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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통일독일의 과도기 정의 실현을
위한 노력과 그 과정에서 표출된 여러 가지
제약요인들을 분석하여 통일이후 한국이 북
한 정권의 범죄와 탈북자와 주민들에 대한 인
권침해문제를 처벌하고, 진상 조사하는 등 과
도기 정의 실현에 있어 중요한 제약요인들을
검토하고 정책적 준비방안을 도출하고자 하
였다. 독일은 통일이후 여러 가지 사회적 논
란과 논쟁을 거치면서도 구동독정권의 불법
적 행위에 대한 청산작업을 지속하였고, 사법
처벌 뿐만 아니라 의회의 조사위원회 활동을
통해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는데도 기여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시행하였다. 본 논문
은 독일이 통일 이후 과도기 정의실현을 위한
작업을 어떻게 진행하였는지를 중심으로 검
토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분석한다. 본
논문은 과도기 정의 실현에 있어 사법적 처리
에 있어서의 증거수집의 문제점 북한 책임자
의 고령과 질병, 외국의 개입, 법체계상의 한
계 등의 제약요인이 예상되며, 별도의 진상규
명위원회의 조사활동의 기능도 필요하다는
점을 통일독일의 경험에 비추어 중요한 요소
로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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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본 논문은 통일이후 한국이 북한 정권의 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 등 범죄적 행
위에 대한 청산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제도화 과정에서 어떤 요인들을 중요
하게 검토해야하는지 정리한다. 독일이 통일이후 구동독정권의 불법적 행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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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청산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제약요인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통일이후 과도기 정의 실현 과정에서 정치적 어려움과 논쟁을 불러올 수
있는 중요요인을 제시한다. 북한정권은 주민에 대한 인권탄압과 남한에 대한 무력
도발 등 많은 희생자를 만들어왔다. 한국이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북한 정권
의 범죄적 행위에 대한 청산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은
아직 부족하다.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 법적 청산작업에 대한 정치적 판단과
갈등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본 논문은 해당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독일의
구동독 청산작업을 분석하여 한국이 통일이후 과도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독일검찰은 구동독정부의 범죄행위 중 62,000의 사건들을 조사하였고, 그 중
다양한 범죄유형에 걸쳐 1,000건 이상을 기소하였다(McAdams 2001, 2). 국경경
비대에 의한 동독주민 살해, 국가공안부의 정치적 반대자 살해, 선거사기, 경제범
죄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유형이 다루어졌다. 하지만, 기소사건 수에서 알 수 있듯
이, 62,000건의 사건들 중 기소를 한 것은 1,000건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사법적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반면에, 문서처리법의 제정,
문서처리 연방청을 신설하였으며, 사법적 처리도 했고, 박물관에 자료를 보전하는
등 사회주의 과거청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Jessen 2010). 그러
나 여전히 구동독의 사회주의 체제에서의 과거청산 문제는 독일사회에서 뜨거운
관심사이다. 국가안보부 문서처리 연방청(BStU)에 문서열람 신청건수가 매해 6만
건이 넘게 접수되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1) 독일은 통일 이전부터 서독정부가 구동
독의 범죄사례에 대한 자료와 증거 수집을 오랫동안 진행해왔음에도 사법적 처리
를 많이 하지 못한 조건들이 무엇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향후 통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탈북자뿐만 아니라 현재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 의해
북한정권이 자행한 여러 범죄행위들의 처벌, 보상, 기록 등의 과도기 정의 실현을
위한 작업을 진행해야한다는 요구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과도기 정의
실현 과정은 통일 이후 한국사회의 안정과 남북한 주민간의 화합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먼저 통일을 이룩한 독일의 과도기 정의 실현을 위한 시도와
1) Die Stasi und die Akten: “Horch und Guck” als Anschauungsmaterial. Der Tagesspiegel
17.03.2015(http://www.tagesspiegel.de/politik/die-stasi-und-die-akten-horch-und-guck-als
-anschauungsmaterial/11517206.html). 검색일: 2016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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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한계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한반도 통일이후 과도기 정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들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다.

