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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000년 이후 남북한교류협력이 확대됨에 따라 남북한 사이에 법적 문제를 해결하

는 법률체계도 많이 정비되었고,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다양한 

판례를 내고 있다. 분단 이후 현재까지 남북한관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분석한 결

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첫째, 우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헌법규범과 모순된 헌법현실에서 발생하는 다

양한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남북한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규범적 기준을 제시하였다.

  둘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사건을 통해 분단국가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통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특히, 북한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면서도 국가보안법에서 규정하는 이적성의 기준

으로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을 요구하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국가보안법

의 남용을 통제하고 있다.

  셋째, 남북한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적 쟁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평화통

일의 헌법적 의미를 확인하고, 관련 법령의 해석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남북한 

이산가족의 가족과 상속에 관한 분쟁에서 사법부는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

는 것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면서도 교류협력의 규범영역에서는 북한의 실체를 인정

하여 국제법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넷째, 개성공단사업과 금강산관광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법적 

분쟁이 계속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남북합의서를 체결함으로써 법률충

돌과 모순을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법령과 남북합의서도 미비

한 실정이며, 법적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요

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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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법부가 그 동안 제시한 다양한 판례는 향후 남북한관계의 변화와 평화통

일의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며, 통일 이후의 사법통합과 법률통합을 

실현하는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남북교류협력, 사법적 판단, 국가보안법, 개성공단사업, 금강산관광사업, 남북

합의서, 통일 이후 법률 및 사법통합  

1. 남북한관계와 사법적 판단

가. 남북한관계와 법치주의

해방 이후 한반도가 남북한으로 분단되고 6.25전쟁을 거치면서 남한과 북한은 

상이한 이념과 체제를 채택하여 상대방을 규범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남

북한 사이에 발생한 다양한 문제들은 그것이 법률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사법적 판단이 아닌 고도의 정치적 결단과 타협에 따라서 해결하여 왔다. 

이는 남북한이 분단되어 상이한 법이념과 법률체계를 채택하여 상대방을 규범적으

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현실과 냉전이데올로기에 바탕을 둔 국제정세를 고려할 때 

이러한 문제들을 사법적 판단을 통하여 규율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바탕을 둔 평화통일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즉, 남북한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들을 법치주의의 틀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그때그때의 정치상황에 따라서 통치행

위의 차원에서 해결함에 따라 남북한관계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없게 되

고, 남북한관계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1990년대 이후 국제적으로 냉전체제가 종결됨에 따라 남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였다. 2000년 이후 남북한교류협

력은 급격하게 발전하여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새로운 양상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남북이산가족의 상봉과 북한이탈주민의 증가로 남북한주민 사이에서도 가족과 상

속관계와 관련하여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특히, 개성공단사업과 금

강산관광사업 등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확대되고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사업도 

활발하게 진행되어 남북한 사이에 물적 교류도 확대되었다. 그러나 2008년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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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관광객 총격사건과 2010년 발생한 천암함 폭격과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인

하여 정치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어 개성공단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남북한의 

교류협력사업이 중단된 상태이다.

나. 판례 분석의 필요성

남북한관계의 변화는 남북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체계에도 반영되었다. 즉, 남

북한관계가 발전됨에 따라 남북한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많아지게 되

었고, 이러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법률체계도 많이 정비되어 구체적 사건에 있

어서 사법적 판단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현행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된 헌법

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 등 헌법재판을 통하여 남북한관계와 남북교류

협력에 대하여도 다양한 판례를 내고 있다. 이러한 남북교류협력의 확대와 그에 

따른 사법적 판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불법단체로 활동하는 규

범영역에 있어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판례도 계속 나오고 있다.

남북한관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와 법치주의에 따른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첫째, 남북한관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남북한관계의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한다. 헌법규범과 모순된 헌법현실에서 북한과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를 남북한특수관계론이라는 헌법적 규범을 기준으로 파악함으로써 국가의 안전

보장의 필요성과 남북교류협력의 현실을 규범조화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법치주의 기초 위에서 남북한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규범적 

기준을 도출할 수 있다. 법치주의는 헌법적 가치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의 제정과 

그 법률에 의한 국가작용을 의미하지만, 사법적 판단을 통하여 그 규범적 의미가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남북한관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평화통일에 대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국가권력으로 하여금 헌법적 가치질서를 준수하도록 통제하고, 

남북한관계에 있어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남북한교류협력을 법제도적으로 지원하고 평화통일을 달성하는 기준과 지

침을 제공한다. 남북한관계에 관한 사법적 판단을 분석함으로써 남북한특수관계론

을 보다 구체화하고, 이를 통하여 남북한관계에 관한 사안에서 국가권력과 개인이 

결정하고 행동하는 규칙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규범적 기준은 남북교

류협력을 촉진하고 평화통일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남북한관계

를 규율하는 중요한 선례가 되어 평화통일의 과정과 그 이후에 필요한 법률통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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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가 될 것이다.

1990년 이후 남북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체계가 정비되고 있으나 남북한관계를 

적실성 있게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 남북한관계에 관한 다양한 법률적 문제가 계

속하여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례도 축적되고 있다. 

현재까지 축적된 사법부의 판례는 남북한관계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안을 다

루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통하여 남북한관계의 과거와 현재의 규범적 위치를 

가늠할 수 있으며,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기준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2. 헌법규범에 대한 판례

가. 북한의 법적 지위

북한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북한의 이중적 지위를 인

정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은 현행헌법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를 구분하

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현행헌법 제4조에서 평화통일조항을 규정하기 이전까

지 대법원은 제3조의 영토조항의 규범력을 철저하게 인정하여 국가보안법 판결 등

을 통하여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을 인정하였다.1) 이러한 태도는 북한이 대한민국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는 것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

편, 대법원은 1987년 개정된 현행헌법에서 제4조에 평화통일조항을 신설한 이후에

도 제3조의 규범력을 그대로 인정하였으나,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한

관계의 변화를 수용하여 북한에 대하여는 반국가단체 또는 불법단체로서의 지위와 

함께 평화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당사자로 인정하였다.2) 대법원이 2008년 판

결에서 평화통일 정책에 대하여 헌법 제4조를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이

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3) 

헌법재판소는 현행헌법에 의하여 헌법기관으로 구성되었는데, 북한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남북한의 유엔(UN)에의 동시가입, 남북기본합의서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나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에 관하여는 아무런 상황변화가 없

1) 대법원 1983. 3. 22. 82도3036, 대법원 1986. 10. 28. 86도1784, 대법원 1987. 7. 21. 87

도1081. 등.
2) 대법원 2000. 9. 29. 2000도2536.
3) 대법원 2008. 4. 17. 9. 29.2003도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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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판단하여 대체로 대법원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3조의 

규범력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북한을 반국가단체 또는 불법단체로서 인

정하면서도 대화와 협력의 일방 당사자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북한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였다.4)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대법원의 입장과 비교할 

때 다음 두 가지 점에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째, 헌법재판소는 1993년부터 남북한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북한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여 북한을 대화와 협력의 일방 당사자로 인정하는 헌법적 근거로서 

제4조를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남북한특수관계를 헌법적 차원에서 인정

하고 해석한 것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동

시에 북한과의 교류협력정책에 대하여 헌법적 정당성을 부여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둘째,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과는 달리 북한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면서도 북한

을 반국가단체 또는 불법단체로서 인정하는 법적 근거로 헌법 제3조를 직접적인 

근거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의 근거로 헌법 

제3조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제3조의 현실적인 규범력을 제4조와의 관계 속에서 

상대적인 것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으로 판단된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기본적으로는 헌법 제3조의 규범력을 인정한다는 전제 

하에 헌법 제4조와의 규범조화적 해석을 통해 북한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

다. 또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또는 불법단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근거로서 공

통적으로 ‘북한이 여전히 적화통일의 목표를 버리지 않고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

복할 것을 완전히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엄연한 현실’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북한이 적화통일의 목표를 버리고 자유민주주의체

제를 전복할 것을 완전히 포기하였다는 것이 명백하게 된다면 북한은 더 이상 반

국가단체 또는 불법단체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북한의 반국가단체

성과 불법단체성은 헌법 제3조 또는 제3조와 제4조의 관계로부터 직접적이고 무조

건적으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실체와 활동내용에 따라 결정되므로 제3조

와 제4조의 실질적 규범력도 이러한 헌법현실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반영된다

