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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통일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바탕을 둔 평화통일이며, 

이는 통일국가의 헌법적 이념이자 기본가치이다. 따라서 남북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서는 과거 분단상황으로 인하여 왜곡된 헌법적 가치를 바로잡는 것인 선결되어야 

한다. 새로운 국가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극복해야 하는 체제불법은 북한체제에서 발

생한 반헌법적인 현상으로서 국가체제 자체가 불법성을 가지며,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직적이고 구조적으로 행해진 불법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체제불법은 행위 

당시에는 불법으로 평가되지 않거나 청산된 가능성이 없지만 그 체제가 붕괴된 다

음에야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 특징이다. 남북통일 이후의 체제불법의 극복에 대

하여는 다음이 쟁점이 된다.

  첫째, 체제불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대상을 명확하게 확정하여야 하는

데, 이는 통일국가의 헌법적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민주주의, 실질적 법치

주의에 의하여 도저히 수용될 수 없는 행위에 국한하여야 한다. 그리고 적법절차에 

의하여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주체와 방식은 통일의 방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체제불법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은 특별법을 제정하여 그 범위를 제한하고, 형사

재판권과 준거법, 공소시효의 연장과 정지 등에 대하여 입헌적 정당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정치적 피해자에 대한 구제는 특별법에 따라 사법 및 행정처분을 재심사하고, 

정의의 회복과 법적 안정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원상회복과 보상을 인정하여야 한다.

  넷째, 체제불법에 의한 몰수토지의 처리는 몰수당한 자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자

의 이익을 조정하고, 시장경제질서의 재편 등 통일 당시의 역사적 현실을 함께 고려

하여 원물반환 또는 보상의 방법을 정책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북한의 국가공문서에 대한 관리는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자

격심사 등 공익을 위한 목적과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보호를 조화시킬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여 적법절차의 원리에 따라서 규율하여야 할 것이다.

주제어: 남북통일, 체제불법의 극복, 체제불법범죄, 정치적 피해자의 구제, 몰수재산의 

회복, 국가공문서

 * 이 논문은 2010년 10월 4일 “독일 통일 20년과 한반도 통일”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독일통일 과정에서의 체제불법의 청산과 그 시사점”을 요약, 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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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북통일과 체제불법의 극복

가. 남북통일의 규범적 의미

남북통일이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남한과 북한이 서로 다른 국가체제로 분단

되어 적대적인 상태로 지내는 것을 극복하고 하나의 민족공동체인 국가체제를 만

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남북한이 분단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분단이라는 역사적 현실과 조건을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국가공동체로 발전시켜 나아가는 창조적인 과정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남북

통일은 정치체제의 통합만이 아니라 상이한 경제체제와 이질화된 사회⋅문화체제

를 단일하고 동질적인 것으로 재구성하는 경제⋅사회통합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남북통일은 비록 정치적 통일이 달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부족

하고 경제⋅사회통합이 달성되었을 때에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통일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바탕을 둔 평화통일

로서 이는 통일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통일국가의 헌법적 이념이자 기본가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통일을 달성한다는 것은 통일국가의 헌법적 가치를 실현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과거 분단상황으로 인하여 왜곡된 헌법적 가치를 바로

잡는 것인 선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남북한의 헌정체제가 운영되어 온 역

사적 사실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규범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그 

동안 남북한은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완전히 이질적인 국가체제를 운영하

여 왔다. 따라서 남북한의 국가운영체제를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분석하고 평가하

기 위해서는 남한 또는 북한 일방의 입장만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통일한국이 지향하는 평화통일의 원칙은 가치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구현하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민족공동

체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치지향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남북통일을 달

성하는 것은 통일한국의 헌법적 가치를 기준으로 북한의 헌정체제를 분석하고 평

가하여 왜곡된 헌법적 가치를 바로잡음으로써 분단상황을 극복하는 것으로부터 출

발한다고 하겠다.1) 이와 같이 통일한국이 새로운 국가공동체를 창조하는 전제로서 

1) 한편, 남한은 그 동안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

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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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체제에서 발생한 반헌법적인 현상을 바로잡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체

제불법’의 개념, 범위, 청산방식 등을 명확히 이해하는 규범적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한편, 독일은 1990년 평화통일의 과정에서 동독의 체제불법을 청산하고 성

공적으로 통일을 완성하였는데, 독일의 경험을 검토하고 우리의 경우와 비교하는 

것은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나. 체제불법의 극복과 과거청산

체제불법(Systemunrecht)이란 일반적으로 “행위를 할 당시에는 국가의 권력강제

에 의하여 보장되는 총체적 규범질서 속에서 실정법이나 이에 준하는 명령에 근거

한 국가행위의 형태로 자행됨으로써 체제 내부에서는 불법으로 평가받지 아니하였

지만, 그 체제의 붕괴로 인하여 종전의 가치질서와 법률체계가 전환됨에 따라 비

로소 불법으로 평가받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2) 즉, 국가체제 그 자체가 불법성을 

가지므로 헌법적 정당성이 없으며, 이러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직적이고 구

조적으로 행해진 불법행위를 의미하며, 국가적 불법(Staatliches Unrecht)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체제불법은 어떤 국가가 혁명을 통하여 새로운 국가체제를 형성하거

나 분단국가가 통일을 달성하면서 과거의 불법정권이 행한 구조적인 행위체계를 

새롭게 형성된 규범적 판단기준에 따라서 평가함으로써 구체적인 행태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체제불법은 과거청산의 대상으로서 규범적 의미를 갖는다. 

체제불법은 현대 입헌주의와 정의의 관념에 위반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불법

행위와는 다른 다음의 특성을 갖는다. 첫째, 불법을 행하는 주체인 국가체제가 입

헌주의적 정당성을 갖지 않는다. 이는 국가체제의 형성과 유지에 있어서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되고 체제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그 이념과 내용이 인간의 존엄

성과 보편적인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체제불법은 

국가기관이 직접 행하거나 정권수뇌부의 명시적인 명령 또는 묵시적인 승인에 따

라서 행해지며, 법률에 근거를 두고 행해지는 경우도 있어서 그 국가체제가 유지

되는 동안에는 적법한 것으로 평가되어 그 불법성이 청산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체제불법은 그것을 유지하는 국가체제가 붕괴한 이후에야 청

산의 대상이 된다. 셋째, 체제불법은 통일을 통하여 새로운 국가공동체를 창조하는 

법, 일제강점기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등을 통하여 남한에서 왜곡

된 헌법적 가치를 바로잡는 작업을 추진하였다.
2) 법무부, 통일독일의 구동독 체제불법청산 개관, 1995, 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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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과제가 된다. 체제불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

유와 평등, 정의와 법적 안정성 등 현대 입헌주의에 위반되는 과거의 구조적인 불

법이므로 이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사회통합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통일국가는 정치적 또는 법적으로 구성원의 합의와 신뢰에 기초한 민주

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과거의 체제불법을 철저히 청산할 때에야 비로소 국가공동

체 내부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으며, 통일의 과정과 통일 이후에도 새로운 갈등이 

확대 재생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3)

다. 체제불법의 유형과 범위

통일국가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체제불법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대상이 

되는 체제불법의 범위를 명확하게 확정하여야 한다. 체제불법은 그 행위가 이루어

진 당시의 체제규범으로는 적법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체제가 붕괴되고 새로운 체

제의 규범에 의하면 불법으로 평가되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체제는 국가마다 특수

한 역사적 배경에 따라서 다양한 이념과 규범체계에 의하여 형성되므로 그 자체가 

불법하다고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 또한, 설사 어떤 국가체제가 불법적으로 구성

되고 운영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국가가 행한 모든 국가작용이 당연히 불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체제불법은 국가체제의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규범적 기

준에 의하여 도저히 수용될 수 없는 행위에 국한하여 그 범위를 제한하여야 한다. 

통일한국은 헌법적 가치로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를 지향한다. 따라

서 통일한국에 있어서 체제불법이란 북한의 체제유지를 위하여 구조적으로 저질러

진 행위로서 이러한 헌법적 가치로 수용할 수 없는 행위만을 포함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의미에서 북한이 통상적인 국가작용으로 행한 입법, 행정, 사법작용은 원칙

적으로 체제불법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불법체제에서 저질러진 범죄라고 하더

라도 체제유지를 목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살인이나 강도 등과 같이 

3) 체제불법의 청산방식에 대하여는 김일수, “남북통일과 형법”, 남북통일에 비한 법  

응방안(법무세미나자료집), 1995, 46면; 신우철, “독일통일 10년, 그 비용과 수익의 총

체적 평가”, 통일문제연구 제15권 2호, 2003년 11월, 261면 이하; 홍준형⋅김병기, “독
일통일 과정에서의 법, 행정의 통합에 관한 연구”, 행정논총 제36권 제2호, 서울대 행정

대학원, 1998, 142-143면; 이종수, “독일통일 과정에서의 공직조직의 통합과 공직적격성 

심사”,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제31집 제3호, 2003, 304면 이하; Nicksch, H. J., Die 
Einführung des Berufsbeamtentums im Gebiet der früheren DDR nach dem Einigungsvertrag, 
DtZ 1990, SS. 340 ff.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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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입헌주의를 기준으로 그 행위의 불법성과 가벌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체제

불법에 포함되지 않는다. 결국, 체제불법의 범위는 그 개념적 요소를 고려하여 다

음과 같이 유형화할 수 있을 것이다.4)

첫째, 국가체제를 유지할 목적에서 행해진 권력기관의 자의적 불법행위로서 구

체적인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해진 경우이다. 여기에는 국가기관에 의하여 자행된 

행위뿐만 아니라 국가가 체제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구조적이고 조직적으로 개입한 

경우에는 개인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도 포함된다. 국가 또는 개인이 체제유지를 

위하여 법률적 근거가 없이 행한 불법행위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그 불법

성을 쉽게 인정할 수가 있을 것이다. 

둘째, 국가기관이 형식적으로는 법률적 근거를 가지지만 반법치주의적으로 그 

법률을 해석하거나 현저하게 불평등하게 법률을 적용한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

는 비록 형식적으로는 적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그 실질적인 내용이 헌법

적 가치에 위반되므로 체제불범위에 포함된다. 만약 불법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이 그 자체적으로 불법성을 갖는 경우에는 그 법률과 별도로 그 불법행위도 체제

불법에 해당한다. 여기에는 사법종사자가 정치적 목적으로 법률을 왜곡하여 해석

하고 적용하는 경우와 국가기관의 구성원이 정권수뇌부의 지시에 따라서 체제유지

를 위하여 간첩이나 정보수집활동을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셋째, 국가기관이 불법적인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이다. 이때에는 불법적인 내용

을 포함하거나 적법절차를 현저하게 위반한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행위 자체가 체

제불법이 된다. 이는 이른바 ‘불법인 법률’ 또는 ‘법률적 불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의 정당성’이라는 법철학적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특히, 불법체제에서 불법인 

법률에 근거한 행위에 대하여 통일국가의 규범을 기준을 소급하여 처벌하는 것이 

입헌주의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헌법적 논쟁이 될 수 있다. 현재로는 엄격

한 법실증주의를 제외하고는 인류사회에 보편적 도덕법칙이 존재하고, 이는 정당

한 법의 규범적 기초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불법인 법률도 체제불법에 포함된다고 

하겠다.5)

4) 체제불법의 범위와 영역에 대한 사례 등에 대하여는 김하중, 체제불법 청산방안에 대한 

헌법적 고찰 : 구동독과 북한의 체제불법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28-29면.