Ⅱ. 과도기 정의에 대한 논의
독재체제가 무너지고,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되거나, 정치권력이 변화되었을 때,
구 독재체제 또는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행해진 인권탄압과 국가폭력행위는 처벌
의 대상, 조사의 대상, 보상의 대상이 된다. 관련 행위들을 한국에서는 보통 ‘과거
청산’ 또는 ‘역사바로세우기’ 등으로 불리어왔다. 관련 행위에 대한 국제적으로, 학
술적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개념은 과도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2)
이다. 과도기 정의는 권위주의나 전체주의 체제의 국가가 민주체제로 전환하거나
내전이나 분쟁이 종식되고 새로운 체제가 들어설 경우, 과거 체제 하에서 또는
내전이나 분쟁 중에 발생한 각종 인권유린이나 전쟁범죄 등을 어떻게 처리하여
관련국 및 그 국민이 항구적인 평화와 화해, 통합으로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
을 고민하기 위해 고안된 개념이다(Logan 2007, 1). 과도기 정의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국제비영리기구인 ‘국제과도기 정의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Transitional
Justice)’는 홈페이지에 과도기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시해놓았
다. 과도기 정의는 대량 인권침해의 유산들을 시정하기 위하여 각 나라들에서 시
행되어온 사법적 그리고, 비사법적 조치들의 묶음이다. 책임성(accountability)을
실현하고, 피해자들을 보상해주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과도기 정의는 피해자들의
권리에 대한 재인식을 제공하고, 사회적 신뢰를 촉진하고, 법에 의한 민주적 원칙
을 강화한다고 밝힌다.3) 또한 학자들은 과도기 정의를 체제전환과 폭력충돌의 과
정, 예상치, 여파에서 일어나는 잔학행위와 주로 정치적으로 동기 부여된 인권침해
행위들을 다루기 위해 고안된 제도, 정책, 실행들의 종합적인 묶음으로 정의한다
2) transitional justice의 번역용어는 완전히 통일되어있지 않다. 이행기 정의로 사용하는 학자
들도 있고, 과도기 정의로 사용 되기도 한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http://stdweb2.
korean.go.kr)에 따르면 과도기는 “한 상태에서 다른 새로운 상태로 옮아가거나 바뀌어 가
는 도중의 시기. 흔히 사회적인 질서, 제도, 사상 따위가 아직 확립되지 않은 불안정한 시기”
를 이른다. 이행기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여야할 기한”을 뜻한다. 따라서, 이행기 보다
과도기가 더 적합한 번역어로 생각되며 본 논문은 과도기 정의로 사용한다.
3) 출처 : www.ictj.org. 검색일 –2016년 3월 20일

142 국가전략 2016년 제22권 3호

(Teitel 2000, Nettelfield 2010, De Greiff 2012). 이 과도기 정의는 최근의 분배적
정의(distributive justice)의 개념과 연관이 된다. 롤스(John Rawls)는 정의(Justice)
가 사회기관의 첫 번째 덕성이라고 얘기한다. 롤스의 정의는 ‘공정으로서의 정의
(Justice as Fairness)’이며 관련한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첫 번째,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의 할당에 있어 평등을 요구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
등을 허용하되 그것이 모든 사람 특히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그 불평등을 보상할만
한 이득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정당한 것임을 내세우는 것이다(Rawls 1972). 롤스
이후 최근의 정의에 대한 정치적 이론들은 주로 분배적 정의(distributive justice)에
관심을 가진다. 분배적 정의의 이론들은 종종 모두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와 힘의
제공으로서 “인권(human rights)”의 개념을 지지한다(Freeman 2008, 46). 외부의
강압에 의해 인권침해를 받았다면, 이는 정의의 개념에서 벗어난 것이고, 이 인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행위에 대한 사과, 구제, 피해회복, 보상 등의
행위를 통해 보상적 정의(restitutive justice), 회복적 정의(reparative justice)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 정의들은 바로 인과응보적 정의(retributive justice)의 형태들
이며, 인과응보적 정의는 또한, 잘못된 행위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수립하는 것을
추구하는 개념이다(Freeman 2008, 46). 과도기 정의에 대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정의가 특정 공동체 안에서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의의 실현을 위한
노력의 과정이라고 이해될 수 있다. 이 특징은 과도기 정의 연구의 대가인 법학자
인 테이텔(Ruti Teitel)도 확인하고 있다. 테이텔은 과도기 정의는 정의의 “불완전하
고 부분적인” 개념임을 지적한다(Teitel 2003, 76).