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대법원이 “남북관계가 더욱 진전

되어 남북 사이에 화해와 평화적 공존의 구도가 정착됨으로써 앞으로 북한의 반국

가단체성이 소멸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라고 판시하고 있는 것과,5) 헌법재판소가 

4) 헌재 1993. 7. 29. 92헌바48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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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의 근거로 헌법 제3조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도 위와 같은 

해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대법원의 입장에 대해서는 헌법규정의 규범력을 실효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우리 헌법원칙에 부합하는 규범체계로서 구

체적인 사안에 적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법이론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점

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대해서는 헌법 제4조의 

규범력을 제시함으로써 남북한관계와 평화통일을 헌법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수

용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남북한의 특수한 현실을 법치주의에 적절하게 반영하였

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헌법 제3조와 제4조의 규범체계 문제에 있어서는 

법리적인 판단을 회피하였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나. 대한민국 국민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에 있어서는 북한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하느냐의 문

제가 핵심 쟁점이다. 이는 법논리적으로 북한의 법적 지위의 문제와 직접적 관련

성을 가지게 되므로 헌법 제3조 영토조항과 제4조 평화통일조항의 해석을 바탕으

로 하여 도출되는 북한의 법적 지위에 대한 판단에 따라 그 규범적 의미가 결정된

다. 우리 헌법과 국적법은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

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정의규정을 둠으로

써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는 

우리 헌법과 관련 법률의 규정, 북한의 국내법적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헌법 제3조를 근거로 하여 북한주민도 대한민국의 국민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으며, 하급심 판례도 동일한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6) 또한, 대법원

과 하급심은 우리 저작권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적용하였는데, “우리 헌법에 의거하

여 제정된 저작권법이나 민법 등 모든 법령의 효력은 당연히 북한지역에 미친다 

할 것이므로 월북작가가 북한지역에 거주하면서 저작한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우리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그가 사망한 경우에는 

5) 대법원 2003. 5. 13. 2003도604.
6) 대법원 1990. 9. 28. 89누6396, 서울고법 1999. 10. 12. 99라130, 서울지법 2003. 6. 27. 

2002나6086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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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에 있는 그의 상속인이 이를 상속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하고 그 헌

법적 근거로 헌법 제3조를 제시하였다.7) 또한, 대법원은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 

배포, 발행함에 필요한 요건과 저작재산권의 존속기간을 규정한 저작권법의 효력

은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의하여 여전히 대한민국의 주권 범위 내에 있는 북한지

역에도 미치는 것이므로”라고 판시하였다.8) 이외에도 서울가정법원은 북한이탈주

민의 이혼소송에 있어서도 북한이탈주민은 물론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임을 인

정한다고 판단하였다.9)

한편, 헌법재판소는 북한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에 포함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선언하지는 않고 있으나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내용을 수용

하고 있어 간접적으로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

다고 판단된다. 즉, 헌법재판소는 북한주민인 모(母)의 자(子)가 헌법 및 국적법상 

대한민국 국민임을 주장하면서 강제퇴거명령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본안소

송으로 하는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제청사건에서 부칙조항의 재판

의 전제성을 인정하고, 위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10) 또한, 

재외국민에 대한 선거권 부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헌여부 결정에서 “대법원 판결

에 따르면 북한주민이나 조총련계 재일교포도 우리나라 국민이라는 점에는 의문이 

없으므로”라고 판시하였고,11) “국토가 분단되어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한다면 북한주민이나 조총련계 재일동포들도 선

거권을 행사함으로써 국가의 안위 및 국민의 생존, 자유가 위협받을 수 있고, 재외

국민에 대한 체류국의 정책과 충돌함으로써 외교적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

시하여 북한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밝히고 있다.12) 

북한주민은 헌법 제3조에 따라 원칙적⋅법규범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

되고 헌법 제4조에 따라서 그 특수한 지위가 반영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

다. 즉, 정치적 통일체로서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의 국적귀속의 문제는 국가의 기

본요소로서 고도의 안정성이 요구되어 규범영역에 따라 달라질 수는 없다. 그러므

로 북한주민에 대하여 일정한 규범영역에서 특수한 법적 지위를 인정한다는 것도 

 7) 서울민사지법 1989. 7. 26. 89카13692.

 8) 대법원 1990. 9. 28. 89누6396.

 9) 서울가정법원 2004. 2. 6. 2003드단58877 등. 
10) 헌재 2000. 8. 31. 97헌가12.
11) 헌재 1999. 1. 28. 97헌마253⋅270(병합).
12) 헌재 2007. 6. 28. 2004헌마644, 2005헌마360(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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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기본적인 바탕으로 하고, 구체적 사안에 있어

서 남북한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법률의 근거에 따라서 특별한 취급을 할 수 

있다는 의미에 국한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는 헌법 

제3조의 규범적 효력이 제4조에 비하여 우월적으로 적용된다고 판단된다. 헌법재

판소도 국적법에 대하여 “국적은 국가와 그의 구성원간의 법적 유대이고 보호와 

복종관계를 뜻하므로 이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즉, 국적은 국가의 생성과 더

불어 발생하고 국가의 소멸은 바로 국적의 상실사유이며, 국적은 성문의 법령을 

통해서가 아니라 국가의 생성과 더불어 존재하는 것이므로 헌법의 위임에 따라 국

적법이 제정되나 그 내용은 국가의 구성요소인 국민의 범위를 구체화, 현실화하는 

헌법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것이다.”고 판시하였다.13) 

다. 국제평화주의, 국군의 사명 등

우리 헌법은 전문과 제4조 등에서 평화통일주의, 국제평화주의, 국제법존중, 국

군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는데, 남북한관계와 통일에 대한 

국가정책의 결정과 집행은 국제평화주의와 국제법존중주의와 규범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북한이 아직도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는 현상황에 있어 국가보안법이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규정한 것이 우리 헌법이 천명한 국제평화주의나 평화통일의 원칙(헌법전문 제4조, 

제5조)과 모순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14) 헌법재판소도 “국가

의 존립⋅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국가보안법의 해석⋅적

용상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고 이에 동조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는 것 자체가 

헌법이 규정하는 국제평화주의나 평화통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15)

남북한관계 또는 평화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결정은 남북한의 국내외적인 상

황에 따라 가변적이며, 고도의 정치적 고려나 결단이 반영될 것이 예상되므로 남

북한관계와 통일에 대한 정책결정은 통치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 동안 

법원은 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행위에 대하여 통치행위를 인정한 사례가 있었

는데, 내재적 제약설, 권력분립설, 자유재량행위설, 사법자제설에 따라 판단한 것

13) 헌재 2000. 8. 31. 97헌가12.
14) 대법원 1991. 11. 22. 91도2341 등.
15) 헌재 1997. 1. 16. 89헌마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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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해된다.16) 한편, 대법원은 ‘12. 12 군사반란과 5. 18 내란 등 사건’에서 “대

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행위에 대하여 통치행위성을 인정하지만, 그것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이 그 자체가 범죄행위

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17) 또한, 대법원은 

‘대북송금 사건’에서도 통치행위 자체의 개념을 인정하면서도 그 요건과 범위를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최소화시키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외국에 대한 파병결정과 군사훈련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하지만 대법원에 비하여 통치행위에 해당하는 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즉, 헌법재판소는 1996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사건’에서는 “이른바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국

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사명으로 하는 국가기관이

므로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

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

이 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법률의 효력을 갖는 것이므

로 마땅히 헌법에 기속되어야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다.18)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04년 4월 29일 결정한 ‘일반사병 이라크파병 위헌확인 사건’에서 “국방 및 외교

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를 

지켜 이루어진 이상,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헌법재판소가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기도 하였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남북한관계와 통일에 대한 국가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대

하여 그것이 통치행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판단한 사례는 대법원이 판

결한 이른바 ‘대북송금 사건’이 유일하다. 하지만, 남북한특수관계론에 따른 북한

의 법적 지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앞으로 예상되는 위와 같은 국가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고도의 정치적 고려나 결단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또한, 대통