5) 그 대표적 사례는 동독 국경수비대가 동독 국경법에 의하여 동독을 탈출하는 자에 대

하여 총격을 가한 사건으로 이 사건에서 위법성조각사유 또는 책임조각사유, 범죄행위

자의 신뢰보호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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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체제불법에 대한 심사기준

체제불법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인 체제불법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체제불법의 불법성을 판단하는 심사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체제불법의 청산은 승자의 잣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고, 체제불법을 재생산할 위

험성이 있어 통일국가에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그 심사기준은 역사적 경

험을 통하여 확인되고, 보편적 도덕원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규범적 정당성을 갖추

어야 한다. 체제불법은 그 개념에서 검토하였듯이 통일국가의 헌법적 가치로서 수

용할 수 없는 행위에 국한되므로 체제불법의 불법성에 대한 심사기준은 통일국가

의 헌법이라고 하겠다. 이때 헌법은 불법청산의 방식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불법체

제 자체가 청산하는 경우에는 불법체제의 헌법이 될 것이고, 통일국가가 청산하는 

경우에는 통일국가의 헌법이 될 것이다. 따라서 헌법은 그 형식보다 입헌주의의 

이념과 기본원리가 반영되어 있는 실질적 내용이 중요하고 하겠다. 또한, 헌법의 

규정을 형식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헌법적 가치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

을 기준으로 불법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편적 인권으로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하거나 자유민주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에 위반되는 

경우에만 체제불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헌법의 기본적 가치인 법치주의는 정의와 구체적 타당성의 실현이라는 이

념과 법적 안정성과 신뢰이익의 보호라는 이념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것을 유념하

여야 한다. 체제불법의 청산은 부정의(不正義)로부터 정의(正義)를 회복하는 것이

고, 체제불법으로 초래된 결과를 조정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하는 것으로 

법치주의적 정당성을 갖는다. 하지만, 이는 불법체제의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불법

상황이 장기간 계속됨으로써 형성된 새로운 법률관계의 안정성과 그에 대한 신뢰

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법치주의의 이념을 훼손할 위험성이 있다. 특히, 체제불법은 

불법체제에 의하여 제정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자행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의와 구체적 타당성의 실현이라는 이념과 법적 안정성과 신뢰이익의 보호라는 

이념을 서로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한편, 체제불법의 심사기준으로 자연법과 국제법원칙을 고려할 수 있다. 체제불

법은 불법체체에 의하여 자행되어 실정법만으로는 그 심사기준을 삼을 수 없거나 

심사할 법률이 존재할 수가 없으므로 자연법이나 국제법원칙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는 것이다. 특히, 국제법원칙의 경우에는 헌법에서 국제법의 효력을 규정하고 있거

나 불법체제와 통일국가가 국제조약에 가입한 경우에는 심사기준으로 적용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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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크다. 그러나 자연법이나 국제법원칙은 그 개념과 범위가 불명확하여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의 기본원리는 자연법과 국제법원칙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별도의 심사기준으로 인정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만, 자연법과 국제법원칙은 헌법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헌법의 해석을 보충

적인 기능을 담당할 수는 있을 것이다. 

불법체제의 법률 가운데 불법이 아닌 정당한 법률도 그 심사기준으로 고려될 수 

있다. 불법체제가 제정한 정당한 법률은 여전히 효력을 가지므로 규범력을 인정하

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불법체제의 법률 전체를 몰가치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

고 부분적으로 존중함으로써 불법체제의 주민의 저항을 줄이고 사회통합에도 도움

이 된다는 정책적인 고려도 가능하다. 그러나 청산대상이 되는 불법체제가 제정한 

법률을 청산의 심사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체계부정합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법

률을 불법한 법률과 정당한 법률을 심사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도 모순되므로 이를 

체제불법의 심사기준으로 인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2. 체제불법 극복의 법적 기초

가. 북한의 체제불법

북한은 1949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한 이후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혁명적 수령론과 조선노동당의 정책을 바탕으로 1인 독재의 전체주의 국가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정치적 지도이념인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은 사회주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질서와 사회주의 대가정을 지배함으로써 경제적⋅사회적 영역을 통일적

으로 관리하고 있다. 북한은 민주적 중앙집권제와 집단주의를 헌법적 통치원리로 

채택하여 국가작용을 규율하고, 조선노동당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법무생활론과 선

군사상을 통하여 사회전체를 병영국가화하고 있다. 북한정권은 분단 이후 60년이 

지나면서 체제유지를 위하여 정치적 반대자에 대하여 고문과 살인, 정치범수용소

에의 강제수용과 강제노동, 탈북자에 대한 가혹행위 등 불법행위를 광범위하게 자

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형사사법제도가 본질적으로 반법치국가적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범죄자에 대하여는 정식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개처형하는 등 

사법적 작용과 준사법적 행정처분을 통하여 불법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한다.6)

북한은 1950년 남조선해방을 명분으로 6.25전쟁을 도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198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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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 858기 폭파를 비롯하여 여객기나 선박의 납치와 폭파행위, 무장공비에 의한 

남한주민 학살, 남한주민에 대한 납치 등의 무력도발행위를 계속하여 왔다. 또한, 

국제사회에서도 마약밀매, 화폐위조, 불법적인 무기수출과 금융거래 등 체제유지

를 위한 불법행위를 하였다. 북한의 체제불법은 동독의 체제불법에 비하여 그 불

법성의 범위와 정도가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 징표로서는 남북한은 분단

된 이후 6.25전쟁을 겪으면서 군사적 대치와 도발이 계속되었다는 점, 북한의 1인 

독재체제가 동독의 일당독재체제에 비하여 전체주의가 더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 

점, 북한의 형사법 등 법률과 사법체계가 동독에 비하여 반법치주의적 성격이 강

하게 작용하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통일한국에 있어서 북한의 체제

불법을 청산하는 것은 통일독일의 경우보다 그 필요성이나 범위와 영역, 그리고 

방법과 절차에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나. 독일의 사례

동독의 체제불법에 대한 청산은 1989년 이후 동독의 평화혁명을 통하여 시작되

었으나, 1990년 ‘동서독간의 통화⋅경제⋅사회통합 창설을 위한 조약(Stsstsvertrag, 

제1국가조약)’, ‘독일관련 문제의 최종해결을 위한 조약(2+4 조약)’, 그리고 ‘독일

통일 실현을 위한 동서독간의 조약(Einigungsvertrag)’의 체결과 함께 신속한 정치

적 통일이 달성됨으로써 통일독일의 몫이 되었다. 동독주민의 체제개혁의 열망은 

독일에 반영되었으나, 동독의 연방가입으로 서독의 법률체계가 동독에 확장적용됨

으로써 동독의 체제불법은 서독의 헌법적 가치를 기준으로 청산되었다. 이러한 의

미에서 동독이 스스로 체제불법을 청산한 것이 아니라 통일독일이 동독의 체제불

법을 청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이 동독의 체제불법을 적극적으

로 청산한 것은 통일 당시의 역사적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즉, 동독주민

이 평화혁명을 통하여 체제불법의 청산에 강력한 열망을 표명하였고, 과거 나치스 

정권의 체제불법에 대하여 불완전하게 처리한 것에 대한 역사적 반성도 고려된 것

으로 보인다.7)

독일은 물적 청산과 인적 청산을 병행하여 추진하였다. 물적 청산은 사회주의 

6) 북한의 형사법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원행정처, 북한의 형사법, 2006; 이효원, 
“북한의 형사법과 형집행제도”, 교정담론 제3권 제1호, 2009. 참조.

7) 독일의 과거사 처리에 대한 역사적 사례에 있어서 이념적 논란에 대하여는 조형근, “역
사기술과 정치”, 좌우 사 , 위즈덤하우스, 2010, 492-496면. 



통일 이후 북한의 체제불법에 대한 극복방안 / 李孝元   91

계획경제질서를 자본주의에 바탕을 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 재편하는 작업으로

서의 성격을 갖고 있었으며, 인적 청산은 광범위한 행정 및 사법통합의 수단으로 

기능하였다. 또한, 독일은 사회적⋅도덕적 청산 또는 정치적⋅행정적 청산과 동시

에 법적⋅제도적 청산을 추진하였는데, 체제불법의 청산작업에 있어서는 역사성, 

효율성, 유용성이 강조되었으나, 법적⋅제도적 청산을 통하여 통일성과 안정성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독일은 법적⋅제도적 청산을 근간으로 동독의 체제

불법을 청산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8) 독일이 동독의 체제불법을 청산함에 있어

서 법원과 검찰 등 사법조직을 통합함으로써 법제도적 기초를 마련하였다. 동독의 

사법조직은 원칙적으로 서독의 사법조직으로 조정되었고, 동독의 판사와 검사도 

엄격한 적격성심사를 거쳐서 재임용됨으로써 인적 구성도 재편되었다.9) 독일은 통

일을 달성한 이후 동독의 체제불법을 청산하기 위하여 동독 정부범죄 태스크포스

(Arbeitsguppe Regierungskriminalitaet) 및 검찰 2국(Staatsanwaltschaft II), 동독정부

⋅통일범죄 중앙수사처(ZERV), 신탁관리청(Treuhandanstalt), 동독 국가공안부 문

서관리청(BStU), 연방하원 산하에 앙케이트위원회와 조사위원회 등 특별기구도 설

치하였다. 특히, 동독 정부범죄 태스크포스는 체제불법의 다수가 베를린과 관련하

여 발생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연방정부와 각 주의 합의에 따라 베를린주 검찰청 

산하에 설치하였으며, 체제불법범죄에 대한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베를린 검찰청 

제2국으로 승격되었다.10) 이외에도 서독은 통일 이전에 동독의 체제불법을 처벌하

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중앙기록보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11)

다. 체제불법 극복의 주체

북한의 체제불법을 청산하는 주체와 방식에 있어서는, 북한이 체제개혁을 하는 

것을 전제로 스스로 주체가 되어 청산하는 방안과 통일한국이 체제불법을 청산하

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북한이 체제불법의 주체가 되는 방안은 통일국가를 달

성하기 전에 북한 스스로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불행한 과거의 부담을 

 8)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Verwaltungsrechtliche Rehabilitierung, Berufliche Rehabilitierung, 
1995, S.18.