한편, 권력에 초점을 맞추는 정치학에서는 정의는 정치적 권력의 하나의 반영물
로 인식한다 (Nobles 2010, 167). 엘스터(Elster)는 정의와 공정성의 개념이 개별
행위자의 동기들을 형성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추구한다. 이 엘스터의 개념
은 이성(reason), 이익(interest), 감정(emotion)에 기반 한 것이다(Elster 2004, 80).
엘스터의 연구 이전에 정치학에서의 과도기 정의에 대한 연구는 민주화(Democratization)
연구에 함께 수반되어 나타난다. 그 대표적인 연구가 헌팅턴(Huntington)의 ｢제3
의 물결(The Third Wave)｣이다(Huntington 1991). 헌팅턴은 과도기 정의를 위한
결정은 결국 “권력의 분포(distribution of power)”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헌팅턴은 관련문제를 “고문기술자 문제(the Torturer problem)”라는 용어로 표현
한다. 새로 집권한 정치엘리트들이 처벌할 것인지 용서할 것인지, 아니면 처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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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사이에 새로운 방식을 채택할 것인지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선택의 기준은
결국 정치엘리트들의 이익이다. 헌팅턴은 정의는 정치권력의 하나의 기능이라고
결론을 내린다(Huntington 1991, 228). 권력의 작용에 의해 정의가 빨리 실현될
수도 있고, 전혀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 헌팅턴의 주장은 민주화된 국가들의
다양한 민주화 경로에 따라 국가별 국내 정치적 상황과 권력구조는 달라지고, 그에
따라 과거의 인권침해문제에 대한 처리의 성공여부, 형태, 결과 등이 국가별로 달
라질 수밖에 없는 많은 사례들을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가해자를 바로 사법적으로
처벌할 수도 있고, 사면을 할 수도 있으며, 사법적 처리 없이 진실위원회의 구성을
통해 진상규명만 시도할 수 있고, 그 진상규명이 실패할 수도 있다. 이런 다양한
형태의 과도기 정의 실현을 위한 노력은 결국 국가별 정치권력 작용에 의해 결정
된다. 과도기 정의 실현을 위한 처벌과 피해보상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경우라
고 하더라도 정치는 모든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Vinjamuri and Snyder
2015, 304). 이후 정치학분야에서 과도기 정의에 대한 연구에서는 충돌이후, 권위
주의 이후 정의실현에 있어서 법과 정치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많이 나타났다.
연구경향은 개인의 법적 책임성으로 전환과 책임성을 위한 규범(norms)들과 제도
들의 발전을 설명하려고 노력하여왔다. 재판과 다른 형태의 책임성을 묻는 이행을
형성하는 데 있어 정치의 역할을 강조하고, 뒤이은 잔혹행위를 억제하고, 법의 역
할을 강화하고, 민주주의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 규범과 책임성을 위한 제
도를 강화하기 위한 책임성의 여러 형태들의 결과를 보여주는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Vinjamuri and Snyder 2015, 304-305).
과도기정의관련 연구경향들은 크게 두가지 흐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행위자, 권력, 이익, 제도, 행위의 규칙, 그리고 결과를 형성함으로써 사회적 그리
고 정치적 실체를 구성하는 법을 포함한 규범에 대한 담화를 가정한다. 이들은
사회 구성주의자(social construtivist)적 시각을 공유한다. 이 관점은 정의가 이끌어
나가고, 정치가 따라온다고 시사한다(Finnemore&Sikkink 1998, Sikkink 2011).
다른 한편에서는, 권력이 있고, 경제적 이익을 근거로 한 정치연합이 자신들이 원
하는 법적 규칙과 제도를 갖는다고 가정한다. 현실주의자, 진보주의자, 막스주의자
들의 시각으로서 이 관점 하에서는 정치가 이끌고, 정의가 따라온다(Huntington
1991, Zalaquett 1995, Snyder & Vinjamuri 2003, Nalepa 2010). 이 같은 논쟁적
지점도 있지만, 많은 학자들은 법적 그리고 정치적 메커니즘 모두 그 자체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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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결과를 형성한다고 가정한다(Kerr 2004, Simmons 2009, Howse& Teitel 2010,
Nettelfield 2010, Ainley 2011). 정치 전략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서 법을 발전시키고 배열하려고 노력한다. 반대로 법적 전략은 법에 의한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서 정치적 실현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이처럼 정치와 법
은 다른 조건하에서 다른 형태를 취하고 다른 상대적 우선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동시적으로 또는 연속적으로 상호작용 할 수 있다(Vinjamuri and Snyder 2015,
305-306). 과도기 정의에 대한 학술적 논의는 정의와 정치의 미묘한 관계 속에서
무엇에 더 중점을 두느냐에 그 토대를 가지고 있다.