령은 남북한관계의 발전과 국제정세에 따라서 통일에 대한 중요정책에 대하여는 

국민투표에 부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16) 서울고법 1964. 7. 16, 64로159, 대법원 1964. 7. 21, 64초4, 대법원 1979. 12. 7, 79초70, 

대법원 1981. 4. 28, 81도874 등.
17) 대법원 1997. 4. 17. 96도3376.
18) 헌재 1996. 2. 29. 93헌마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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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통치행위에 대한 개념과 요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규범적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평가된다. 이러한 기준은 남북한관계와 통일에 

대한 사법심사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국가보안법에 관한 판례19)

가. 반국가단체의 구성․가입

국가보안법 제2조는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오랫동안 북한이 대한민국의 합법성과 

정통성을 부정하고 대남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정부를 참칭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서 그 조직과 활동에 대하여는 공지의 사실로서 그 인정에 반드시 증거를 요하지 

않는다고 하여 반국가단체성을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였다.20) 대법원은 북한 이외

의 단체에 대하여 반국가단체성을 인정하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요건으로서 “정

부를 참칭한다”는 것은 합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정부를 조직하여 진정

한 정부인 것처럼 사칭하는 것이고, “국가를 변란한다”는 것은 정부를 전복하여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하였다.21) 한편, 대법원은 북한 이

외의 단체에 대하여 비교적 엄격하게 심사하여 반국가단체로 인정하고 있는데, 

1996년까지 ‘자주, 민주, 통일’, ‘남한사회주의 노동자동맹’, ‘구국전위’, ‘사회민주

주의 청년연맹’을 반국가단체로 인정한 이후 새로운 단체에 대하여 반국가단체로 

인정한 사례는 없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0년까지 ‘한총련’, ‘아람회’, ‘남북공동

선언 실천연대’ 등 다수의 단체에 대해서 국가보안법 제2조와 제3조에서 규정하는 

반국가단체는 아니지만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이적단체로 인정하고 있다.22)

국가보안법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단체로서 반국가단체와는 구별하여야 할 개념

이 이적단체이다. 국가보안법이 규정하는 이적단체는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위와 같은 행위를 목적으로 하여 

19) 국가보안법에 대하여는 오랫동안 수많은 판례가 축척되어 있는데, 1990년 이후 판례의 

변경을 위주로 분석하였다.
20) 대법원 1986. 10. 28. 86도1764, 대법원 1991. 4. 23. 91도212 등.
21) 대법원 2011. 1. 20. 2008재도11.
22) 대법원 2004. 8. 30. 2004도321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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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다수인이 결성한 계속적이고 독자적인 결합체를 의미한다.23) 대법원은 반국

가단체와 이적단체는 그 처벌조항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엄격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고 하면서 그 구별기준으로 해당 단체의 직접적이고 1차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다. 즉,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는 국가를 변란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

하는 것을 궁극적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이를 직접적이고 1차적

인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반국가단체이고, 반국가단체를 전제로 하여 그 단체의 활

동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또는 선동하는 것을 직접적이고 1차적인 목적으

로 하는 것이 이적단체라는 것이다.24) 대법원은 이적단체의 해당여부에 대하여도 

“어느 단체가 실제 활동에서 그 단체가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

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된다면 그 단체를 이적단체

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소수의견은 이적단

체의 구성ㆍ가입죄에서 요구하는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위험성 요건은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만

으로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입

장을 제시하고 있다.25) 즉, 소수의견은 사상과 주장의 내용이 자유민주적 기본질

서와 양립할 수 없는 주장이라 하더라도 무장봉기나 폭력혁명 등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방법을 동원하여 이를 실현시키려는 경우에 한하여 명백하고 현존

하는 위험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였다.26)

나. 목적수행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

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가.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이 국가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

하여 한정된 사람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인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나. 가목외의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의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국가기밀의 요건에 대하여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

23)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24) 대법원 1995. 5. 12. 94도1813.
25) 대법원 2008. 4. 17. 2003도758, 대법원 2010. 7. 23. 2010도1189 등.
26) 대법원 2010. 7. 23. 2010도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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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이라고 하더라도 그 누설로 인하여 대한민국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고, 북한에 유

리한 경우에는 널리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비공지성을 요구하지 

않았다.27) 대법원은 1997년 이른바 ‘범민련’의 방북사건을 통하여 판례를 변경하

여 국가기밀의 요건으로서 비공지성과 실질가치성이라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였

다. 즉, 대법원은 비공지성에 대하여는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은 국

가기밀에 해당하지 않고, 실질가치성에 대하여도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

려가 있는 기밀로 보호할 실질적인 가치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28)

대법원은 위와 같이 판결을 변경한 이후에도 “탐지⋅수집이나 확인⋅확증의 필

요가 없을 정도로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국가

의 안전에 대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국가단체에 알려지지 아니하도록 

할 필요성도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여 비공지성 이외에 ‘요비닉성(要秘匿性)’을 

추가로 요구하기도 하였다.29) 또한, 대법원은 “그 기밀이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누설될 경우 반국가단체에는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성이 

명백하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실질가치성에 대한 종전의 국가기밀에 관

한 해석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국가기밀 탐지 등의 죄를 처벌

하는 사건과 형법상 간첩죄를 처벌하는 사건에서 북한의 지위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즉, 대법원은 국가보안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판단하면서도 형법상 간첩죄로 처벌함에 있어서는 “북한괴뢰집단은 

우리 헌법상 반국가적인 불법단체로서 국가로 볼 수 없으나, 간첩죄의 적용에 있

어서는 이를 국가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한다.”고 판결한 것을 비롯하여 북한을 적

국으로 판단하고 있다.30) 이와 같이 북한의 법적 지위에 있어서 발생하는 모순된 

법적 판단에 대하여는 최종적으로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국가기밀과 관련하여 군사기밀보호법상의 군사기밀에 대하여 비

공지성 이외에 실질비성을 요구함으로써 대법원에 비하여 엄격한 요건을 제시하였

다.31) 헌법재판소는 국가기밀에 대하여도 “비공지의 사실로서 국가의 안전에 대한 

불이익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것이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알려지지 아니

27) 대법원 1986. 2. 25. 85도2533 등.
28) 대법원 1997. 7. 16. 97도985.
29) 대법원 1997. 9. 9. 97도1656.
30) 대법원 1983. 3. 22. 82도3036.
31) 헌재 1992. 2. 25. 89헌가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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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할 필요성 즉 ‘요비닉성’이 있는 동시에, 그것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

전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만큼의 실질적 가치가 있는 것 즉 ‘실질비성’

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와 동시에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의 국가

기밀에 대한 종전의 해석은 국가기밀이라는 문언의 문의적(文意的) 한계를 훨씬 

벗어나고, 기밀의 실질적 요건을 헐어버린 것으로써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비판하였다.32) 대법원의 태도가 국가기밀에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는 것으로 변화

된 것도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국가기밀의 실질가치성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국가의 안전에 명백한 위험을 주는

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시하는 반면, 대법원은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

에 불이익이 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어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국가기

밀의 범위가 보다 광범위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점은 대법원이 “그 

기밀이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누설될 경우 반국가단체에는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성이 명백하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반면,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안전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만큼의 실

질가치를 지닌 사실ㆍ물건 또는 지식을 국가기밀로 인정한다.”고 판시하는 것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다. 자진지원ㆍ금품수수, 잠입ㆍ탈출, 찬양ㆍ고무 등

(1) 탈출의 개념

국가보안법은 제6조 제1항에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

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로, 제2항에서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로 각각 

규정하여 그 구성요건적 행위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 그 정확한 개념과 적용범위

가 쟁점이 되어왔다.33) 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과 제2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현실

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탈출의 행위유형은 ① 대한민국에서 북한으로 직접 탈출하

는 경우, ② 대한민국에서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탈출하는 경우, ③ 제3국에 거주

하면서 북한으로 탈출하는 경우, ④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미치는 지역을 벗어나 

32) 헌재 1997. 1. 16. 92헌바6ㆍ26, 93헌바34ㆍ35ㆍ36(병합). 
33) 국가보안법 제6조의 탈출의 개념에 대한 학설에 관하여는 박이규, “국가보안법 제6조 