 9) 독일의 사법조직의 통합에 대하여는 이효원, “남북통일 이후 사법조직의 통합방안”, 
서울 학교 법학 제51권 제1호, 2010, 3. 참조.

10) 상세한 내용은 법무부, 앞의 책, 188-195면 참조.
11)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einer Sauer, Hans-Otto Plumeter, der Salzgitter Report, 

Verlag Ullstein GmbH,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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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곡으로 부담하지 않고 통일국가의 달성에 진력함으로써 사회통합의 완성에 기여

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체제불법의 대상이 청산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체

제불법의 청산이 불완전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통일한국이 체제불법의 주체

가 되는 방안은 불법청산이 보다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지만, 청산대상이 되는 북

한의 입장에서는 남한이 주도하는 정치세력에 의하여 자신의 과거를 평가받는다는 

점에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동독의 평화혁명을 통하여 체제불법의 청산작업이 시작되었으나 

신속한 정치적 통일로 인하여 통일국가가 주체가 되어 청산작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독일은 통일과정에서 2+4 조약을 통하여 국제법적 문제를 해결하여 완전한 주권을 

회복함으로써 청산의 주체가 될 수 있었다. 통일한국에서 청산의 주체와 방식은 

통일 당시의 국제적 여건과 북한체제의 변화 등 역사적 현실에 따라서 결정될 것

으로 보인다. 즉, 통일한국의 경우에는 현재의 군사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

되고, 북한이 체제전환을 통하여 법치국가로서 실체를 가질 수 있는 경우에는 북

한이 스스로 청산의 주체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통일한국이 청산의 주체가 

되는 경우에도 북한지역을 특별행정구역으로 설정하고 법치국가로 기능할 수 있는 

물적⋅인적⋅법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한 다음, 특별행정구역에서 체제불법을 청산

한 후에 완전한 사회경제적 통합을 완성하는 것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한

국에 있어서 북한의 체제불법을 청산하는 것은 그 실질적인 내용으로서 규범적 기

준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청산작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 글에

서는 통일한국이 불법청산의 주체가 되는 경우를 전제로 설명하기로 한다.

라. 체제불법 극복의 법률적 기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기초한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는 

통일한국의 헌법적 이념이자 가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통일한국이 북한의 체

제불법을 청산하는 것은 독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입헌주의에 기초한 통일한국의 

헌법을 기준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고 민주주의에 

의하여 보완된 법치주의가 그 실질적인 기준이 된다고 하겠다. 체제불법의 심사기

준으로서의 헌법은 인류보편의 인권보장을 기초로 하는 자연법과 국제법원칙도 포

함하며, 체제불법을 청산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특별법으로 구체화될 것이다. 이러

한 의미에서 독일의 사례는 통일한국의 경우에도 거의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규

범적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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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체제불법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법적 쟁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선결되

어야 한다. 독일의 사례에 있어서 형사재판권의 인정, 준거법의 확정, 정치적 피해

자의 복권 등 체제불법의 청산에 있어서 동독과 동독주민의 법적 지위가 쟁점의 

바탕이 되었고, 이는 연방대법원과 연방헌법재판소의 사법적 판단을 통하여 해결

되었다. 남북한특수관계론은 헌법을 기초로 북한과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를 설명

하고 다양한 남북한관계를 규율하는 이론적 도구인데, 남북한이 통일되는 방식에 

있어서도 적용될 수 있다. 즉, 남북한이 합의에 의하여 평화통일을 달성하는 경우

에는 북한이 평화통일을 위한 화해와 협력의 당사자로 지위를 가지므로 통일합의

서나 통일조약을 체결하는 등 완전한 통일국가를 달성할 때까지 일정한 영역에서 

국가적 실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북한이 급변사태에 따라서 남한에 편

입됨으로써 통일이 되는 경우에는 남한의 헌법적 규범력이 북한지역까지 현재화되

는 것이므로 헌법 제3조에 따라서 국내법적 측면은 물론 국제법적 측면에서도 한

반도에 단일한 통일국가가 수립되는 것이다.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도 우리 대법원

과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그대로 보유한다는 점은 통일 이후의 체제불법의 청산에 있어서도 통

일한국의 북한에 대한 사법적 관할권, 체제불법을 청산하는 특별법의 적용과 준거

법 등 법적 쟁점을 해결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12)

북한의 체제불법을 청산함에 있어서 그 대상을 선정하는 시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체제불법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 정치적 피해자의 구제, 

그리고 몰수재산의 처리에 있어서 그 대상을 1949년 10월 7일 동독정권이 수립된 

이후부터 통일 이전까지의 체제불법으로만 제한하였다. 즉, 그 이전인 소련 점령시

기의 체제불법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였던 것이다. 이는 동독 정부가 이 기간 동안

의 체제불법에 대한 청산에 반대하였고, 소련도 자신이 행한 모든 국가작용에 대

하여 통일독일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제기하여 이를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13) 북한의 체제불법의 청산에 있어서도 북한정권이 수립된 1948년 

9월 9월 전의 체제불법을 그 대상으로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에 대

12) 남북한특수관계론과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는 이효원, 남북교류 력의 규범체

계, 경인문화사, 2006, 47-191면.
13) 독일의 경우 몰수재산의 처리에 있어서 그 대상에서 소련의 점령시기는 제외하면서도 

나치스가 점령한 1933년 1월 30일부터 1945년 5월 8일까지 몰수된 재산은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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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는 체제불법의 청산은 그 불법의 행위자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 

자체를 청산하는 것이 본질이며, 북한정권이 1946년부터 토지개혁을 실시하는 등 

실질적으로 국가권력을 행사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1945년 8월 15일부터 북한정

권이 수립한 전날까지도 그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후 남한과 북한에는 미국과 소련이 각각 군정을 실시하였다는 

점, 불법청산의 규범적 기준이 되는 남한 헌법이 1948년 7월 17일 제정되었다는 

점과 통일 당시의 국제관계를 고려하여 정책적인 차원에서 위 기간 동안의 체제불

법은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체제불법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가. 독일의 사례

(1) 형사재판권과 준거법

동독의 체제불법 행위자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 먼저 제기된 문제는 독일이 동독

의 체제불법범죄에 대하여 형사재판관할권을 갖는지 여부였다. 이는 동독의 헌법

적 지위에 관련된 것으로 동서독은 1972년 동서독기본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서로 

국가적 실체를 인정하였고, 국제사회에서도 각각 국가성을 인정받았으므로 동독이 

붕괴된 이상 독일이 동독에 대하여 형사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

기되었다. 이에 대하여는 독일이 동독에서 시작된 체제불법의 청산작업을 그대로 

승계하였으며, 통일조약을 통하여 하나의 법질서로 통합되었다는 점에서 형사재판

권의 행사가 정당화되었다. 독일이 통일조약에 따라서 체제불법의 청산에 관한 법

률을 제정하였고, 체제불법의 수사와 소추를 위한 특별기구를 설치한 것도 형사재

판권의 행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되었다.

독일이 동독의 체제불법범죄를 처벌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준거법도 문제되었다. 

준거법에 대하여는 통일조약 이외에 형법시행법률 제315조는 제1항에서 “연방형

법 제2조는 가입발효 이전 독일민주공화국 내에서 실행된 범죄에 적용하되, 당해 

범죄가 행위 시 적용되던 독일민주공화국법에 의하여 자유형, 집행유예부 유죄판결 

또는 벌금형에 처해지지 아니하였을 경우 법원은 형벌을 면제한다.”고, 제4항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은 가입 발효 이전에 이미 연방형법이 적용되었던 범죄에는 적용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연방형법 제2조는 제1항에서 “형벌 및 그 부수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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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시의 법률에 의해 정한다.”고, 제3항에서 “범죄종료 시의 법률이 재판 이전에 

변경된 경우에는 가장 경한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형법시

행법률 제315조의 규정만으로는 준거법이 명확하지 않았으며, 이론적으로 내국이

론과 외국이론이 제시되었다.14) 

내국이론은 동독이 통일 이전에는 외국이었으나 연방가입으로 인하여 독일의 

일부가 되었으므로 동독에서 적용된 형법은 연방형법으로 개정된 효과가 발생하였

다는 것이다. 따라서 동독의 체제불법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독의 형법이 

적용되나, 연방형법이 그보다 경한 경우에는 연방형법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동독의 형법을 적용하므로 그에 규정된 위법성조각사유가 광

범위하게 인정되어 체제불법의 처벌범위가 축소된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었다. 

한편, 외국이론은 동독이 통일 이후에도 외국이나 동독주민은 연방형법 제7조에 

의하여 독일인으로 인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동독의 체제불법범죄에 대하여 연방형

법이 적용된다는 것이다.15) 이는 다시 동독주민은 원래 독일인이라는 입장과 동독

주민은 동독의 연방가입으로 인하여 사후적으로 독일인이 된다는 입장으로 구분되

었다. 전자는 동독주민이 동독국적을 보유한 사실만으로 독일국적이 인정된다는 

연방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부합하지만, 연방형법의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진다

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한편, 후자는 범죄행위 당시에 외국인이었다가 개

별적 의사와 무관하게 독일국적을 취득한 자에게 연방형법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연방대법원은 통일조약에 의해 개정된 형법시행법률 제315조 및 연방형법 제2조

를 근거로 동독의 체제불법범죄에 대하여 연방형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16) 

연방헌법재판소도 동일한 입장에서 형법시행법률 제315조 제4항의 적용범위를 

14)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법무부, 앞의 책, 254-298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통일 후 

북한지역에 한 불법청산  범죄자 처리방안 연구, 1999, 53-67면 등 참조.
15) 연방형법 제7조는 제1항에서 “독일형법은, 그 행위가 행위지에서 처벌가능한 행위이거

나 그 행위지가 어떠한 형벌권에도 속하지 않은 경우, 국외에서 독일인에 대해 행해진 

범죄에 대해 적용된다.”고, 제2항에서 “독일형법은, 그 행위가 행위지에서 처벌가능한 

행위이거나 그 행위지가 어떠한 형벌권에도 속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행위자가 다음

과 같은 경우 국외에서 행해진 다른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1. 행위당시 행위자가 

독일인이었거나, 행위 이후 독일인이 된 경우. 2. 행위 당시 외국인이었으나 국내에서 

체포되었고, 범인의 송환요청이 없거나, 거절되었거나, 가능하지 않은 경우”라고 규정

하였다.
16) BGH Urteil vom 3. 11.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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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지역 내에서 실행된 범죄로서 통일 이전 동서독 형법 모두에 의해 가벌성이 

인정되었던 범죄”로 해석하였다.17) 

(2) 공소시효의 정지와 소급효금지의 원칙

동독의 체제불법범죄는 동독의 불법체제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서독의 형사사법