한편, 국제과도기정의센터와 같은 국제적인 전문기관이 존재하고, 유엔차원에서
도 과도기정의의 개념정립과 적용의 대상을 넓히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유엔은 과도기 정의를 위한 노력을 촉진시켜나가고 있다. 과도기 정의를
유엔인권이사회(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UNHRC)의 주요이슈 중
의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1년 9월 29일 결의안 18/7을
채택하고, 3년 임기의 진실, 정의, 보상의 촉진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관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of truth, justice, reparation and guarantees
of non-recurrence)을 지명하였다. 그리고, 2014년 인권이사회 결의안 27/3을 채
택하여 특별조사관의 임기를 3년 더 연장하였다.4) 이 유엔인권이사회의 조치는
과도기 정의 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지하고, 실질적인 의미의 과도기 정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사로 이해될 수 있다. 2006년 11월 유엔
사무총장은 인권최고대표사무소(Office of the Unti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를 과도기 정의관련 이슈를 이끌어가는 기관으로 지정하였다
(UN Document, A/HRC12/18, 5).
사회주의 체제 붕괴이후 과도기 정의 실현이 가장 잘된 국가는 독일이다. 독일
의 과도기 정의 실현을 위한 기존의 평가는 어떠한가? 맥아담스(James McAdams)
는 가해자에 대한 사법적 처벌 시도와 재판은 가장 철저하게 추진되었다고 평가한
다(McAdams 2003, 59). 김하중 또한, 통일독일의 불법청산이 법치국가 원리를
충실히 준수하며 추진되었다고 평가한다(김하중 2013, 36). 카말리(Maryam
Kamali)는 독일은 정의(Justice)와 화해(reconciliation)를 위하여 이원적 접근을
4) 출처 : www.ohchr.org/EN/Issues/TruthJusticeReparation/Pages/Index.aspx. 검색일 –2016
년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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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하였다고 평가한다. 인권침해에 대한 기소, 구공산체제의 잔학행위를 기록하
기 위한 조사위원회 구성, 그리고 구동독 국가정보국의 기록을 공개하였다(Kamali
2001, 104). 하지만, 다른 국가들에 비해 강력한 처벌을 시도한 독일이었지만, 피
해자와 여론을 모두 만족시키지는 못하였다. 통일이후 구동독체제의 범죄들에 대
한 책임을 묻는 정의를 요구하는 성난 여론이 일었지만, 가해자 처벌은 그렇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다(Kamali 2001, 105). 카말리(Kamali)는 통일 후 독일의
구동독정권에 대한 과도기 정의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과도기 정의과정을 비교하
면서, 남아프리카는 집단적 책임성(collective accountability)을 통하여 정의를 추
구하였고, 구동독의 과도기 정의실현은 개인적 책임성(individual accountability)
를 통한 정의를 추구하였다는 차이점도 있고, 두 나라 모두 구정권에 의한 인권침
해사건들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데 초점을 두었다는 것에는 공통점이 있다고 분석
한다(Kamali 2001, 91-92). 전반적으로, 독일의 과도기정의 실현을 위한 노력은
다른 어느 국가에 비해 철저하게 준비되고 실행되었지만, 아쉬운 측면도 많이 발생
하였다. 한편, 과거청산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구도 있다. 로젠버그는 동독
과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를 비교하여 체제전환 이후 이들이 지향하는 민주주의
의 성패는 과거를 어떻게 청산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주장한다(Rosenberg 1995, 407).