탈출의 의미”, 법원 례해설 제76호, 법원도서관, 2008, 500-506면; 변종필, “대법원

의 형법해석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비교형사법연구 제7권 제1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5. 7, 13-14면; 하태훈, “형벌법규의 해석과 죄형법정원칙 -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형사 례연구 11 : 지송 이재상 교수 화갑기념호, 형사판례연구회, 2003, 22-23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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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으로 나가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대법원은 종전에 국가보안법 제1항의 탈

출의 개념에는 그 행위주체가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외국인이거나를 불문하고 ①, 

②, ③의 유형이 포함되고, 제2항의 탈출의 개념에는 ①, ②, ③, ④의 유형이 모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34) 대법원은 2008년 이른바 ‘송두율 교수 방북사건’을 통

하여 종전의 입장을 변경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이 외국에 거주하다가 

그곳을 떠나 북한으로 들어가는 행위는 탈출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

여 국가보안법 제1항의 탈출의 개념에는 위 ①, ②, ③의 유형이 포함되고, 제2항

의 탈출의 개념에는 ①, ②, ③, ④의 유형이 모두 포함되지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③의 유형이 탈출의 개념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다.35) 

헌법재판소도 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변경된 대법원의 입

장과 동일하게 판단하고 있는데,36) 국가보안법과 형법의 적용범위를 엄격하게 해

석함으로써 국가보안법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

된다.

(2)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북한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아 북한에 들어간 경우의 탈

출죄 성립 여부

북한을 방문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규정

하는 방북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국가보안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탈출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대법원은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북한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아 

북한을 방문한 것은 원칙적으로 남북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정당하므

로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대한민국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

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할 명백한 의도를 가진 사람이 방문목적을 속여 

북한 방문증명서를 받은 다음 그 방문증명서에 기재된 방문목적에 따른 행위는 전

혀 하지 않고 다른 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가보안법의 탈출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동시에 북한을 방문한 행위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방문목적별로 

나누어 따로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오직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다른 행위를 하기 

위하여 북한을 방문한 것이고 밖으로 내세운 방문목적은 단지 북한 방문증명서를 

받아내기 위한 명목상의 구실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34) 대법원 1997. 11. 20. 선고 97도2021.
35) 대법원 2008. 4. 17. 2004도4899. 
36) 헌재 1997. 1. 16. 92헌바6ㆍ26, 93헌바34ㆍ35ㆍ36(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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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북한 방문행위 자체는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국가보안법상의 탈출죄로 처벌하여

서는 안 된다고 하여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엄격하게 제한하였다.3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국가보안법은 그 입법취지와 입법체계는 서로 상이

하지만 남한에 대하여 이중적 지위를 갖는 북한과 관계를 가지는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동일한 규율대상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이러한 범위에서는 일반법과 특별

법의 관계에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이 법

의 목적범위 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그 입

법형식은 다른 법률의 특별법으로서 성격을 갖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국가보

안법과 동일한 규율대상에 대해 적용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체계

적이고 규범조화적 해석이라고 하겠다.

(3) 찬양⋅고무등과 이적성 판단기준

국가보안법은 제7조에서 규정하는 찬양⋅고무등은 그 구성요건으로서 이적성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적단체와 이적표현물의 개념적 요건이 된다. 특히 이적표현물의 

경우에는 이적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이적성을 인정하는 요건과 범위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38)

대법원은 이적성과 관련하여 반국가단체에게 구체적ㆍ객관적으로 이익이 아니라 

추상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개연성만 있으면 인정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39) 

그 이후 대법원은 표현물의 전체내용 등이 국가의 존립ㆍ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면 이적표현물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이 

입장이 현재까지 대법원의 다수의견을 이루고 있다.40) 한편, 종전 대법원의 소수

37) 대법원 2008. 4. 17. 2003도758.
38) 이적표현물의 이적성 판단기준에 대한 학설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황교안, 국가보

안법해설, 집영출판사, 1998, 319면; 장호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이적표현의 범위”, 

한국언론학보 제43-4호(1999. 여름), 한국언론학회, 1999, 204ㆍ213-214면; 강금실, “국

가보안법 제7조의 이적성에 관한 두 가지 견해”, 인권과 정의 277권, 대한변호사협회, 

1999. 9, 116면; 민병로, “국가보안법의 과거ㆍ현재ㆍ그리고 미래 -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학과 행정학의  과제(유소 이방기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2000, 167-168면; 김대휘,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제5항의 해석기준”, 법과 정의 : 

이회창 법 결의 연구, 경사 이회창 선생 화갑기념 논문집 간행위원회, 1995, 47-48면; 

이광범,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ㆍ제1항의 해석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동향”, 형

사재 의 제문제 2권, 박영사, 1999, 247면 등. 
39) 대법원 1984. 11. 27. 84도2310.
40) 대법원 1992. 3. 31. 90도2033, 대법원 1997. 11. 20. 97도2021, 대법원 2010.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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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은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할 구체적이고 가능한 위

험이 있는 표현행위로서 법익을 침해하는 해악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이 가능한 것을 의미하며, 해악의 내용도 실질적이고 중대한 것이고, 법익

침해의 결과가 초래될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41) 그러나 

최근 대법원의 소수의견은 이적표현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이라는 요건 외에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험을 

가진 표현물이어야 하며, 그 위험성 요건을 인정하는 기준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여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였다.42) 

대법원이 기본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이적성 판단기준에 대하여 이는 위험경향의 

원칙 또는 해악경향의 원칙에 입각한 것으로 판단되며, 1992년 판결에서 소수의견

이 제시한 구체적이고 가능한 위험의 법리는 위험경향의 원칙보다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지만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에서 요구하는 명백성을 보다 완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대법원은 이적표현물 관련 범죄의 목적성 여부에 대하여도 종전 판례를 

변경하여 초과주관적 구성요소로서의 이적행위의 목적을 추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

였으며, 피고인의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인 이적의 목적성에 대하여도 검사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43) 그러나 대법원은 주관적 구성요건인 이적성의 인식

에는 반드시 확정적인 인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적표현물의 이적성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에 부합

하도록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며, 이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표현물의 내용이 

그와 같은 경우일 때라고 볼 것이고, 그 표현물과 외부관련성도 이러한 위험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하였다.44)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이 이적성에 대하여 처음

부터 대법원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입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소수의견은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에 따라서 법률

에 의하여 금지된 해악을 초래할 명백하고도 현실적인 위험성이 입증된 경우에 한

2010도1189 등.
41) 대법원 1992. 3. 31. 90도2033의 대법관 이회창 등 3인의 소수의견.
42) 대법원 2010. 7. 23. 2010도1189의 대법관 박시환 등 4인의 소수의견.
43) 대법원 2010. 7. 23. 2010도1189.
44) 헌재 1990. 4. 2. 89헌가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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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어야 하므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은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하였다.45) 헌법재판소가 제시하고 있는 실

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은 위험의 현존과 시간적 근접성을 엄격하게 요구하

지 않으며, 소수의견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법리를 적용할 것을 주장하는 

점에 비추어 그것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법리와 동일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

된다. 다만, 대법원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비하여 훨씬 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법리의 영향을 받거나 이를 반영한 것으

로 평가할 수 있다.