권을 현실적으로 행사할 수 없거나 동독이 정치적 이유로 형사사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없었다. 이러한 체제불법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것은 정의관념에 부합하지 않

으며, 사실상 체제불법의 청산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동독의 체제불법범죄에 대하여는 불법체제가 존속하였던 기간 동안 그 공

소시효가 정지 또는 중단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18) 

동독의 체제불법범죄라도 동독이 연방에 가입한 시점까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통일조약과 형법시행법률 제315조의a의 규정에 따라서 공소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형사소추가 가능하였다.19) 이에 반하여, 동독이 연방에 가입한 시

점에 이미 동독형법 또는 연방형법에서 규정하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그

에 대해 소추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동독형법 제83조는 “공소시효는 ① 

범인이 동독 외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 ② 범인의 중병 또는 기타 법률적 근거에 

의하여 형사소추가 개시 또는 속행될 수 없는 동안 정지된다.”고 규정되었고, 연방

형법 제79조의b는 제1항에서 “공소시효는 법률상 형사소추가 개시 또는 속행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즉, 동독의 체제불법범죄가 소

추되지 않은 것이 법률상 소추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독일은 통일 이후 ‘제2차 공소시효기간 산정에 관한 법률(공소시효정지법)’이 

제정하여 공소시효에 대하여 “동독의 불법정권 지배기간 동안 실행된 범죄로서 

동독의 국가나 당 지도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에 따라 정치적이거나 기타 

자유법치국가적 질서의 중요한 원칙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이유로 처벌받지 아니한 

17) BVerfGE vom 15. 5. 1995.
18)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앞의 책, 386-404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앞의 책, 

106-109면 등 참조.
19) 형법시행법률 제315조의a 제1항은 “독일민주공화국법에 의한 공소시효 및 집행시효가 

가입 발효 시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대로 유지된다. 가입 이전 연방형법이 

적용되었던 경우에도 같다. 공소시효는 가입 발효일에 중단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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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그 범죄의 공소시효기간 산정에 있어서는 1949년 10월 11일부터 1990년 10월 

2일까지 사이에는 공소시효가 기산되지 아니한다. 위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

되었다.”고 규정하였다.20) 이에 대하여는 소급효금지의 원칙과 관련하여 위헌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는 공소시효에 대한 소급입법에 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한 “진정소급입법”과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 대한 “부진정소급입법”을 구분하여 원칙적으로 전자는 허용되지 않고, 후

자만 허용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다.

공소시효정지법이 위헌이라는 입장은 동독의 체제불법범죄라도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하여 사후에 공소시효를 연장함으로써 소추를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진정소급입법이므로 법적 안정성과 신뢰이익을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

된다는 것이었다. 한편, 공소시효정지법이 합헌이라는 입장은 공소시효정지는 동

독형법과 연방형법이 시효정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

므로 법치국가원칙과 충돌되지 않으며, 설사 공소시효법이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

다고 하더라도 해당 범죄의 불법성이 중대한 경우 등 특별한 예외사유가 있으면 

이를 정당화할 수 있고, 동독의 체제불법범죄는 이러한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것

이었다. 한편, 연방헌법재판소는 공소시효정지법을 헌법에 합치한다고 판단하였는

데, “공소시효는 실체법적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절차법적 성격을 가지므로 서

독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종신형이 규정된 중대

한 범죄에 대하여 시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법치국가원칙이나 평등원칙에도 위반

되지 않는다. 또한, 동독의 체제불법범죄는 동독형법과 연방형법에 의하여 이미 처

벌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독정권에 의하여 형사소추되지 아니한 것에 불과

하므로 그 범죄행위자의 신뢰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21)

(3) 대표적 사례

동독의 체제불법범죄에 대하여는 연방대법원과 연방헌법재판소가 구체적인 재

20) 1993년 9월 27일 발효된 ‘형법 시효연장에 관한 법’은 1992년 12월 31일까지 동독지역

에서 행해진 범죄들 중 형벌의 상한이 자유형 1년에서 5년까지에 해당하는 범죄는 빨

라야 1997년 12월 31일이 경과해야 시효가 완료되는 것으로, 그리고 1990년 10월 2일

까지 동독지역에서 행해진 범죄들 중 형벌의 상한이 자유형 1년 또는 벌금형에 해당

하는 범죄는 빨라야 1995년 12월 31일이 경과하여야 시효가 완료되는 것으로 규정하

였다. 통일원, 통일독일 6년, 동독재건 6년, 1996, 140면.
21) BVerfGE vom 12. 5.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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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과정에서 중요한 법률적 쟁점들을 해결하였다.22)

첫째, 동독 공산당 서기장이었던 에리히 호네커(Erich Honecker) 등 국방위원회 

위원 6명은 1992년 베를린장벽 및 내독국경에서의 탈출자에 대한 총격명령 등으

로 기소되었다. 이 재판에서는 국가행위이론과 연방법원조직법 제20조의 면책특권

의 적용여부가 문제되었는데, 통일조약에 국가행위에 대한 면책규정을 두지 않았

으므로 면책을 인정하지 않았고, 연방법원조직법의 면책특권은 실체법이 아니라 

소송법에 관한 규정이므로 사후적으로 면책특권을 부인하더라도 소급효금지의 원

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23) 한편, 베를린주 헌법재판소는 1993년 “피고인

이 형사재판 종결 시까지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한 경우에 공판을 속행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중지되어야 하며, 관련된 구속결정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호네커에 대한 재판을 종결하였다.24)

둘째, 동독의 국경수비대원 4명은 베를린장벽 및 내독국경에서 탈출자에 대한 

충격살인죄로 기소되었다. 이에 대하여는 국경수비대원은 동독의 국경법과 상관의 

명령에 따라서 총격한 것이므로 위법성 또는 책임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

점이 되었다.25) 이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은 “법률이 정의와 인도주의에 대해 극심

한 위반을 보이는 경우, 이러한 법률은 상위법에 대한 위법을 이유로 무시될 수 

있고, 구체적으로는 동독이 체결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6조, 

제12조에 위반되고 명백한 인권침해에 해당되므로 동독 국경법의 총기사용 허가

규정은 이 사안에서 위법성조각사유로 볼 수 없다. 또한, 이와 같이 위법성조각사

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행위자의 신뢰는 보호할 가치가 없으며, 이는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26) 또한, 연방대법원은 위 판결

22) 동독의 체제불법범죄에 대하여는 총 602건, 1,605명이 기소되어 335명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32명이 금고형을 선고받았고, 213명이 집행유예선고를 받았다. 김영윤⋅

양현모 편, 독일, 통일에서 통합으로, 통일부, 2009, 292-293면.
23) 국가행위이론은 국가가 자국의 영토 내에서 행사한 권한에 대해서는 외국이 외교적 

방법 이외의 적법성 판단을 자제해야 한다는 이론이며, 연방법원조직법 제20조는 국가

원수 등에 대한 면책특권을 규정하였다.
24) BerlVerfGH Beschulß vom 12. 1. 1993. 호네커는 동독 모드로 정부에 의하여 형사소추

가 진행되었는데, 1991년 3월 소련으로 탈출하였다 1992년 7월 독일로 강제송환되어 

수감되었다가 19993년 1월 건강악화로 석방되어 칠레로 이주하였으며, 1994년 사망하

였다.
25) 동독의 국경법은 제26조와 제27조에서 국경을 탈출하려는 행위에 대하여 총기사용을 

허용하면서도 최후적인 수단으로 제한하여 수하 또는 경고사격 등 다른 수단으로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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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행위지배설에 따라 상관의 명령에 따른 행위라고 하더라도 종범이 아닌 정범

이라고 인정하였고, 살인은 금지되며 살인죄는 처벌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명백

한 것이므로 책임조각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셋째, 동독의 판사와 검사 등 사법종사자는 동독정권의 지시에 따라 부당한 법

해석과 법집행을 통하여 체제불법을 자행한 경우가 있었다. 연방대법원은 사법종

사자의 법률왜곡에 대한 판단기준으로서 “법률의 적용한계를 초과하거나 불명확한 

구성요건의 확장적용을 통해 현저히 부당하고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되는 판결을 

한 경우, 절차진행의 방법상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던 경우, 동독형법에 따르더라

도 행위와 형벌의 비례가 현저히 부당하여 중대한 인권침해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제시하였다. 또한, 비록 동독의 사법체계가 반법치주의적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법률왜곡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고, 사법종사자는 법률왜곡으로 인

한 체제불법의 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27) 

사법종사자에 의한 법률왜곡의 대표적 사례로는 발트하임 재판사건을 들 수 있

다. 이 사건은 소련이 나치인사라는 죄목으로 구속수감한 약 3,400명의 피수용자

들을 동독이 인수하여 범죄에 대한 구체적 증거도 없이 사형 등의 중형을 선고한 

사안이었다. 연방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하여 동독의 사법종사자는 법률왜곡을 통

한 체제불법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공소시효정지법에 의하여 공소시효도 완

성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행위와 형벌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에 해

당한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내렸다.28)

넷째, 동독의 국가공안부(Stasi)는 체제유지를 위한 정보수집 및 방위기관이었는

데, 국가공안부가 행한 서독에 대한 간첩행위와 동독주민에 대한 반법치국가적 범

죄에 대한 청산이 문제되었다.29) 이에 대하여는 통일 이전의 서독에 대한 간첩행

위는 국제법원칙에 따라 처벌되지 않으며, 동독형법에 처벌근거가 없음에도 소급

입법을 통하여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연방대법원은 국가

공안부가 행한 서독에 대한 간첩행위에 대하여는 동독의 연방가입 이전부터 서독

26) BGH Urteil vom 3. 11. 1992.
27)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앞의 책, 604-626면; 김하중, 앞의 논문, 174-176면 

등 참조.
28) BGH Urteil vom 6. 10. 1994.
29) 국가공안부의 간첩행위와 관련하여 서독주민으로서 간첩활동을 한 경우도 문제되었다. 