구동독정권범죄에 대한 과도기 정의 실현을 위한 노력들에 대한 독일학자들의
연구는 아주 많이 존재한다. 모두를 살펴볼 수 없지만, 일부 주제에 대한 연구들을
통해 독일학자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우선, 나치청산과 비
교할 수 있다. 빌렌가(Friso Wielenga)는 동독과 나치가 전부 독재적 전체주의체
제였다는 점과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독재적 전체주의체제의 과거를 청산한다는
점에서 구동독 청산과 나치청산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두체제의 청산은
서로 평행할 수 밖에 없는 공통점을 가진다고 한다(Wielenga 1994). 반면에, 두체
제의 이데올로기적 차이, 통치체제의 차이를 강조하는 학자도 있다(Jesse 1992;
Probst 1993; Leggewie & Meier 1992). 나치청산과 동일하지 않더라도 나치청산
의 경험이 구동독정권범죄의 청산작업에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하다. 가장 뜨거웠
던 논쟁 주제는 탈출자 총격사살에 대한 정당화 사유로서 동독 국경법의 유효성에
관한 문제였다. 야곱스(G. Jakobs), 이슨제(J. Isensee)와 피로트(B. Pieroth) 등
많은 법학자들은 국경수비대의 처벌을 반대하였다. 특히 귀더센(Rüderssen)은 ‘제
한적 실증주의(restrictiven Positivismus)’을 주장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동독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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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법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Pawlik 1994). 대부분의 학자들은 법원리상 동독 국경
수비대를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법조인들을 중심으로 처벌 가능
성을 지지하는 주장들이 나오면서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었다. 더 학계에서 논쟁적
이었던 부분은 동독의 정권범죄에 대하여 연방형법을 적용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대별되는 주장은 내국이론(Inlandstheorie)에 근거할 것인가, 외국이론
(Auslandstheorie)인가이다. 내국이론은 통일조약에 의해서 서독이 동독의 형벌권
을 포함한 일체의 법적 지위를 승계하게 되었으므로 통일이후 동독은 내국이 되며
따라서 동독의 범죄는 국내범죄로서 연방형법 제3조를 직접 적용할 수 있다고 보
는 견해이다(König 1991, 570). 외국이론은 통일이전과 마찬가지로 통일 이후에
도 동독을 외국으로 취급하나 동독인을 연방형법 제7조의 독일인으로 이해한다.
여기에서도 두가지 주장으로 나뉜다. 하나는 동독주민을 원래 독일인으로 보는
견해(Liebig 1991; Mitsch 1992)와 다른 하나는 동독의 연방가입이후 독일국적으
로 신규로 취득한 독일인으로 봐야하느냐이다(Hurschka 1992). 이처럼 독일 사회
에서는 구동독 정권범죄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논쟁들이 벌어졌었다. 한국에서는
독일의 과거청산에 대한 논의는 독일사회에서 만큼 구체적이고 논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대체로 전반적인 평가를 하고, 관련 함의를 한국의 통일이후 제도화문제
에 끌어낼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독일의 통일이후
과거청산은 큰 관심사였고, 지금도 관심주제이다. 주로, 법학과 역사학분야 연구자
들이 주로 연구를 진행해왔다(김하중 2008, 2013; 이재승 2007; 정흥모 2015; 허
창운 1993). 김하중(2008, 2013)은 헌법 원리에 기반 하여 체제불법청산의 법적이
론을 정리하고, 통일독일의 불법청산과정과 주요 쟁점들을 상세하게 분석하였다.