라. 회합ㆍ통신 등, 편의제공, 불고지

대법원은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북한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아 북한을 방문한 기간 

동안의 행위에 대하여 회합⋅통신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즉, 

통일부장관의 북한 방문증명서 발급은 북한방문 자체를 허용한다는 것일 뿐, 북한 

방문 중에 이루어지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행위까지 모두 허용한다거나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북한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아 북한을 방문하였다고 하

더라도 그 기회에 이루어진 반국가단체 구성원 등과의 회합행위로서 조국통일범

민족연합의 강령ㆍ규약 개정을 논의하기 위해 북한방문을 기화로 조국통일범민족

연합 회합을 가진 행위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의 회합⋅통신죄를 적용

하였다.46) 한편, 대법원의 위 판결에서 소수의견은 그 회합의 경위나 그 회합 석상

에서 논의된 내용에서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실질적 해악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 그 회합에 대하여는 국가보안법상 

회합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였다.47)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은 제8조 제1항을 

개정하여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그 대신 ‘국가의 존

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을 추가함으로써 위헌적 요소는 제거되었다고 판단하였다.48) 

국가보안법 제9조의 편의제공죄에 대하여 헌법 제12조 제1항이 규정하는 죄형

법정주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었으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45) 헌재 1990. 4. 2. 89헌가113의 재판관 변정수의 소수의견.
46) 대법원 2008. 4. 17. 2003도758.
47) 대법원 2008. 4. 17. 2003도758의 대법관 박시환, 김지형, 전수안의 별개의견.
48) 헌재 1997. 1. 16. 92헌바6ㆍ26, 93헌바34ㆍ35ㆍ36(병합), 헌재 2003. 5. 15. 2000헌바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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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합치된다고 판단하였다.49)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제9조의 편의제공죄에서 

규정하는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경우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인에 대하여 총포, 탄약,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제공행위, 잠복, 회합연락을 위한 

장소제공행위를 제외한 모든 방법으로 하는 일체의 편의제공 행위라고 판단하였

다.50) 한편, 대법원은 평소의 친분관계에 비추어 자연스러운 인정의 발로에 불과한 

것으로 일화(日貨)가 없어서 귀국할 비행기표를 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원화

(圓貨)를 빌려준 행위에 대하여 편의제공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고,51) 단지 

의례적ㆍ사교적인 차원의 것인 경우에도 편의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하였다.52)

헌법재판소도 국가보안법상의 편의제공죄의 규제대상이 되는 편의제공 행위에 

대하여 모든 편의제공 행위가 아니라 그 중에서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구체적이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

여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은 처벌의 대상에

서 배제시켜야 한다고 결정하였다.53) 

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판례

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관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 판례는 이 법률이 제정된 1990년 이후부터 

나타났는데, 남북교류협력이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대법원은 남북교류협력법상의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지 않고 협력사업을 시행한 것은 

이 법률에 위반되며, 통일원장관의 반입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반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54) 또한, 남한주민이 북한주민 등과 접촉할 의도나 계획을 가

지고 있고 그러한 접촉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라면 그 접촉에 앞서 

49) 대법원 1990. 9. 14. 90도1518, 헌법재판소 1992. 4. 14. 90헌바23.
50) 대법원 1984. 10. 10. 84도1796.
51) 대법원 1990. 8. 24. 90도1285.
52) 대법원 1994. 3. 11. 93도3145.
53) 헌재 1992. 4. 14. 90헌바23.
54) 대법원 1995. 5. 23. 93도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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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단지 그러한 접촉의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특정

되어 있지 아니하다거나 접촉의 성사가능성이 다소 유동적인 상태에 놓여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전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55) 

헌법재판소도 남북교류협력법의 적용을 받는 교역이란 교역당사자의 남북간 물

품이동(단순히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단순경유지가 아닌, 북한 이외의 제3국으로부터 남한에 도착된 물품에는 관세법 

등이 적용된다고 보아 제3국을 단순히 경유하지 않고 제3국에서 수입통관 후 국내

에 반입된 물품은 남북교역 대상 물품으로 취급되지 않고 일반수입 물품으로 취급

된다고 판단하였다.56)

나. 행정법 관련

남북한관계에 있어서 행정법적 쟁점이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북한

에서 행정법적 효과로서 취득한 의사면허 등에 대하여 남한에서 그 법적 효과를 

인정할 것인지에 관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대법원은 북한에서 의약업자의 자격

을 취득하고 남한으로 이주한 자가 남한에서 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위 특별

법에 따라서 국가시험에 응시자격 인정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행한 행정처분에 대

하여 위 특별법의 효력이 종료된 이후에는 항고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

다.57) 또한, 한지의사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북한의 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

였다는 내용의 허위내용의 이력서와 학력보증 증명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한지

의사면허처분을 한 것은 하자 있는 처분이므로 그 한지의사면허를 취소하는 행정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였고,58) 일제시대에 북한에서 침구사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

격을 인정받은 자는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의료유사업자격증의 갱신교부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가 월남할 때 침구사자격증을 북한에 두고 가져오지 못하거나 북한

당국에 빼앗겨서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 이를 보건사회부 공고에서 말하는 자격증 

분실자와 같이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59)

1990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남북한 사이에 주민의 왕래와 

55) 대법원 2003. 12. 26. 2001도6484.
56) 헌재 2006. 7. 27. 2004헌바68.
57) 대법원 1988. 12. 27. 87누547.
58) 대법원 1975. 12. 9. 75누123.
59) 대법원 1977. 8. 23. 76누315.



20   �서울대학교 法學� 제52권 제3호 (2011. 9.)

물품의 교역이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행정법적 쟁점에 대하여 사법적 판단도 

증가하고 있다. 대법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서 규정하는 강

제퇴거명령이나 보호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인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지만, 그

가 중국여권을 소지하고 있어 일응 중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라고 판단될 만한 

외관을 가지고 있었던 이상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

므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고, 다만 취소할 수 있을 뿐이라고 판단하였다.60) 

남북한 주민의 교류협력의 과정에서 행정법과 관련된 사법적 판단도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다. 서울지방법원은 통일부장관이 북한방문이나 북한주민접촉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으며,61) 대구지방법원은 

남북교류협력법 제26조 제1항과 그에 의하여 준용되는 대외무역법령에 따라 남북

한의 교역에 있어서는 북한을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에 준하여 인정

하고, 남북교역품을 수입⋅수출품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62)

다. 민사법 관련

남북한은 분단 이후 냉전체제를 거치면서 정치군사적 대결구도에서 상대방을 규

범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민사법 분야에서는 교류협력의 여지가 없

었다. 따라서 민사법 분야에서 남북한관계와 관련된 판례는 남북한의 교류협력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관한 것이 아니라 분단과 6.25전쟁의 과정에서 미수복

지구의 농지개혁과 관련하여 발생한 토지소유권의 정비 등 토지재산권을 확정하기 

위한 것과 이산가족의 발생과 관련하여 부재신고와 가호적을 통한 혼인관계의 정

비를 위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대법원은 남북한의 분단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의미 있는 판결을 하기도 했다. 

즉, 북한에 거주하여 생사불명인 자를 남한에 거주하다가 행방불명된 것처럼 허위

로 주소를 기재하여 공시송달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비록 허위의 주소를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

여 확정되어 기판력을 갖고 있으므로 재심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위 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63) 6.25전쟁 중에 납

60) 대법원 1996. 11. 12. 96누1221.
61) 서울지법 2003. 6. 27. 2002나60862.
62) 대구지법 2008. 4. 1. 2007노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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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되어 약 17년간 연락이 두절되어 있던 자는 매매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할 

수 없고, 그 자의 가족관계 등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자는 그와 같은 대리권의 수

여를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

였다.64)

대법원은 남북한 주민의 혼인과 상속에 대하여도 많은 판결을 하였으나, 그 대

부분은 남북한의 분단과 6.25전쟁에 따른 혼란을 정비하기 위하여 군정법령 제179조

에 의한 가호적에 의한 취적과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것이었다.65) 또한, 대법원은 이미 혼인한 자가 법원의 취적허가를 받아 취적

하는 기회에 마치 북한에 있는 종전의 원적지에서 타인과 이미 적법하게 혼인신고

를 마친 법률상의 처인 양 입적하여 이중의 호적을 갖게 된 경우에 그 정정은 신

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호적정정의 방법으로 말소할 수는 없

고, 이중호적에 기재된 혼인의 무효판결 등 확정판결에 의하여야 한다고 하였다.66) 

한편, 북한주민의 재산상속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직계비속인 딸이 한 사람 더 있

다면 북한에 있어 생사불명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재산상속인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67) 서울가정법원은 대법원의 위와 같은 입장을 인정하면서도 상속재

산분할에서 재북 상속인들 또는 그들의 상속인은 후에 상속회복청구권 등의 방법

으로 그 권리를 회복하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이 판결에서는 상속회

복청구권의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있어 권리구제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

정하면서 재북 상속인들을 위하여 특별법의 제정 등을 통하여 해결하는 수밖에 없

다는 점을 밝혔다.68)

현재의 남북한관계와 상황에서는 민사법과 관련하여 남북한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이산가족의 상봉과 그로 인한 혼인과 상속에 관한 사