연방의회 사민당 의원인 칼 비난트(Karl Wienand)를 비롯하여 2004년까지 총 3,000여

명이 간첩죄로 기소되어 253명이 유죄선고를 받았으며, 1972년 빌리 브란트 서독총리

에 대한 불신임투표에도 국가공안부의 공작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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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방형법이 적용되었으므로 통일로 인하여 그 가벌성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판

단하였다.30) 또한, 연방헌법재판소는 “동독정권의 지시에 의한 간첩행위를 한 자

들의 법적 지위를 고려하고, 이들에 대한 형사소추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공익을 

비교형량한 결과, 동독지역에서 대서독 간첩활동을 한 경우에는 간첩활동을 이유

로 형사소추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31) 

나. 체제불법범죄의 범위와 형사처벌의 대상

통일한국이 북한의 체제불법범죄를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체제불

법범죄의 개념과 범위를 정하고, 형사처벌의 대상과 범위를 확정해야 한다. ‘체제

불법청산기본법’은 불법청산의 대상이 되는 체제불법범죄를 “북한정권의 지배기간 

동안 북한지역에서 북한정권 또는 당 지도부의 명시적⋅묵시적 의사에 따라 행해

진 범죄로서 반인권적이고 반법치주의적 범죄임에도 정치적 이유 등으로 처벌받지 

아니한 범죄행위”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체제불법범죄는 체제유지 관련범죄, 

비인도적 테러 관련범죄, 6⋅25남침행위 등 대남적화 관련범죄, 북한고위층의 부정

부패 관련 범죄로 구분하여 유형화함으로써 그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형사처벌의 대상인 체제불법범죄자에 대하여도 체제불법범죄를 지시⋅실행

⋅가담⋅방조한 자 와 체제불법행위의 정범⋅공범⋅미수 및 교사⋅방조범을 포함

하며, 그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선노동당 고위간부나 반법치국가적 범죄

를 목적으로 조직된 국가기관의 책임자를 유형화하는 것도 요구된다.

통일의 사례에서는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재판관할권과 준거법이 쟁점이 되

었고, 통일조약에서 형법적용의 일반원칙 이외에 체제불법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호네커 재판을 비롯하여 형사처벌의 대상과 범위가 법률적 

쟁점이 되었다. 통일한국에 있어서 재판관할권과 준거법에 대하여는 남북한특수관

계론에 따라서 남북한이 합의할 경우에는 그 합의한 내용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

고, 북한의 급변사태에 따라서 북한이 남한에 편입될 경우에는 통일한국의 헌법과 

법률체계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30) BGH Beschluß vom 29. 5. 1991.
31) BVerfG vom 15. 5.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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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체제불법범죄조사위원회’의 설치

통일한국이 체제불법범죄를 형사처벌하는 경우에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청산작

업을 위해서 ‘체제불법범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북한의 체

제불법범죄를 조사하고 소추하는 것은 그 업무량이 광범위하여 이를 신속하고 통

일적으로 처리할 것이 요구되는데, 통일국가의 통상적인 사법조직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체제불법범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법원이나 검찰 등 통상적

인 사법기구 내에 특별부서를 설치하는 방안과 별도의 독립적인 특별기구를 설치

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나 통일 이후의 사법조직의 통합의 속도와 정도에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체제불법범죄조사위원회’는 체제불법범죄에 대하여 조사신청을 받아 조사활동

을 하고,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체제불법범죄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통해 체제불법범죄 전반에 걸쳐 관련 자료를 관리하는 기능

을 담당할 것이다. 독일의 경우에는 경찰기관인 동독정부⋅통일범죄 중앙수사처는 

독일 전체의 업무를 관할하였고, 검찰기관인 동독 정부범죄 태스크포스 및 검찰 

2국은 구동독 중앙정부차원의 체체불법범죄를 관할하였으며, 지방단위의 체제불법

범죄에 대하여는 각 주정부 검찰이 담당함으로써 체제불법범죄를 통일적으로 관할

하는 별도의 특별기구는 설치하지 않았다. 통일한국의 경우에는 통일적이고 신속

한 불법청산을 위해서 특별기구를 설치하는 것 이외에 체제불법범죄를 전속적으로 

관할하는 검찰과 법원을 인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라. 공소시효의 정지와 소급효금지의 원칙

통일한국이 체제불법범죄를 형사처벌하는 경우에 통일 시점에 공소시효가 완성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것은 법이론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통일 시점에 남한 또는 북한의 형사법에 의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헌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북한의 체제불법은 6.25

전쟁을 비롯하여 분단 초기에 발생한 경우가 많은데, 이들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면 불법청산의 의미는 반감될 수 있다. 따라서 위 ‘체

제불법청산기본법’에 “체제불법범죄는 1948년 9월 9일(북한정권수립일)부터 ○년 

○월 ○일(통일국가 선포일)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사건에서 “헌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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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와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범죄의 구성요건과 형벌의 가중을 금지하는 

것이지 가벌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에는 원칙적으로 적용

되지 않는다. 공소시효와 관련된 소급효금지의 논의는 법적안정성과 신뢰보호원칙

으로 대표되는 법치주의에 의해 심사되어야 한다. 이에 따르면 부진정소급효를 갖

는 입법은 허용될 수 있으나, 진정소급효를 갖는 입법도 예외적인 경우, 즉, 일반

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

웠거나 하여 보호할 만한 신뢰의 이익이 적은 경우와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그리고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

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판단하여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하여 합헌으로 결정하였다.32) 따라서 체제불법

범죄에 대하여 위와 같은 공소시효의 정지를 규정하는 입법은 그 입법으로 인한 

공익이 체제불법범죄 행위자의 신뢰이익에 현저히 우선하는 한도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정치적 피해자에 대한 구제

가. 독일의 사례

(1) 형사적 복권

동독의 체제불법을 청산하는 작업은 불법행위자의 처벌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 

법치국가원칙에 의한 형사처벌은 피해자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어렵고 현실적인 피

해를 회복시키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동독은 평화혁명 이후 1990년 복권법을 

제정하고, 형사소송법의 파기규정을 개정하여 정치적 피해자의 구제를 시작하였다. 

동서독은 통일조약 제17조(복권)에서 “쌍방은 정치적 동기에 의한 형사소추 또는 

반법치국가적, 위헌적 불법재판의 희생자가 된 모든 사람들이 복권될 수 있는 법

적 규범을 즉각 마련할 것을 확인한다. 독일사회주의노동당 불법정권의 희생자들

에 대한 복권은 보상조치와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규정하여 동독에서 행해진 재

판을 무효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독일은 동독의 복권법과 파기규

정을 흡수하여 1992년 ‘제1차 독일사회주의통일당 불법청산법(형사복권법)’을 제

32) 헌법재판소 1996.2.16. 96헌가2, 96헌바7, 96헌바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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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다.

형사적 복권은 동독의 형사재판으로서 소련군 점령기간을 제외한 1949년 10월 

7일부터 동독 제6차 개정형법이 발효된 1990년 7월 1일 전까지의 판결과 사법적 

처분을 대상으로 하였다. 형사복권법은 포괄적 요건으로서 대상판결이 “자유법치

국가의 기본원칙과 양립할 수 없는 재판”일 것을 요구하며, 구체적 요건으로서 

“재판이 정치적 박해에 이용된 경우와 범죄와 선고된 처분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

이 있는 경우”를 규정하였다.33) 또한,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재판이 정치적 박해에 

이용된 경우”에 대하여는 “재판이 정치적 박해에 이용된 경우로서 구체적으로 다

음에 해당되는 경우는 정치적 박해로 추정한다. : ① 배반적인 정보의 전달, ② 반

국가적인 인신매매, ③ 반국가적인 선동, ④ 불법단체조직에의 가입, ⑤ 불법적인 

국경통과, ⑥ 동독 헌법 제6조 제2항의 파업선동, ⑦ 병역면탈과 병역거부, ⑧ 내

용상 ①∼⑤에 상응하는 경우, ⑨ 서독 및 그 동맹국가에 대한 간첩행위 및 이에 

상응하는 행위”라고 규정하여 일정한 재판을 반법치국가적 체제불법으로 추정하

였다. 다만, 피해자의 범죄행위에 폭력이 수반되거나 전쟁도발이나 선전, 군사적인 

선전 및 민족이나 인종의 선전을 표현하는 경우에는 복권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형사적 복권은 신청주의에 따라 신청권자의 신청으로만 절차가 개시되는데, 당

사자, 대리인, 가족, 복권에 대하여 정당한 이익을 가진 자, 검사가 1995년 12월 31일

까지 신청할 수 있었다.34) 복권신청에 대하여는 그 대상이 된 형사재판이나 수사가 

행하여진 장소를 관할하는 지구(지방)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며, 동독 대법원이 1심

으로 재판한 사건에 대하여는 베를린 지방법원이 관할권을 갖도록 하였다.35) 복권

신청을 받은 관할법원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하여 직권조사주의를 적용하고, 

증거조사는 자유로운 증명에 의하며, 입증의 정도도 소명으로 족하도록 하였다. 또

한,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고 재판도 결정의 형식으로 함으로써 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도모하였다. 복권재판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으며, 재판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력은 복권재판의 주문에만 미칠 뿐이어서 복권심사의 대상이 된 재판의 범

죄사실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사소추를 할 수 있었다.36) 

복권재판의 결정을 통하여 형사판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되면 신청인은 추

33) 형사복권법 제1조 제1항 제1호, 제2호.
34) 형사복권법 제7조 제1항. 위 신청기간은 2차의 법률개정을 통하여 2001년 12월 31일로 

연장되었다. 법무부, 독일통일 10년의 법 고찰, 2000, 254면.
35) 형사복권법 제8조 제1항.
36) 형사복권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제11조 제3항, 제12조 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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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청구권과 사회적 조정급부청구권을 갖게 된다. 추후청구권의 내용으로는 형의 

집행종료, 전과말소, 납입된 벌금⋅소송비용⋅필요적 경비의 보상, 그리고 몰수재

산권의 반환 등이 있는데, 몰수재산권의 반환은 복권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물권적 

효력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산법에 의한 반환절차를 따르도록 

하였다.37) 한편, 사회적 조정급부는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되며, 청구권자가 

법치국가원칙을 위반하여 자신의 지위를 남용한 경우에는 청구권을 배제하였다. 