이재승(2007)은 독일의 과거청산 과정에서 주로 형사처벌, 공소시효, 재심, 악법의
문제에 국한해서 검토한다. 논문은 독일 사례에 비추어 통일과정에서 한국은 포괄
적인 청산방식을 도입하고, 처벌보다는 화해와 통합의 원칙을 강조해야한다고 주
장한다. 정흥모(2015)는 독일 연방 하원의 앙케트 위원회가 동독의 사회주의 통일
당의 독재에 따른 구동독의 과거청산 작업을 진행하면서 이룬 성과들을 평가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통일이후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주는 시사점
이 많다고 평가한다. 허창운(1993)은 독일의 과거청산문제는 분화된 역사상을 구
축하고 독일의 이중적 과거의 무거운 짐인 나치즘과 국가사회주의를 공산주의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대조시킬 때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대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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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사례를 통하여 한반도에 적용 가능한 함의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학자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관련 자료수집과 연구들을 진행하였다. 법무부
에서는 “통일독일의 구동독체제불법청산 개관”이라는 자료집을 발간하였다(법무
부 1995). 형사정책연구원에서도 “통일 후 북한지역에 대한 불법청산 및 범죄자
처리방안연구” 연구보고서를 출판하였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8). 이처럼 통일
독일에서의 과거청산에 대한 한국의 관심과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어왔다. 최근에
는 과거청산과 더불어 불법청산 또는 과도기 정의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한국에서
가지는 함의를 좀 더 중심에 둔 관련 연구 자료들이 출판되고 있다(고상두 2007;
조정현 2014; 표명환 2012). 각 정부 또는 국책연구기관에서도 연구성과를 내고
있다. 통일연구원은 “한반도에 있어서 과도기 정의”라는 연구총서를 발간하였다
(통일연구원 2014). 그리고 법학자들을 중심으로 국내외 학자들이 “통일한국에서
의 과도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 in United Korea)”라는 학술단행본을 출판하
였다(Baek & Teitel 2015). 독일 사례를 분석하는 것에서 시작된 한반도 통일이후
과도기 정의실현에 대한 연구들은 이제 한반도문제를 중심으로 연구 성과물이 나
오는 단계로 연구결과가 축적되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는 해방이후 여러 가지
굴곡진 현대사로 인하여 과거청산이라는 개념으로 많은 사안들이 다루어져 왔다.
한국의 과거사청산은 대략 세 분류로 진행되어왔다. 우선 일제강점하의 친일행위
와 일제의 강제동원에 관련된 것, 두 번째, 해방 후 한국전쟁 중 이념대립으로
인한 양민학살에 대한 것, 세 번째,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일어난 인권침해를 규명
하는 것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관련된 현황과 과제들에 대한 연구들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김영수 2009, 2012; 김무용 2007; 안병욱 2010; 이광일 2004; 이영
재 2015; 이준식 2010; 이철호 2003; 정호기 2013; 한홍구 2008). 대체로 최근의
연구들은 그동안의 과거청산 작업, 과거사정리위원회 등의 활동들에 대한 평가
등의 사례들을 개괄하고 드러났던 문제점과 한계들을 지적하고, 통합과 진실규명
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과도기정의 실현의 사유는 국가
별로 다르고, 관련 사례도 방대하다. 따라서, 모든 사례를 분석하여 한반도 통일이
후 구 북한정권에 대한 과도기 정의실현에 참고사례를 삼을 수는 없다. 본 논문은
통일 이후 독일사회에서의 과도기정의실현을 위한 노력과 그 한계 등을 살펴보고,
한반도 통일 이후 과도기 정의 실현을 위한 노력에 어떤 요인들을 좀 더 중점적으
로 고려하여야 하는지 논의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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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서독의 구동독체제의 범죄 기록 보존 노력과
사법처리를 위한 노력
서독은 통일은 준비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동독과의 교류협력 정책만을 추진 한
것이 아니라, 동독 정부의 인권탄압 문제 등을 통일 이후 다루기 위하여 그 증거를
미리 수집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였다. 그 상징적인 기관이 ‘중앙법무기록
보존소’(Zentrale Erfassungsstelle)이다. 중앙법무기록보존소는 통일 이후 그 범죄
에 대한 형사소추의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목적으로 동독의 인권침해 사례
들을 수집하여 기록 ․ 보관하였다. 중앙법무기록보존소를 설치하게 된 계기는 다음
과 같다. 1961년 8월 13일 베를린 장벽이 구축되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1961년 10월 25일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각 주와 연방 및 서베를린의 법무
부장관들의 합동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서독의 공권력이 미치지 아니하
는 동독지역에서 자행되는 불법적 인권침해행위를 사후 형사소추하기 위하여 필요
한 증거자료의 확보를 임무로 하는 기관의 설치를 의결하고 동독과 가장 긴 국경
을 마주한 니더작센주에게 그 기관의 설치를 위임하였다(김하중 2013, 166). 초기
임무는 베를린 장벽이 형성된 이후 동독지역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행위들을 확인
하고 자료를 수집, 보존하는 것이었다. 이후 지속적으로 업무범위가 확장되었다.
