ’13. 9. 30. 3 ○ 성폭력처벌법위반 -
보호관찰 및 전자감
독 3년

3 ○○○ 43 ’13. 12. 16. 3 ○
청소년성보호법위
반
(청소년강간등)

-
보호관찰 및 전자감
독 3년

4 ○○○ 70 ’14. 4. 21. 3 ○
성폭력
(13세미만미성년
자강간등)

-
보호관찰 및 전자감
독 3년

5 ○○○ 53 ’14. 3. 24. 3 ○ 성폭력
(특수강간등) - 보호관찰 및 전자감

독 3년

6 ○○○ 49 ’14. 4. 21. 3 ○ 성폭력
(특수강간등) - 보호관찰 및 전자감

독 3년

7 ○○○ 37 ’14. 5. 19. 3 ○
성폭력
(13세미만미성년
자강간등)

- 보호관찰 및 전자감
독 3년

8 ○○○ 33 ’14. 12. 22. 3 ○
성폭력
(주거침입강간
등)

-
보호관찰 및 전자
감독 3년

9 ○○○ 60 ’14. 9. 19. 3 ○ 준강제추행
2014노
1825

징역 2년
보호관찰 및 전자
감독 5년

10 ○○○ 31 ’16. 2. 29. 3 ○
성폭력
(강간등상해) -

보호관찰 및 전자
감독 3년

11 ○○○ 32 ’16. 4. 25. 3 ○ 강간상해 등 -
보호관찰 및 전자
감독 3년

12 ○○○ 44 ’16. 4. 25. 3 ○
성폭력
(특수강도강간
등)

-
보호관찰 및 전자
감독 3년

13 ○○○ 32 ’16. 9. 26. 3 ○ 준강제추행 - 보호관찰 및 전자
감독 3년

14 ○○○ 52 ’16. 7. 15. 3 ○
성폭력
(공중밀집장소
추행)

2016
고 합
24

징역1년,
신상공개·고지3년
이수명령(80시간)

15 ○○○ 55 ’16. 12. 19. 3 ○
성폭력
(13세미만미성
년자강간등)

-
보호관찰 및 전자
감독 3년

16 ○○○ 36 ’17. 2. 27. 3 ○ 강제추행상해 - 보호관찰 및 전자
감독 3년

17 ○○○ 25 ’17. 7. 24. 3 ○
성폭력
(13세미만미성 -

보호관찰

※별건 전자감독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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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성명

연
령

확 정 선
고일
(결정일)

기
간

집행상태 
(4개 열 중 하
나 선택)

`대상범죄명
법 원
사건
번호

동시 선고받은 
형 및 보안처분

치
료
감
호
심
의
위
원
회
결
정

법
원
판
결

집
행
대
기
(
징
역
형
복
역
)

집
행
종
료

년자강간등)

18 ○○○ 26 ’17. 7. 24. 3 ○
성폭력
(13세미만미성
년자강간등)

-
보호관찰

※별건 전자감독 부과

19 ○○○ 43 ’17. 9. 25. 3 ○
성폭력
(친족관계에의
한준강제추행)

-
보호관찰

※별건 전자감독 부과

20 ○○○ 35 ’13. 7. 26. 3 ○
성폭력
(특수강간) 등

2 0 1 3
노372

징역15년
보호관찰 및 전자
감독 20년
신상공개·고지 10년

21 ○○○ 25 ’13. 4. 11. 1 ○
성폭력
(13세미만미성
년자강간등)

2 0 1 3
노63

징역 3년4월
보호관찰 및 전자
감독 6년
치료감호
신상공개·고지 5년

22 ○○○ 27 ’13. 12. 18. 3 ○
성폭력
(특수강도강간
등)

2 0 1 3
노403

징역12년
보호관찰 및 전자
감독 12년
치료감호
신상공개·고지 10년

23 ○○○ 31 ’13. 10. 10. 3 ○ 강도
강간

2 0 1 3
노
1960

징역12년
보호관찰 및 전자
감독 20년
치료감호
신상공개·고지 10년

24 ○○○ 29 ’13. 11. 8.. 2 ○
성폭력
(특수강도강간
등)

2 0 1 3
노
2930

징역8년
보호관찰 및 전자
감독 10년
신상공개·고지 10년

25 ○○○ 53 ’13. 11. 14. 2 ○
성폭력
(특수강도강간
등)

2 0 1 3
고 합
29

징역12년
보호관찰 및 전자
감독 20년
신상공개·고지 10년

26 ○○○ 28 ’13. 9. 26. 5 ○
성폭력
(강간등 살인)

2 0 1 3
노387

무기징역
보호관찰 및 전자
감독 30년
신상공개·고지 10년

27 ○○○ 42 ’14. 4. 10. 1 ○
성폭력
(13세미만미성
년자위계등추행)

2 0 1 4
도
1632

징역5년
보호관찰 및 전자
감독 10년
신상공개·고지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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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성명

연
령

확 정 선
고일
(결정일)

기
간

집행상태 
(4개 열 중 하
나 선택)

`대상범죄명
법 원
사건
번호

동시 선고받은 
형 및 보안처분

치
료
감
호
심
의
위
원
회
결
정

법
원
판
결

집
행
대
기
(
징
역
형
복
역
)

집
행
종
료

이수명령 80시간

28 ○○○ 43 ’14. 3. 27. 5 ○
성폭력
(주거침입강간
등)

2 0 1 3
도
13096

징역25년
보호관찰 및 전자
감독 20년
신상공개고지 10년

29 ○○○ 43 ’14. 5. 29. 2 ○
성폭력
(주거침입강간
등)