사회적 조정급부의 내용으로는 자유박탈 기간 1개월마다 300DM을 지급하는 금전

보상,38) 경제적 지위를 침해받은 자에게 금전보상 외의 추가적 급부를 제공하는 

원조급부, 자유박탈로 인한 건강상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하는 피해자 원호, 불법

구금으로 인한 피해의 결과로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 원호급부를 지급하는 유

족원호를 규정하였다.39)

형사적 복권은 1996년 말까지 베를린 및 신연방주에서 정치적 이유에 의한 형사

판결에 대해 약 7,400건의 복권신청이 있었는데, 이는 동독의 전체 정치적 구금자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였다. 복권신청 건수는 1996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신연방주에서의 신청건수의 처리비율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또한, 1999년 말까지 정치적 구금자들에 대한 보상급부는 약 7억 6천 8백만 DM에 

달하였는데, 그 중 65%는 연방에서 부담하였다.40)

(2) 행정적⋅직업적 복권

동독은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기 위하여 형사처벌은 물론 행정처분이나 교육

기회의 박탈이나 직업생활의 방해 등을 통하여 불이익을 주었다. 동서독은 통일조

약 제19조(공공행정기관 결정의 효력 존속)에서 “가입 발효 이전에 이루어진 독일

민주공화국의 행정행위는 계속 유효하다. 이 행정행위가 법치국가적 원리나 본 조

약의 규정들과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취소될 수 있다. 기타 행정행위의 효력 존

속에 관한 규정의 적용은 배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동독의 행정처분을 무

37) 형사복권법 제3조 제2항, 제4조, 제5조, 제6조.
38) 금전보상액은 1999년 12월 17일 법률을 개정하여 2배로 상향조정되어 구금 1개월당 

600DM으로 상향조정되었다. 법무부, 전게서, 2000, 251면.
39) 형사복권법 제16조 제2항,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2조.
40) Schlußbericht der Enquete-Kommission : Überwindung der Folgen der SED-Diktatur im 

Prozeß der deutshen Einheit; 이효원, 통일독일 법적통합 10년의 성과와 과제, 해외연수

검사연구논문집(Ⅱ), 법무연수원, 2001, 276-2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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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1994년 ‘제2차 독일사회주의통일당 불법

청산법’을 제정하여 행정적⋅직업적 복권의 기준을 제시하였다.41) 한편, 연방의회

도 3차에 걸쳐 청산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치적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복

권의지를 천명하였다.42)

행정적 복권은 복권신청 및 그에 대하여 결정하는 단계와 복권결정 이후 추후청

구권을 행사하는 단계로 구분되는데, 복권결정은 반법치국가적 행정처분의 취소와 

취소할 수 없는 행정처분에 대한 반법치국가성의 확인을 포함하였다. 행정복권법

은 행정적 복권의 요건으로 “동독체제 하의 고권적 행정조치가 법치국가의 기본원

칙에 부합되지 않을 것, 고권적 조치로 인하여 건강상 훼손, 재산상 침해, 직업상 

불이익 등이 초래되었을 것, 중대하고 감내 불가능한 피해가 현재까지 계속될 것”

을 제시하였다.43) 이때 고권적 행정조치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법적 집행력이 있

는 행정처분과, 반법치국가성의 확인의 대상이 되는 사실적 행정조치, 그리고 행정

복권법 제1조 제3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강제이주로 구분된다.44) 또한, 정치적 피

해에 대하여도 그 대상을 제한하여 생명, 건강, 재산, 직업 등 제한적으로 열거된 

보호법익에 대해서만 행정적 복권을 인정하였으며, 보호법익의 침해정도도 “중대

하고 감내 불가능한 피해의 현재성”을 요구하여 사회국가원리와 국가재정도 반영

하도록 하였다.45)

행정적 복권은 신청권자가 관할관청인 신설 3개주 및 베를린의 복권관청에 신

청을 함으로써 개시되며, 1995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하도록 하였다.46) 복권심사는 

직권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동독의 고권적 조치가 법치국가원칙인 정의, 법적안정

성,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행정조치를 취소하거나 반법치국가성을 

확인을 할 수 있다. 복권관청의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 

41) ‘제2차 독일사회주의통일당 불법청산법’은 제1관(행정복권법)과 제2관(직업복권법)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42) Schlußbericht der Enquete-Kommission : Überwindung der Folgen der SED-Diktatur im 

Prozeß der deutshen Einheit, S. 18.
43) 행정복권법 제1조 제2항, 제4항.
44) 법무부, 통일독일의 구동독 체제불법 청산 개요, 1995, 897-899면.
45) 한편, 1997년 7월 5일의 법률 개정으로 중대한 불법적 처분으로서 조정가능한 사후손

해가 없다는 이유로 행정복권법이 적용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반법치국가성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여 정신적 복권이 가능하게 되었다. 법무부, 독일통일 10년의 법 고찰, 
2000, 276면.

46) 신청기간은 2차의 법률개정을 통하여 200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다. 이 기간은 제

척기간으로 행정청에 의하여 연장될 수 없었다. 법무부, 앞의 책, 2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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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으나, 행정법원의 사실심에 대하여는 항

소나 항고를 제한하였다.47) 행정적 복권이 결정되면 추후청구권이 인정되는데, 그 

대상이 되는 해당 관청이 관할하며 복권관청의 확인결정에 구속된다. 추후청구권

은 개별 청구권의 내용에 따라서 관련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여 연방원호법에 의한 

피해자 및 유족의 원호, 재산법⋅투자우선법⋅보상법에 의한 재산가치의 반환양도 

등, 토지에 대한 침해로 소유자가 토지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적용되는 보상법에 

의한 보상, 기타 교육과 직업상의 침해에 대한 직업복권법에 의한 급부 등을 규정

하였다.48) 한편, 행정적 복권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이중보상 받는 것을 방지를 위

해 재산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행정복권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였는데, 재판

과정에서 재산법 제3조 제1항의 “불공정한 음모”와 행정복권법 제1조 제1항 및 제

2조 제1항의 “기본적인 반법치국가적인 행정당국의 조치”를 명확하게 구별하는 것

이 어려워 그 심사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49)

직업적 복권도 모든 직업적 불이익을 그 대상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복권의 

요건으로 “불법자유박탈, 구금, 행정상 고권조치, 기타 정치적 박해조치로 기존의 

직업 또는 그와 사회적으로 동등한 직업을 가지지 못하게 된 불이익을 받은 경우”를 

규정하였다. 이러한 박해조치는 형사복권절차, 행정복권절차, 파기절차의 복권결정 

혹은 구금자원호법 제10조 제4항의 증서의 교부를 통하여 증명될 것을 요구하였으며, 

직업상의 불이익은 사회적으로 동등하다고 평가할 만한 직업을 가지지 못한 불이

익과 교육을 받을 수 없었던 불이익으로 구분되었다.50) 직업적 복권도 행정복권법이 

규정하는 복권관청에 대한 신청으로 개시되며, 복권관청이 복권결정을 하게 되면 

피해내용에 따라 피박해자의 연금보험상 불이익을 조정하는 연금조정급부청구권 

인정, 보충교육 시의 부양금지원 및 연방교육촉진법의 여러 규정에 의한 교육상의 

복권급부청구권 인정, 생계능력이 없는 곤궁자에 대한 조정급부의 보장, 복권절차가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에는 임시복권증서의 발급 등 다양한 제도를 보장하였다.51)

행정적⋅직업적 복권은 1999년 11월 30일까지 총 97,240건이 신청되었다. 그 중 

60,670건에 대해서는 종국 처분되었는데 20,463건이 인용처분, 35,947건이 기각처분, 

47) 행정복권법 제13조 제3항, 제16조 제1항 제2문.
48) 행정복권법 제3조, 제4조, 제7조 제1항, 제2항, 제8조, 제12조 제1항 제3문 등.
49) Schlußbericht der Enquete-Kommission : Überwindung der Folgen der SED-Diktatur im 

Prozeß der deutshen Einheit.
50) 직업복권법 제1조 제1항, 제2항.
51) 직업복권법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6조,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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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3건이 기타 처분이었다. 신청에 대한 사건처리는 특히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

거나 피해자가 노령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균 1년 6개월에서 2년의 기간이 소요

되었다.52)

나. ‘체제불법피해자 구제위원회’의 설치

통일한국이 정치적 피해자를 구제하는 단계는 사법처분의 재심사 및 취소, 행정

처분의 재심사 및 취소, 그리고 취소된 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및 보상청구권의 행

사로 구분할 수 있다. 정치적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통상적인 재심절차나 행정소

송에 의할 경우에는 절차가 복잡하고 입증방법의 부족으로 실체적 판단이 곤란하

게 되는 등 구제절차가 장기화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불법성이 명백한 사법처분

과 행정처분에 대하여 재심사, 원상회복 및 보상절차를 통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

행할 수 있도록 특별입법을 마련하고 특별기구로서 ‘체제불법피해자 구제위원회’

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형사복권법, 행정복권법, 직업복권법을 제정하였으나, 그 업무

를 통일적으로 관할하는 특별기구를 설치하지 않고 통상적인 사법 및 행정조직을 

이용하였다. 통일한국의 경우에는 정치적 피해가 발생하는 원인에 따라서 사법적 

처분과 행정적 처분을 재심사하고 원상회복이나 보상을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두

는 이외에 정치적 피해자의 구제업무를 전담하는 특별기구를 설치하는 것이다. 이

러한 특별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기존의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내에 특별부서를 

설치하는 방안과 그와 별도의 다른 특별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사법 및 행정통합의 속도와 정도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 다만, ‘체제불법

피해자 구제위원회’는 기존의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의 절차와 전혀 다른 별도의 절

차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체제불법피해자의 사법처분과 행정처분에 대한 재심사 

등의 신청을 접수하고 체제불법피해자 구제에 대한 조사활동을 하되, 그 결과를 

사법기관에 통지하거나 행정기관에 이첩하는 역할에 국한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작

용의 기능적 적정성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2) Schlußbericht der Enquete-Kommission : Überwindung der Folgen der SED-Diktatur im 
Prozeß der deutshen Einh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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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법처분의 재심사

통일한국은 북한의 반법치주의적 재판 등에 의하여 정치적 피해를 입은 자에게 

명예를 회복하고 보상을 하기 위하여 사법처분을 재심사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

가 있다. 그러나 북한이 60년 이상 사법조직을 운영하면서 판결한 재판과 사법작

용의 효력을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것은 분쟁해결수단으로서의 재판기능과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통상적인 재판과 

사법처분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고 체제불법으로 인정되는 반법치국가적 형사재

판만을 재심사의 대상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재심사의 대상이 되는 사

법처분은 북한법원에 의하여 확정된 형사재판 및 재판이 아닌 형사처분으로서 그 

사법처분이 정치적 박해에 이용된 경우와 선고된 처분과 기초가 된 범죄 간에 현

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여 그 범위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53) 또한, 불법

성이 현저한 북한형법의 제3장(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에 의한 유죄판결의 경우는 

정치적 박해에 이용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통일한국에서 사법처분은 신청주의에 따라서 사법처분에 의해 직접 자신의 권

리를 침해당한 당사자 또는 그의 법률상 대리인,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배우

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와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검사가 청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사법처분의 재심사를 관할하는 법원에 대하여는 재심사 대상이 되는 

행위가 있었던 지역의 관할법원에 토지관할을 인정하는 방안과 관할법원에 대해서

는 중앙에 사법처분 재심사를 전속관할하는 법원을 두는 방안이 있다. 이 문제도 

통일한국의 사법통합의 정도에 따라 결정될 것이나 전자의 방안은 관련 재판기록

이나 증인소환 등 절차의 편의성이 있으나, 불법청산의 특수성과 통일적인 심사를 

위해서는 재심사의 관할을 중앙의 고등법원급의 법원에 전속시키는 것이 보다 타

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독일의 경우에는 형사적 복권의 대상이 된 형사재판절차

나 수사절차가 행하여진 장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권을 가졌으며, 신청주의와 

직권심리주의 등 신속한 절차를 위한 특별규정을 두었다.