1963년 10월 25일 연방법무부의 지시로 그 업무범위가 확장되었다.5) 그리고,
1968년에 더 업무범위를 확장하였다.6) 이처럼 서독 정부는 지속적으로 중앙법무
5) 1. 동독공산체제의 정책집행을 위하여 정치적 이유로 법적인 절차없이 자행된 인권유린적
살인, 신체상해 및 자유 박탈; 2. 인간의 존엄성과 법치국가의 기본원칙에 합치하지 않게
정치적 이유에서 과다한 형을 선고한 불법판결; 3. 소련점령지역의 정치적 억압체제의 표시
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로서 수사과정에서 자행되거나, 형사사법절차를 빙자하여 자행되거
나 또는 수형자에 대한 집행과정에서 자행된 가혹행위(김하중 2013, 168-169).
6) 1968년 8월에 다시 각주와 연방의 법무장관은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다수결로 중앙법무기록
보존소가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대상행위를 다음과 같이 확장하여 의결하였다. 1. 이주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관련하여 또는 공산체제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간의 존엄
성을 침해하려는 시도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살인 또는 살인기도행위; 2. 정치적 동기에서
말미암은, 인간성의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할 정도로 형이 과도한 불법판결; 3. 소련점령
지역의 정치적 억압체제의 표시로 인식될 수 있는 행위로서 수사과정에서 자행되거나 형사
사법절차를 빙자하여 자행되거나 또는 수형자에게 집행과정에서 자행된 가혹행위; 서독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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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보존소의 업무범위를 확장하면서, 이후 동독정부의 범죄에 대한 처벌의지를
확고히 하였다. 동독과의 교류협력정책이 활발히 진행되는 와중에 동독정부의 폐
지요구도 있었으나, 끝내 이를 물리치고 기관 활동을 보장하였다. 그 결과 구동독
의 지도부들은 통일이 되면 그들도 언젠가는 처벌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심리적
압박을 느꼈다는 평가도 있다. 실제로 1989년 11월 9일 동서독 장벽이 무너진
후 1990년 9월까지 약 2천명의 동독시민들이 서면으로 또는 직접 방문해 피해를
신고하였다(김하중 2013, 176).
하지만, 통일이후 서독정부는 처음에 구동독정권의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에 소극적이었다. 그 이유는 첫째, 나치에 대한 과거청산도 충분치 못했고, 분단시
대 동독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여러 분야에서 교류를 해온 것에 따른 부담이
있었고, 서독국민들은 공산독재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며, 구 공산세력의 책임
자들에게 승자의 관용을 베풀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상두 2007, 29). 그러나,
사법처리에 대한 강한 요구가 여론으로 형성되었고, 결국 사법처리를 시도하게
된다. 동독의 정권범죄를 처벌하기 위하여 전국 각주에 특별 수사부를 설치하고,
베를린에는 중앙특별수사부를 설치한다(Kittlaus 1993, 40). 중앙특별수사부는 다
른 주와 연방으로부터 210명의 수사관과 60명의 검사를 지원받아 총 430명의 수
사관과 80명의 검사가 업무를 담당하였다(Grasemann 1992, 29). 수사범위는 크
게 네가지 종류의 불법행위이다. 첫째, 동독을 탈주하려는 자에게 사격을 명령한
국가안보회의의 결의행위, 둘째, 국경수비대 병사의 총격행위, 셋째, 법률을 왜곡
하여 판결한 판검사들의 행위, 넷째, 선거조작과 같이 체제유지를 위해 행한 불법
행위 등이다(고상두 2007, 31).