항에 국한되고 그 밖에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향후 북한의 

체제변환 등 남북한관계의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이 있을 경우에는 남북한 사이의 

민사법 분야에서도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법적 

판단이 다수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남북한 민사문제에 대한 법률충돌과 

63) 대법원 1987. 3. 24. 86다카1958.
64) 대법원 2009. 4. 23. 2008다95861.
65) 대법원 1970. 7. 28. 70므9, 대법원 1987. 2. 24. 86므119, 대법원 1992. 1. 21. 91므238 등.
66) 대법원 1991. 7. 23. 91스3.
67) 대법원 1982. 12. 28. 81다452.453.
68) 서울가법 2004. 5. 20. 98느합1969⋅2000느합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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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이산가족의 재결합에 따른 혼인 및 상속에 관한 법률분쟁을 해결하는 규범

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최근 남한주민이 북한에 소재한 토지를 상속받았다는 

이유로 소유권확인과 국가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것에 대하여 소

송물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하였으나, 북한에 소재한 토지라도 정당한 

법률상 권원이 있고, 그 대상 토지를 특정할 수 있으면 그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

다고 판단한 것으로 북한에 소재한 토지와 관련한 법적 권리의 기준을 제시한 것

으로 평가된다.69) 또한, 서울가정법원이 북한에 있는 자녀들과 남한에 있는 부 사

이의 친생자관계를 인정한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중혼취소소송과 함께 위헌법률심

판제정신청을 통해 중혼취소청구권자에서 직계비속을 제외한 것이 위헌이라고 결

정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의 

대상사건 등에서 서울가정법원은 남북한 사이의 섭외적 법률관계에 대하여 국제사

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 관련성을 고려하여 국제사법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재판관할권과 준거법을 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확인하였으며, 망인

의 직계비속이 망인의 남한에서의 제2의 혼인을 취소청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

당할 수 있다고 판결한 것은 남북한특수관계론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적용한 사례

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70)

라. 지적재산권법 관련

남북한의 교류협력의 과정에서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사안이 다른 분야에서보다 

많이 발생하였으며, 대법원과 하급심 법원이 이에 대하여 사법적 판단을 한 사례

가 다수 있다. 서울민사지방법원은 우리 헌법에 의하여 제정된 저작권법이나 민법 

등 모든 법령의 효력은 당연히 북한지역에 미친다는 것을 전제로 비록 월북 작가

가 북한지역에 거주하였으며 이 사건 저작물을 북한에서 저작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는 남한의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권을 취득하였으며 그가 사망함으로써 

남한에 있는 그의 상속인이 그 상속지분에 따라 저작권을 상속하였다고 판단하였

다.71) 한편, 남북한의 교류협력이 확대된 이후에는 북한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유

69) 대법원 2011. 3. 10. 2010다87641.
70) 서울가정법원 2010. 10. 29. 2009드단14527, 서울가정법원 2010. 12. 1. 2009드단14534, 

서울가정법원 2009. 8. 28. 2009즈기666, 헌재 2010. 7. 29. 2009헌가8.
71) 서울민사지법 1989. 7. 26. 89카13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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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한 태도를 보이는 판례도 나타나고 있는데, 서울지법 남부지원은 권리의무의 주

체를 단지 단체로서의 실체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 북한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

권의 주체로서 북한의 기관도 인정하였다.72) 또한, 북한의 당국이나 영화촬영소도 

원래의 저작권자로부터 양도받아 저작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73)

남북한관계에 있어서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사건은 대부분 북한의 저작물이 남한

에서 사용되는 과정에서 상속인 또는 양수인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법률적으로 

문제되었으며, 반대로 남한의 저작물이 북한에서 사용되는 것이 문제된 사례는 발

견되지 않는다. 즉, 북한주민의 저작물은 남한의 저작권법에 따라 당연히 보호되는 

것으로 보고, 그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하여 남한의 법원에 의하여 민사적으로 

침해금지가처분 결정을 하거나, 저작권법위반으로 형사처벌한 것이 대부분이다.

5.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판례

가. 혼인 관련

서울가정법원은 2004년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남한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적한 

자가 북한지역에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제기한 최초의 이혼 및 친권자지정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가 북한의 가족법에 따라서 등록한 혼인이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이혼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였다.74) 그 법적 근

거로서는 헌법 제3조와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제36조 제1항, 그리고 북한이

탈주민보호법 제1조, 제4조 제1항, 제12조, 제19조, 민법 제840조 제6호를 제시하

였다. 위 이혼소송에서는 소송법적으로는 당사자 적격, 재판관할의 유무, 소송절차의 

중지 여부, 송달절차가 문제되었고, 실체법적으로는 혼인의 효력과 그 준거법, 이혼의 

준거법, 이혼사유가 문제되었다. 위 판결문에서는 위 쟁점 사항 가운데 이 사건 혼

인의 유효 여부와 이혼사유에 대하여만 판단하였고, 나머지 쟁점 사항들은 남한 

민법 등을 적용하여 본안판단을 하였다는 사실,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판결하였다

는 사실로부터 간접적으로 그 판단내용을 추론할 수 있을 뿐이었다. 

서울가정법원은 판결문에서 이혼소송의 전제로서 당사자의 혼인의 유효성을 인

72)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4. 2. 14. 93카합2009.
73) 서울고법 1999. 10. 12. 99라130.
74) 서울가정법원 2004 .2. 6. 2003드단58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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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는데, 판결이유에서는 혼인관계가 유효하다는 법적 근거로는 남한의 헌

법 제3조에 따라 북한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 헌법 제36조 제1항, 그리고 

남한법률인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을 직접적인 근거로 제시하고 있고, 기초사실에서 

원고와 피고가 1997년 북한지역에서 ‘혼인하고 동거하던 중’ 및 ‘혼인사실’이라고 

표현하고 있을 뿐, 북한의 가족법에 대해서는 이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남한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혼인관계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이

혼심판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위 판결은 북한주민

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는 대법원의 입장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이혼사유에 대하여는 기초사실에 기초하여 이 사건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파탄상태에 이르렀고, 원고에게 더 큰 잘못이 있다고 보기 

곤란하므로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하였다. 위 재판부

가 판결문을 통해서 밝히고 있지 않지만, 위 나머지 쟁점 사항들과 관련하여 북한

이탈주민의 북한주민을 상대로 한 이혼소송의 재판관할은 대한민국 법원에 있으며, 

그 토지관할은 가사소송법 제22조 제2호, 제13조 제2항에 따라서 서울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남북한 분단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246조의 당사자의 장애로 인한 소송절차의 중지사유에 해당

하지 않으며, 공시송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가정법원은 2007년 위 사건과 유사한 이혼소송에서 인용판결을 하였는데, 

이 판결은 2004년 10월 12일 제기된 이혼소송 사건에 대하여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이 개정되기를 기다렸다가 위 법률이 개정된 이후 그 법률에 따라서 소송을 진행

하고 선고한 것이다. 서울가정법원은 이 사건에서도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남한에서 

취적한 자가 북한지역에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다.75) 이 판결은 그 법적 근거로서 종전 판결과는 달리 헌법 제3조와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제36조 제1항을 제시하지 않고 그 대신 개정된 북한

이탈주민보호법 제19조의2 제1항, 제2항을 제시하였다. 개정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은 

당사자 적격, 재판관할, 송달절차 등 소송법적 쟁점과 혼인의 효력, 이혼사유 등 

실체법적 쟁점을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는데, 소송절차의 중지 여부, 이혼의 준거법

에 대하여는 직접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위 특례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배우자가 북한에 있다는 사실은 소송절차의 중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혼의 

준거법은 남한의 가족법을 의미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75) 서울가정법원 2007. 6. 22. 2004드단77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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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하여는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제19조의2 제1항의 

‘그 배우자가 남한지역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가 아닌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직접적 근거규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위 재판부는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제19조의2 제1항은 

민법 제840조의 특별규정으로서 이혼사유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혼인의 효력과 이

혼소송의 관할에 관한 특례규정이라고 해석하였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 북한이

탈주민보호법의 개정규정과 이에 따른 위 판결은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으나,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주민이지만 북한이탈