2 0 1 4
도
4255

징역6년
보호관찰 및 전자
감독 20년
신상공개고지 10년
이수명령 80시간

30 ○○○ 29 ’14. 6. 26. 2 ○ 성폭력
(특수강간)

2 0 1 4
노106

징역5년
보호관찰 및 전자
감독 20년
신상공개고지 10년

31 ○○○ 31 ’15. 1. 29. 1 ○
아동청소년성보
호법
(강간)

2 0 1 4
도
13531

징역5년
보호관찰 및 전자
감독 7년
신상공개고지 7년

32 ○○○ 68 ’15. 5. 29. 2 ○
성폭력
(13세미만미성
년자강간)

2 0 1 5
도
4243

징역12년
보호관찰 및 전자
감독 20년
신상공개고지 10년

33 ○○○ 55 ’15. 7. 15. 7 ○ 강간
상해

2 0 1 5
노83

징역9년
보호관찰 및 전자
감독 15년
신상공개고지 10년
이수명령 120시간

34 ○○○ 38 ’15. 5. 1. 2 ○ 성폭력
(특수강간)

2 0 1 5
노105

징역10년
보호관찰 및 전자
감독 20년
신상공개고지 10년

35 ○○○ 41 ’15. 9. 11. 2 ○
성폭력
(특수강간)

2 0 1 5
고 합
255

징역8년
보호관찰 및 전자
감독 20년
신상공개고지 8년

36 ○○○ 39 ’16. 5. 20. 5 ○
성폭력
(13세미만미성
년자강간)

2 0 1 6
노79

징역5년
보호관찰 및 전자
감독 20년
신상공개 7년
치료감호
이수명령 80시간

37 ○○○ 35 ’16. 2. 5. 7 ○ 성폭력 2 0 1 5 징역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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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성명

연
령

확 정 선
고일
(결정일)

기
간

집행상태 
(4개 열 중 하
나 선택)

`대상범죄명
법 원
사건
번호

동시 선고받은 
형 및 보안처분

치
료
감
호
심
의
위
원
회
결
정

법
원
판
결

집
행
대
기
(
징
역
형
복
역
)

집
행
종
료

(특수강도강간) 고 합
298

보호관찰 7년
신상공개고지 10년
치료감호
이수명령 80시간

38 ○○○ 45 ’16. 11. 10. 5 ○ 성폭력
(강간등상해)

2 0 1 6
도
13259

징역15년
보호관찰 및 전자
감독 15년
신상공개고지 10년
치료감호
이수명령 80시간

39 ○○○ 50 ’16. 12. 15. 5 ○
성폭력
(13미만미성년
자강간)

2 0 1 6
노
3114

징역10년
보호관찰 및 전자
감독 20년
신상공개고지 10년
치료감호

[부록 2-11] 성충동 약물치료 선고 및 집행현황 (’17.9)

출처: 법무부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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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ecurity-Measure and the Restriction 

on Punitive Authority of State

Mingu Kang

Law and Criminal Law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is exceptional punitive state of safety-measures sexual 

offender disclosure and notification, treatment with medication for sexual 

drive in the area sexual crime. Issues on the restriction on the punitive 

authority of state are fundamental topics of contemporary jurisprudence of 

liberal democracy state. This research argues the deviation from the 

restriction on the punitive authority of state focusing on sexual offender 

disclosure and notification and treatment with medication for sexual drive.

  First, the restriction principle of the punitive authority of state can be 

applied to security-measures of the characteristics of pre-modern 

punishments. Security-measures of the characteristics of shame punishment 

that deprives the human dignity and honor and ones of characteristics of 

castration/corporal punishment are also punitive security-measures like 

prevention detention.

  Second, sexual offender disclosure and notification is full of characteristics 

of shame punishment, and treatment with medication for sexual drive is full 

of characteristics of castration/corporal punishment. Sexual offender disclosure 

and notification is close to digital shame punishment of time and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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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ression, and treatment with medication for sexual drive is close to 

chemical/internal(non-surgical) castration and corporal punishment of coercive 

treatment of medication.

  Third, security-measures of characteristics of shame punishment or 

castration/corporal punishment are directly against the rehabilitation of 

criminals as the fundamental purpose of the infliction of punishments of 

punitive authority of state. Sexual offender disclosure and notification inflict 

institutional and public shaming on sexual offenders, and the treatment with 

medication for sexual drive is not the therapeutic treatment but coercive 

incapacitation of sexual function by itself.

  This research argues the deviation of both sexual offender disclosure and 

notification and treatment with medication for sexual drive from the 

restriction of punitive authority of state not by the perspective of individual 

rights of sexual offenders but by the perspective of jurisprudence of liberal 

democratic society. These security-measures not only treat sexual offenders 

as merely an object of crime prevention but also are cruel and inhumane 

punishments, so they are against human dignity. The prevention of 

recidivism and the defense of society can be obtained by the certainty of 

punishment and other security-measures such as sexual offender registration, 

limited notification of sexual offenders, therapeutic custody, probation and 

attendance order treatment which are not against the rehabilitation of sexual 

offenders.

Keywords : Security-Measure, Restriction on the Punitive Authority of State, 

Liberal Democracy Jurisprudence, Sexual Offender Disclosure and 

Notification, Treatment with Medication for Sexual Drive, Chemical 

Castration, Shame Punishment, Castration, Corporal Punishment, 

Incapacitation

Student Number : 2014-3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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