53) 재심사의 대상이 되는 사법처분과 관련하여 북한에서는 형사소송절차에서 손해보상청

구를 병합할 수 있고,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손배보상청구를 제기할 수 없도

록 규정하는 등 형사절차와 민사절차가 분화되지 않아 일정한 경우에는 민사재판도 

재심사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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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행정처분의 재심사

통일한국은 북한의 반법치주의적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를 구제

하기 위하여 그 행정처분도 재심사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반법치국가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법처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통상적인 행정처분은 그 효력

을 그대로 인정하고 체제불법으로 인정되는 반법치국가적 행정처분만 예외적으로 

재심사의 대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행정청이 행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서 실질적 법치주의에 위

반되고, 건강상의 훼손, 재산상의 침해 또는 직업상의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로 제

한할 필요가 있다. 이는 행정처분의 위법성의 정도뿐만 아니라 취소할 실익,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의 존중, 그리고 재정적인 부담 등 정책적인 요소도 함께 고려해

야 하기 때문이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비록 그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재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행정처분의 재심사를 관할하

는 행정청에 대하여도 통일한국의 행정조직의 통합의 정도와 관련되는데, 원칙적

으로 통일 이후 원처분청의 업무를 승계하는 행정청의 상급행정청이 관할하는 것

이 적당하다. 또한, 행정처분의 재심사에 대하여는 사법처분과 마찬가지로 신청주

의를 원칙으로 하고, 나머지 절차에 대하여는 업무의 통일성과 절차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특례를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마. 원상회복과 보상의 청구

통일한국이 불법청산으로 북한의 사법처분과 행정처분을 무효화, 취소, 반법치

국가성을 확인한 경우에 정치적 피해자에게 원상회복청구권 및 보상청구권을 부여

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원상회복 또는 보상청구의 요건⋅절차 등에 관하여는 재

심사와 별도의 법률로 규정할 수 있는데, 사법처분의 경우에는 형사보상법을 참고

할 수 있고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원상회복 또는 보상의 내용에 따라 몰

수재산처리 관련법령, 노동관련법령, 교육관련법령, 사회보장관련법령 등을 종합하

여 단일한 보상법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체제불법피해자의 원상회복은 재심사를 통해 반법치국가성이 확인된 사법처분 

또는 행정처분의 효과를 장래에 대하여 또는 소급적으로 무효화 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법처분의 경우에는 형의 집행종료, 전과의 말소, 납입된 벌금 및 소송비용 반환, 

몰수재산의 반환 등의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54) 또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몰수

재산의 반환, 치료비 및 유족연금의 청구, 그리고 직업상의 불이익의 경우 직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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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 또는 관련 기간의 조정급부 청구 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원상회복의 

청구로도 회복되지 않는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보상급부를 청구할 수

도 있을 것이다.

5. 체제불법에 의한 몰수재산의 처리

가. 독일의 사례

(1) ‘미해결재산문제의 처리를 위한 법률’의 제정

동독의 재산권에 대한 처리는 동독정권에 의하여 부당하게 몰수당한 재산권을 

피해자에게 회복시키는 작업과 동독의 국가기관에 집중되어 있는 공유재산을 사유

화하는 작업이 중심이 되었다. 동독이 사회주의를 채택한 이후 40년에 걸쳐 생산

수단을 국공유화하고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에 따라 재산권을 재편성한 질서를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 전환하는 것은 독일의 경제통합뿐만 아니라 사회심리적 통

합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고도 복잡한 과제였다. 이 글에서는 체제불법의 청산이

라는 관점에서 몰수재산에 대한 회복에 대해서만 검토하기로 한다.55)

독일은 1990년 몰수재산 처리에 관한 기본법으로 ‘미해결재산문제의 처리를 위한 

법률(재산법)’을 제정하였다. 독일은 전반적인 재산권의 재조정을 위하여 신탁관리

청을 설치하여 처리하였으며,56) 몰수재산의 처리를 위하여 1991년 연방 미해결재

산문제처리청(BARoV)을 설립하여 동독의 몰수된 재산권의 회복과 손해배상에 관

한 업무를 처리하였다.57) 재산법은 몰수재산의 회복을 위하여 원소유자 또는 상속

인에게 반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였는데, 이는 규범적으로 법적 안정성과 신뢰

이익의 보호라는 법치국가의 이념과 충돌할 위험성이 있었다. 또한, 현실적으로도 

54) 북한의 사법처분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민사재판이 포함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전적 

배상(또는 보상)이 될 것이다.
55)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통일독일․동구제국 몰수재산처리 개 , 1994, 131-372면 

등 참조.
56) 신탁관리청은 1990년 6월 구동독의 국민의회에 의하여 의결된 신탁법에 따라 설치되

었고, 통일 이후에는 통일조약 제25조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1994년까지 활동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통일특수과제청(BvS)이 설치되어 2003년까지 그 후속업무를 처리하였다. 

57) 독일은 1990년 10월 연방재무부가 베를린 최고재정관리국 산하에 미해결재산문재처리

중앙기구(ZSRoV)를 설치하였다가 1991년 연방미해결재산문제처리청에 흡수하였으며, 
2006년 1월에는 연방 중앙행정⋅미해결재산문제처리청을 신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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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의 몰수재산에 대한 재산권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되지 아니하여 동독지역의 

재건과 사회통합에도 큰 장애로 작용할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독일은 투

자목적이 인정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원물반환을 허용하지 않고 재

산적 가치보상만 인정하였다.58)

재산법은 제1조에서 그 적용대상으로 “무보상 수용(1항a), 저가보상에 의한 수용

(1항b), 정당한 반대급부 없이 수용당한 경우와 기업의 몰수(1항d), 경제적 강제에 

기한 상실(2항), 부당한 이용행위에 의한 취득(3항), 나치정권 하의 상실(6항), 반법

치국가적 판결(7항) 등 불법적인 국가의 행위를 통한 몰수”를 제시하였다. 반환신

청의 주체는 동독에 주소를 갖고 있었으나 분단으로 인하여 재산권을 상실한 서독

인이나 외국인에 국한하지 않고, 동독정권에 의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산권을 

박탈당한 동독주민도 포함되었다. 또한, 1945년부터 1949년 사이에 이루어진 소련

의 점령지역에서의 수용에 대하여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법의 

적용을 배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는 동독의 다른 지역을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것

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하여 소련의 재산권 수용이 

점령고권에 의한 수용으로서 서독기본법을 소급적용할 수 없고, 이에 대한 보상방

법으로 원물반환 또는 보상을 선택하는 것은 입법자의 자유라고 인정하여 재산법

의 위 규정이 헌법에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59)

(2) 재산권 회복의 방법

몰수재산을 원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며, 재

산권의 반환은 “반환신청권의 대상인 재산권이 존재하고 있을 것, 동법 제1조 상

의 조치가 행해졌을 것, 국가 또는 제3자 소유로 이전되었을 것, 그리고 기업반환

의 경우에는 국유화 시점과 반환시점의 비교가능성이 인정될 것”을 요건으로 규정

하였다.60) 또한, 몰수재산에 대한 반환결정이 확정되면 권리자는 당해 재산권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전받는데, 당해 재산권과 관련된 물권적 권리는 물론 

적법한 임대차관계 또는 이용권관계를 포함한 채권적 법률관계도 인수하였다.61)

한편, 재산법은 구체적 타당성 또는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재산권의 반환이 사

58) 신탁관리청의 몰수재산의 반환원칙과 보상원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영윤⋅양현모, 
앞의 책, 194-201면.

59) BVerfG vom 23. 4. 1991.
60) 재산법 제3조 제1항, 제6조 제1항.
61) 재산법 제16조 제1항, 제2항,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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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상 또는 법률상 불가능한 경우이거나 현재의 권리자가 해당 재산권을 정당한 방

법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권리자의 반환신청권을 배제하였다. 이때 정당한 방법이

란 재산권의 선의취득과는 달리 현재의 권리자가 원소유자의 재산권 보유와 몰수

사실에 대하여 악의더라도 동독법률에 따라 그 재산권을 취득한 경우도 포함하고 

있어 현재 권리자의의 신뢰이익을 보다 넓게 보호하였다.62) 또한, 권리자의 반환

신청권이 인정되더라도 그것을 실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권리자가 반환신청

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 대신 재산적 가치보상을 선택한 경우에는 재산권을 반환하

지 않고 재산적 가치보상을 인정하였다.63)

나. ‘북한지역 몰수토지 처리위원회’의 설치

북한은 1946년부터 토지개혁을 실시하여 무상몰수와 무상분배의 원칙에 따라 

사회주의 토지정책을 추진하였는데, 토지뿐만 아니라 모든 생산수단을 원칙적으로 

국유화함으로써 사회주의 계획경제질서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그 과정에서 토지소

유자를 비롯하여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였으므로 체제불법의 청산에 있어서는 몰

수토지 이외에 공장이나 건물 등 다양한 몰수재산에 대한 처리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토지 이외의 재산은 장기간의 분단으로 인하여 통일 이후에는 그대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고, 재산몰수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들 몰수재산에 대하여는 별로도 특별법에서 규정할 필요성은 없으나, 특별법에 

규정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몰수토지와 동일한 기본원칙이 적용될 수 있을 것

이다.

북한지역의 몰수토지에 대하여는 서로 상반된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데, 첫

째로는 토지를 몰수당한 북한주민,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남한으로 이주한 자나 

북한을 이탈한 자, 둘째, 현재 토지를 점유하여 이용하고 있는 북한주민이나 사회

협동단체, 셋째,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토지에 대하여 투자하기를 희망하는 남한주

민이나 기업 등의 입장이 상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이들은 사유재산의 보장과 

정의의 관념, 북한주민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 그리고 북한지역에 대한 투자촉

진 등 공공의 이익을 둘러싸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상충

된 이해관계를 가진다. 통일 이후 토지를 비롯한 재산권을 재조정하는 것은 개인

의 소유권제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법제도와 사회경제통합과도 직접적으로 

62) 재산법 제4조, 제5조.
63) 재산법 제8조, 제9조, 제6조 제6항, 제1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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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성을 가지는 복잡한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북한지역의 몰수재산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통일적이고 종합적인 정책판단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북한지역 몰수토지 처리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 기구는 북한지역 몰수

토지로 인한 피해회복에 관한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권리회복과 피해보상에 대한 

기준, 보상신청의 수리, 보상기준가액을 결정하는 한편, 북한지역 몰수토지와 관련

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기능을 담당할 것이다.