주민의 북한 소재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에 있어서는 남북한관계의 특수성을 반

영하여 국제법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위와 같은 특례규정을 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76)

나. 행정법 및 민사법 관련

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 의하여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국민

으로서 동일한 법적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대법원은 북한이탈주민도 헌법이 보장

하는 거주이전의 자유의 내용인 해외여행의 자유를 가지므로 북한 고위직 출신의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그 신변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미국 방문을 위

한 여권발급을 거부한 것은 여권법에서 규정하는 거부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거주

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77) 또한, 북한이

탈주민보호법은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북한이탈주민을 

그 적용대상으로 규정하여 보호결정을 할 수 있으며,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

적을 취득하거나 북한을 벗어나기 전에 이미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북한을 벗어난 

후 그 외국 국적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자는 법의 적용대상인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외국 국적을 보유한 자가 이를 숨긴 채 마치 북한 

공민권자인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여 위 법률에 의한 보호 및 지원을 받은 경우에

는 위 법률 33조 제1항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호 및 지원을 받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78)

76) 북한이탈주민의 이혼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효원, “북한이탈주민의 이혼소송과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 가족법연구 제22권 3호, 한국가족법학회, 2008, 425-460면 참조.
77) 대법원 2008. 1. 24. 2007두10846.
78) 대법원 2009. 1. 30. 2008도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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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고등법원은 북한이탈주민이 그 의사에 반하여 자신들의 신상정보가 

그 의사에 반하여 언론에 보도되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제기한 사건에서 북한

이탈주민의 신변보호 요청은 언론출판의 자유나 국민의 알 권리보다 우선하여 존

중되어야 하며,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 헌법 제4조의 평화통일조항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실천과제라고 하여 헌법적 의무로 판단하였다.79) 또

한, 1심과 달리 원고들의 탈북사실이 북한 당국에 알려짐에 따라 모두 처형되거나 

수용소에 수감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는 없으나, 북한 사회의 폐쇄

성 등에 비추어 원고들에게 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까지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므

로 원고들의 탈북으로 인하여 일부 가족들에게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였을 상당한 

개연성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손해배상액을 1심의 2배까지 인정하였다. 이 

판결은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헌법규범으로부터 도출하고, 북한이탈

주민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그 실질적 권리보호는 미비하다는 문제점에 

대하여 사법부가 구체적 사건을 통하여 북한이탈주민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여야 한

다는 것을 선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결정을 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결정을 한 것으로 본안심사를 통하여 구체적

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즉, 헌법재판소는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제32조 제1항에서 

통일부장관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북한이탈주민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에 대하여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을 도과하였거나,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하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 또한, 북한

이탈주민이 보호신청을 하였으나 체류국에서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다

는 이유로 비보호결정처분을 받자 이에 대하여 평등권 위반 등을 이유로 헌법소원

을 제기한 사건에서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비보호결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

하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80)

79) 서울고법 2011. 5. 19. 2010나79031.
80) 헌재 2005. 6. 14, 2005헌마55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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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남북합의서에 대한 판례

가.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

1992년 남북한 사이에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이를 일종의 공동성명 또는 신사협정에 준하는 성격을 가짐에 불과하며,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약이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그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았다.81)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한 이와 같은 사법적 판단은 

1972년 동서독이 체결한 동서독기본조약에 대하여 서독연방헌법재판소가 동독과 

서독의 내부관계를 규율하는 국제법상 조약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하여 법적 구속력

을 부여한 것과 대비된다. 

남북기본합의서의 체결절차 및 형식과 체결 이후의 현실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해볼 때, 남북기본합의서의 조약으로서의 성격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하겠

으며, 2000년 체결된 6⋅15남북공동선언이나 2007년 체결된 7⋅4남북정상선언 등

을 비롯하여 현재까지 체결된 남북합의서는 조약으로서의 성격을 갖지 못하는 것

이 대부분이나,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한 당국이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성실하게 이행하고 준수하여야 할 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나. 기타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

현재까지 남북기본합의서 이외의 남북합의서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나 법원이 판

결을 한 적이 없다. 남북한 사이에 체결된 투자보장ㆍ이중과세방지ㆍ청산결제ㆍ상사

분쟁해결절차 등에 대한 ‘4개 경협합의서’와 그 이행을 위하여 체결된 9개의 후속

합의서는 남북한 당국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의사에 따라 체결하였음을 인정

할 수 있는 점, 남북한 당국이 조약체결 방식으로 합의서를 체결하고 그 후속조치

를 취한 점, 남북한이 각각 국회의 동의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 등 최

고입법기관의 동의 또는 승인을 받는 등 합의서의 효력발생 규정에 따라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친 점, 법률적 효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법률제정 절차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포되고 관보에 게재된 점 등에 비추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으

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겠다. 

향후 남북한 사이에 체결되는 각종 합의서 중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81) 헌재 2000. 7. 20. 98헌바63, 대법원 1999. 7. 23. 98두14525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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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되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합의서가 증가할 것이며, 

남북교류협력의 확대 및 진전에 따라 남북한간 각종 합의서의 법적 효력에 관한 

법적 판단이 요구되는 구체적인 사건도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한이 

체결하는 남북합의서는 헌법과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율되며, 그 법적 

성격과 효력도 그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남북한이 체결한 남북

합의서는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헌법과 관련 법률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와 함께 남북한관계를 실효적으로 규율하는 법규범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남북

한에 의하여 제대로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와 법원도 남북합의서가 이

와 같이 실효적으로 기능할 때에라야 비로소 구체적 사건에서 법적 효력을 인정할 

것이다.82)

7. 개성공업지구⋅금강산관광지구 관련 판례

가. 법률적용에 대한 합의서

2011년 8월말 현재 개성공업지구에서는 총 123개의 입주기업이 가동되고 있으며, 

총 12억 달러 이상을 생산하였으며, 남한주민 800여 명과 북한주민 47,000여 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다.83) 한편, 금강산관광지구는 1998년 관광사업을 시작한 이후 

193만명 이상의 남한주민이 관광을 다녀왔으나, 2008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이다.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는 북한이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지역이며, 

남한의 주권적 효력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않는 지역이다. 그러나 주로 남한주민이 

체류하면서 부분적으로 북한주민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 이곳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과 법적 분쟁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체계를 적용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84)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법률적용과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형사사건

에 있어서 남한주민이 북한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북한의 형사사

법권을 배제하고 남한의 형사사법권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남북한은 

82) 남북합의서에 대한 법적 성격과 효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효원, 남북교류 력의 

규범체계, 2006, 경인문화사, 237-260면 참조.
83) 자세한 내용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홈페이지(www.kidmac.com) 참조.
84) 개성공단에 적용되는 법률관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효원, “개성공단의 법률체계

와 남한 행정형벌 적용여부”, 법조 통권 제627호, 2008. 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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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월 29일 ‘개성⋅금강산 출입⋅체류합의서’를 체결하였는데, 위 합의서 

제2조는 “인원은 지구에 적용되는 법질서를 존중하고 준수한다.”고 규정하고, 형사

법의 적용에 대하여 제10조는 제1항에서 “북측은 인원의 신체, 주거, 개인재산의 

불가침권을 보장한다.”, 제2항에서 “북측은 인원이 지구에서 적용되는 법질서를 위

반하였을 경우 이를 중지시킨 후 조사하고 대상자의 위반내용을 남측에 통보하며 

위반정도에 따라 경고 또는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남측지역으로 추방한다. 다만 남과 

북이 합의하는 엄중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쌍방이 별도로 합의하여 처리한다.”, 

제3항에서 “북측은 인원이 조사를 받는 동안 그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한다.”고 

각각 규정하여 남한주민의 형사범죄와 신변안전보장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강제

추방을 규정함으로써 이른바 속지주의의 예외로서 속인주의를 채택하여 남한이 재

판관할권 등 원칙적인 형사사법권에 대한 집행관할권을 가지도록 하고 있으면서도 

북한에 대하여 형사범죄에 대한 조사권을 인정함으로써 형사사법권의 집행관할권

의 일부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관할권의 범위와 

한계 등에 대해서는 형사사법권 행사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함께 위 남북합의서

의 후속합의서를 체결함으로써 해결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법무부는 

개성공단사업과 금강산관광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남한 주민의 형사사건이 발

생하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2005년 3월 14일 ‘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발생한 형사사건 처리지침(법무부훈령 제512호)’을 제정하여 시행하

고 있다.