다. 몰수토지의 처리에 대한 기본원칙

통일한국이 북한의 몰수토지를 처리하는 것으로는 크게 원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방안, 원소유자에게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방안, 현재

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첫 번째 방안은 법치주의에 부합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완전한 보상이라는 점에서 

정의의 관념에도 일치하지만, 몰수토지에 대한 소유권관계가 불명확한 상태가 장

기화되어 북한주민의 법적 안정성과 개발과 투자에 장애요소로 작용한다는 단점이 

있다. 두 번째 방안은 몰수토지에 대한 소유권관계를 명확하게 하여 통일적이고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지만, 원소유자에 대한 보상이 불충분하고, 정확한 보상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며, 금전보상을 위한 대규모의 재정적 부담이 뒤따른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세 번째 방안은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재산권과 경제질서를 재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체제불법에 대한 청산을 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통일한국이 몰수토지를 처리하는 방안으로는 통일 당시의 역사적 현실을 고려

하여 사회경제적 요소를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지만, 남북한의 분단

이 장기화될수록 원소유자에게 보상하는 방안이 규범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유용할 

것으로 판단되며,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통일이 달성될 경우에는 몰수토지에 대

한 측량과 지적의 불가능, 입증방법의 곤란 등으로 몰수토지에 대한 회복이 사실

상 불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 가치보상의 기준

통일한국이 원소유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보상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채택할 

경우에는 보상의 대상이 되는 몰수토지의 범위, 보상청구권자, 보상기준과 가액 등

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법률에 규정해야 할 것이다. 보상

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몰수토지에 대한 재산권이며, 몰수토지는 북한지역에서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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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개혁의 일환으로 또는 정치적⋅사상적 이유로 강제몰수되거나 국유화된 토지로 

확정해야 한다. 다만, 북한의 토지개혁으로 무상분배받았던 토지의 경우 최초부터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가 아니므로 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정치적⋅사상적 이유에 기한 사법처분이나 행정처분에 의해 몰수된 토지의 

소유권 기타 물권도 보상의 대상이 되지만, 이 경우에는 그 사법처분이나 행정처

분이 재심사를 통해 취소되거나 반법치국가성이 확인된 경우로 국한하여 통일성과 

명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몰수토지에 대한 보상청구권자로서는 몰수토지의 원소유권자, 물권자, 그리고 

그들의 상속인을 들 수 있는데, 상속인의 범위를 민법과 일치시키는 것을 원칙으

로 하되 권리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해서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로 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보상기준과 보상액의 산정방법은 통일비용과 

직결되는 것으로 통일 이후 막대한 통일비용의 부담, 북한지역의 경제상황, 북한주

민의 자립정도, 남한과 북한의 토지가액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공시지가가 아닌 

별도의 보상기준가액을 산정하거나 보상액 지급방법을 제한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

가 있다.

6. 북한의 국가공문서에 대한 관리

가. 독일의 사례

(1) 중앙기록보존소의 설치⋅운영

동독이 1961년 8월 베를린 장벽을 설치하자 서독은 연방정부 및 각 주의 법무

부장관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같은 해 11월 동독과의 가장 긴 국경을 접한 니더작

센주 짤스기터(Salzgitter)에 중앙기록보존소를 설치하였다. 중앙기록보존소는 브라

운슈바이크주 최고검찰청에 소속되었으며, 니더작센주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도록 

하였고,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연방과 각 주들이 분담하였다.64)

중앙기록보존소는 원래 베를린 장벽과 내독 국경선에서 발생한 동독의 폭력적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자료를 수집, 기록, 보존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점차 동

독정권의 체제불법행위 전반으로 업무를 확장하였다. 서독은 이를 통하여 동독의 

64) 중앙기록문서보존소의 설치배경과 활동에 대하여는 김영윤⋅양현모, 앞의 책, 24-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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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개선을 촉구하는 동시에 통일을 달성하였을 때 동독의 체제불법을 청산할 것

을 상징적으로 표시하고, 통일에 대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었다.65) 중앙기록보존소

는 통일될 때까지 운영되었는데, 동독의 인권침해에 대한 정보자료가 총 41,390건

이나 되었고, 이는 동독의 체제불법을 청산하는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었다.66) 

(2) 국가공안부문서법

동독의 국가공안부는 체제유지를 위하여 정치적 반대자를 감시하고 그들에 대한 

정보수집활동을 통하여 다량의 정보문서를 생산하고 보관하였다. 이러한 문서는 

통일 이후 동독의 체제불법을 청산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었다. 독일은 

1991년 ‘국가공안부문서법’을 제정하여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문서관리를 위한 법

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공안부 문서관리청을 설치하여 동독 국가공안부문서를 

관리하도록 하였다.

국가공안부문서법은 개인이 자신과 관련된 정보가 수록된 문서에 접근할 수 있게 

하고, 그 정보를 통해 개인의 인격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며, 국가공안부 활

동에 대한 역사적⋅정치적⋅법적 청산을 촉진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67) 

국가공안부문서법은 공문서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대하여 모든 개인으로 하여금 

국가공안부문서에 대한 자기정보의 포함 여부를 문의하고, 열람과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68) 또한, 개인의 인격권과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공안

부문서상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익명으로 처리하였다. 다만, 일정한 공익적 목

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인의 성명을 포함한 사적 정보를 공개하였

다. 즉, 그 공문서가 정치적⋅역사적 청산을 위한 연구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

거나 관할관청의 문서정보 요청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적 정보를 공개하였다. 

특히, 국가공안부문서는 체제불법의 청산을 위하여 이용되었는데, 체제불법범죄의 

소추를 위한 목적이거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

적 심사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69)

65) Heiner Sauer, Hans-Otto Plumeter, ibd, S. 20f.
66)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서 설치와 역할; 독일사례 비교 검토, Ludwig A, Rehlinger, Freikauf: 

Die Geschafte der DDR mit politischen Verfolgten 1961-1989, Berlin, 1991, pp. 9-67.
67) 국가공문부문서법 제1조.
68) 국가공안부문서법 제3조, 제13조. 국가공안부문서법은 2003년까지 총 6차에 걸쳐 개정

되었으며, 2000년까지 국가공안부 문서관리청에서 총 445만명의 시민들이 자신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였다고 한다. 김영윤⋅양현모, 앞의 책, 185면.
69) 국가공안부문서법 제14조, 제18조, 제20조, 제23조. 한편, 2000년에는 헬무트 콜 총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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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통일한국의 경우

북한의 국가공문서는 내각 등 행정기관의 문서, 사법부의 문서, 국가안전보위부

나 인민보안성 등 정보기관의 문서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북한의 국가공문서는 

통일 이후 체제불법을 청산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으며, 행

정⋅사법⋅경제통합을 위한 연구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공문서에 포함된 정보

가 일반 대중에게 공개될 경우에는 개인의 사생활 공개 등 기본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들 공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

하고, 이를 위한 특별기구로 ‘북한지역 국가공문서 관리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북한지역 국가공문서 관리위원회’는 북한의 체제불법에 관한 문서의 유지⋅

보존⋅관리에 대한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북한지역 공문서를 관리, 분석하며, 북한

지역 인권침해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보존⋅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의 경우에는 통일 이후 국가공안부문서법을 제정하고, 국가공안부문서관리

청을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며, 통일 이전에는 중앙법무기록보존소를 설치하여 운영

하였다. 통일한국도 통일 이전부터 북한의 체제불법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문

서를 관리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데, 이는 북한의 체제불법에 

대한 청산의지를 밝힘으로써 인권침해 등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북

한의 반발과 남북한관계의 발전을 고려하여 그 시기, 설치장소 등에 대하여 신중

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7. 결    론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은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한 평화통일이다. 통일한국을 달성하는 구체적인 방식은 한반도를 둘러

싼 국제적 역학관계와 남북한관계의 발전양상에 따라서 결정되지만 통일을 통하여 

창조되는 새로운 국가공동체는 위와 같은 헌법적 가치를 본질로 하는 것이다. 통

비자금 문제와 관련된 문서가 밝혀지면서 그 공개를 두고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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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국이 북한의 체제불법을 청산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며, 법

치주의에 기초한 정의의 회복으로서 통일국가를 창조하는 기본적인 전제가 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규범적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 남북한이 해방 

이후 국내외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분단된 이후, 60년 이상 상이한 이념과 체제에서 

두 개의 국가적 실체를 유지해 온 역사적 현실을 고려할 때 체제불법을 극복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다. 또한, 체제불법을 

청산한다고 하더라도 누가 주체가 되어 할 것이며, 통일의 어떠한 과정과 단계에

서 극복할 것이며, 어떠한 기준에서 어느 정도까지 극복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이 

이념적 지평에 따라서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할 것이며 통일의 과정과 이후에 심

각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을 것이다.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되었다가 동독의 민주화 혁

명을 거치면서 1990년 통일을 달성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동독의 체제불법을 법치

국가원칙에 따라 청산하였다. 독일의 체제불법에 대한 청산은 법적⋅제도적 청산

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정치적 통합은 물론 사회경제적 통합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몰수재산의 처리에 대하여는 재산권관계의 불명확성으로 인

하여 동독의 재건에 장애요소가 되었으며, 통일비용의 부담을 증가시켰다는 비판

도 있다. 우리는 통일한국을 준비함에 있어서 독일의 사례를 통하여 남북한과 동

서독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유념하면서 중요한 시사점과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

다. 통일한국이 북한의 체제불법을 극복함에 있어서 그 청산의 주체, 시기, 방식과 

절차 등은 평화통일의 방식에 따라서는 다양한 형태를 예상할 수 있다. 남북통일

은 남북한관계의 발전과 진전,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유동적일 수가 있으므로 부단히 발전적으로 현실을 반영하여 북한의 체제불법을 

청산하는 다양한 방안을 예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투고일 2010. 11. 15     심사완료일 2010. 12. 3     게재확정일 2010.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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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Liquidation of System illegality 

of North Korea after Unification

Lee, Hyowon*

70)

The constitutional law aims at the peaceful unification of Koreas, which bases on 

free-democracy and rule of law. It is prerequisite for the accomplishment of new 

unified nation to set right the distorted constitutional value, which would be caused 

by the tragic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system illegality of North Korea 

means illegal works which were systematically committed in order to preserve a 

communist country. These system illegality would be perceived as legality, but 

illegality only after collapse of the national system. The followings would be the 

points at issue.

First, the objects of liquidation of system illegality ought to be restricted to works 

which are incompatible with the constitutional values of the unified nation. The 

specific ways to liquidate the system illegality of North Korea depends on the form 

and method of unification.

Second, the criminal illegality should be punished only by regulations of  special 

law, which would make rules about criminal jurisdiction, application of a law and 

suspension of prescription.

Third, the relief and aid for political victims should be also proceeded by 

regulations of special law, which would make rules about actions for renewal of 

procedure.

Fourth, the properties and estates illegally confiscated by communist country could 

be selected among restoration or compensation according to the policy decision of 

unified nation.

Fifth, the official document and archives of North Korea could be used f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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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quidation of system illegality. But this should be proceeded by a special law, 

which would be in harmony with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privacy.

Key words :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liquidation of system illegality, 

crimes in system illegality, relief and aid for political victims, restoration 

of the confiscated properties and estates, the official document and 

archives of North 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