나. 판례 분석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이나 헌법재

판소의 판례는 아직 없다. 하급심에서 판결한 사례도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대

부분 형사사건이다. 그러나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지구에서 발생한 사안으로서 민

사사건으로 남한주민 사이에 발생한 투자금, 임대료, 공사대금, 보험금 등과 관련

된 것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남북한관계에 대하여 직접 판단하지는 않았으나 판

결의 이유에서 남북한관계의 특수성이 반영되거나 북한법의 적용 등에 대하여 간

접적으로 판단한 것이 있다. 즉,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개성공단에서 발생한 공장신

축공사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도급 공사대금에 대한 채권양수금 지급소송에서 당

사자들이 모두 국내법인 상법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며, 계약체결 당시에 국내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북한의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가 제정한 건축준칙을 적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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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명시적으로 약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국내법의 적용이 배제되고 관리위

원회가 제정한 건축준칙이 적용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8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개성공단에서 공동생산운영계약을 체결한 남한주민들 

사이의 기계시설철거를 둘러싸고 발생한 점유⋅사용방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보전처분은 통상의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집행이 가능할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 가처분 목적물이 북한에 소재하고 있는 점, 개성공업지구법 제1조가 개성공

업지구는 원칙적으로 북한법이 적용되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는 점, 우리나라와 북한 

간에 사법공조가 체결되어 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 이 사건 가처분을 발령하더라도 

그 집행을 담보할 방법이 없고, 이 사건 신청과 같은 단행적 가처분의 경우 피보전

권리는 물론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요구되어 채무자의 항변이 인정

되지 않는 무조건의 철거청구권의 존재가 명백하여 채무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

될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려운 사정 등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채무자가 채권자의 

철거청구에 대하여 다투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고 판단하여 이 사건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86) 또한, 금강산에서 발생

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직원이 소속된 회사가 보험회사를 상

대로 종합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재판관할권과 준거법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피해자인 북한주민에 

대하여 그 기대여명과 가동연한을 남한주민과 동일하게 인정하고, 군인인 피해자들의 

소득은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보험금액을 산정하였다.87)

한편,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남한주민의 범죄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북한주민인 

경우에도 ‘개성⋅금강산 출입⋅체류합의서’에 따라서 남한이 형사사법권을 행사하

고 있다.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에서 발생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재판관할권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남한의 법원이 형사재판권을 

갖는 것을 전제로 판결하고 있다. 특히, 남한의 법원은 형법의 적용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등 행정법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남한

의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지고 그 준거법도 남한의 행정법규의 처벌규정을 적용

하고 있다.88)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라는 제한된 지역이지만 남한주민이 

8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16. 2010가합39890.
8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 6. 11. 2008카합369.
8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7. 10. 23. 2006가합1539.
8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7. 8. 17. 2007고단905, 수원지방법원 2008. 12. 3. 2008

고단47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 10. 30. 2008고정364, 서울동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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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또는 정기적으로 왕래하는 북한지역에 있어서 남한주민의 신변안전보장을 

위한 기본원칙을 남북한이 법률적 효력을 갖는 합의서를 통하여 마련하였다는 점

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규정만으

로는 법제도적 안전장치로서 부족하므로 이들에 대한 후속합의서와 후속조치를 통

하여 위 합의내용을 구체화하여야 할 것이 요구된다. 2008년 금강산관광지구에서 

남한주민인 관광객이 피격되었을 때나 2009년 개성공단에 남한주민이 억류되었을 

당시에 북한이 위 합의서의 내용을 준수하였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합의서가 

마련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유용한 법제도적인 장치로 기능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에 관한 후속조치가 시급히 요청된다.

8. 결  론

우리 사법부는 오랫동안 북한을 불법단체 또는 반국가단체로 인정하여 국가보안

법의 적용대상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남북한관계의 변화와 함께 남북한 사이에 

교류협력이 확대되고 그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하게 되자 헌법규범과 현실을 

조화롭게 해석하기 위하여 북한에 대하여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이

에 따라 사법부는 남북교류협력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건을 헌법적 가치

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률적용의 기준을 모색하게 되었다. 특히, 

현행헌법의 규정에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신설되어 개별적 법률차원이 아니라 헌법

적 차원에서 남북한관계를 적실성 있게 규율하는 법률해석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

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분단 이후 현재까지 남북한관계에 대한 사법적 판

단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첫째, 우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헌법규범과 모순된 헌법현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남북한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평화통

일을 지향하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규범적 기준을 제시하였다.

둘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사건을 통해 분단국가의 특

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통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큰 기여를 하

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이중적 

2006. 6. 28. 2006고단89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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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를 인정하면서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의 인정과 이적표현물의 요건에 있어 

필요한 이적성의 기준으로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을 요구하고, 국가보안

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헌법합치적 한정합헌 결정을 통하여 국가보안법의 남

용을 통제하고 있다.

셋째, 남북한교류협력이 확대됨에 따라서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남북한관계

의 법률적 쟁점과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평화통일의 헌법적 의미를 확인하고, 

관련 법령의 해석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민사법 분야와 행정법 분야에서 남북한관

계에 관한 사법적 판단은 매우 적은 것이 현실이나 이산가족의 상봉과 생사확인으

로 인한 가족관계와 상속에 관한 분쟁에서 사법부는 북한의 이중적 지위를 바탕으

로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면서도 교류협력의 규

범영역에서는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여 국제법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넷째, 개성공단사업과 금강산관광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법적 분쟁이 계속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남북합의서를 체결함으로써 

법률충돌과 모순을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법령과 남북합의

서도 미비한 실정이며, 금강산관광지구는 2008년 7월 관광객 총격사건 이후 중단

된 상태이고, 개성공단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법적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우리 사법부가 그 동안 제시한 다양한 판례는 향후 남북한관계의 변화와 평화통

일의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며, 통일 이후의 사법통합과 법률통합

을 실현하는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투고일 2011. 8. 11     심사완료일 2011. 8. 30     게재확정일 2011.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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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n the Judicial Precedent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outh and North Korea

Lee, Hyo-won*

89)

Developing the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the North and South Korea 

since 2000, legal system has been modified very much in resolving the legal issues 

between two parties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judicial courts are making 

various precedents in specific cases. Researching about the judicial decisions of the 

North-South relationship after the division, it is evaluated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First,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have presented normative 

standards that can exactly understand the North-South relationship in the processes of 

solving various legal conflicts at constitutional actualities contradictory to constitutional 

standards. These normative standards aim at constitutional value to achieve peaceful 

reunification.

Second,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have greatly contributed 

to protect national security and liberal democracy considering a divided country’s 

characteristics in the National Security Law cases. Especially, they have been 

controlling abuse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through the strict inspection 

admitting a dual enemy rank of North Korea but requiring obvious dangerousness 

presented acting to benefit the enemy in the National Security Law.

Third,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have confirmed the Constitutional 

meaning of peaceful reunification and presented the interpretation standards of the 

related legislations in the processes of solving various legal issues. Specially, the 

judicial branch have apply international law principle admitting North Koreans as 

Republic of Korea people in the conflicts of separated families’ family and 

inheritance but recognizing the North’s position in the Normative scope of exchange 

*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Law/School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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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cooperation.

Fourth, carrying out Gaesong Industrial Complex project and Mt. Kumkang tour 

project, legal troubles have continuously occurred around criminal cases. About these 

problems, two parties have solved legal conflicts and contradictions to sign Inter-Korean 

Agreement. However regulation about the Gaesong industrial district and Inter-Korean 

Agreement are insufficient. So legal- system is required to solve legal conflicts 

quickly and rationally.

Various precedents that the judicial branch have presented until now will be 

important assets in the future of the North-South relationship and in the processes of 

peaceful unification, and provide standards to achieve judicature integration and legal 

integration after reunification. 

Keywords: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the North and South Korea, judicial 

decisions, National Security Law, Gaesong Industrial Complex project, 

Mt. Kumkang tour project, Inter-Korean Agreement, judicature and legal 

integration after re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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