한편, 과거 구동독의 국가가 내린 결정에 의하여 행해진 모든 행위가 불법적
행위가 아닌 것인지, 그 행위 자체가 가지는 보편적 인권과 윤리의 기준에서의
범죄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관련 논의가
논문의 주된 논리적 검토의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독일에서의 사례를 중심으로
무엇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지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 1992년 1월 20일 베를린지방
법원 제23형사합의부는 동독 국경법 제27조가 권리의 핵심영역을 침해하고 있어
‘법률적 불법’이라고 판시하였다.7) 반면에 1992년 2월 5일 제18형사합의부는 이
법 제220조의 a(민족모살), 제234조의 a(납치), 제241조의 a(정치적 무고) 소정의 범죄혐의
가 있는 행위(김하중 2013,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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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이 유효하다고 판결하여 논란이 되었다.8) 이에 대하여 연방최고법원은 1992
년 10월 3일 제18형사합의부의 판결에 대한 상고심에서 정당화사유는 제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9) 관련 논쟁은 최고법원의 판결이 나왔음에도 독일 사회에
서 논쟁이 상당기간 벌어졌다.10) 보편적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해당 국가의 법
률과 최고 권력집단의 지시에 의하여 합법화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정당화 되지는
않는다. 사후에 다른 보편적 인권을 근거로 하여 처벌되는 경우는 여러 국가들의
과거청산사례에서 많이 등장한다. 많은 정치적 논쟁과 법률적 근거에 대한 논의에
기초하여 사후적으로 다시 처벌되는 경우는 많다. 따라서, 독일의 연방최고법원에
서 법률적으로 최종판단을 한다고 해서 정치적, 사회적 논쟁이 사라지지 않고, 해
당 행위의 범죄성에 대한 판단은 지속되기 마련이다. 결국 법률적 판단이외에도
사회적 논쟁을 통해 사회적 판단도 뒤따르게 마련이다. 그래서 독일의 경우에도
사법적 판단 이외에 의회의 조사위원회 활동을 통해 사회적 평가를 내리는 과정을
거치게 된 것이다.

Ⅳ. 사법적 처벌과정에서의 제약요인
1. 구동독 정권 고위층 관련 범죄 처벌과정에서의 제약요인
구동독 전공산당 서기장이었던 에리히 호네커는 1971년 5월 3일 서기장에 오른
이래 1989년 10월 18일 제9차 독일통일사회주의당(SED) 중앙위원회 결정에 의하
여 모든 공직으로부터 축출될 때까지 18년간 구동독을 통치하면서 막강한 권력
행사했다. 구동독체제 하에서의 인권침해와 각종 사건의 최종책임자로서 그에 대
한 재판은 “세기의 재판”(Trial of the Century)으로 불리기도 했다. 호네커 재판은
7)
8)
9)
10)

LG Berlin Urteil vom 20. 1. 1992, JZ 1992, S.691.
LG Berlin Urteil vom 5. 2. 1992, JZ 1992, S.492.
BGHSt 39, 1; NJW 1993, S.141; Neue Zeitschrift für Strafrecht 1993, S.129.
동독의 정권범죄에 대한 사후적 처벌에 관련하여 주요 법률적 쟁점이 되었던 것은 준거법
의 결정, 정당화사유의 제한, 공소시효의 정지, 비례성의 원칙, 죄형범정주의 내지는 소급
효 금지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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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 형사재판절차를 거쳐 법치국가원칙에 따라 전 국가원수에게 법적 책임을
추궁한 드문 사례이다(법무부 1995, 407). 그에 대한 재판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한반도 통일이후 북한정권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재판을 진행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볼 수 있다.
첫 번째, 정권의 최종 책임자를 처벌하는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걸림돌은 그들
의 고령과 질병이다. 동독의 정권책임자 처벌에 있어서도 동일한 사유로 제약되었
다. 호네커를 비롯한 대부분의 전 정권 범죄에 대한 책임자들은 매우 고령이었다.
특히 호네커는 1912년 생으로 80을 바라보는 나이였고, 종양이 발견되고, 암말기
로 밝혀졌다. 호네커가 실각한 후 구동독 대검찰청은 1990년 1월 15일 반역, 직권
남용 및 횡령혐의로 그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여 1월 29일 호네커를 구속수감하였
다. 이후, 구동독 대검찰청은 동년 6월 29일 베를린장벽 및 내독국경에서의 총격,
지뢰 등에 의한 구동독 탈출자 살해혐의로 호네커에 대한 추가수사를 개시하기도
하였다(법무부 1995, 408-409). 하지만, 수사와 재판과정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호네커는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다. 호네커는 1990년 1월 10일 동베를린
국립병원에서 신장종양 제거수술을 받았고, 이후 간암말기로 밝혀졌다. 이후 서독
측 중심으로 진행된 재판과정에서 그의 고령과 질병으로 사법절차진행에 제약이
생겼다. 그 제약은 기소대상 사건의 축소에서부터 시작되었다.11) 검찰은 피고인들
의 고령, 증거확보상의 난점 등 현실적 제약으로 인하여 200여건 내지 400여건에
달하는 모든 사건을 기소할 수는 없었다. 68건만을 추출하여 공소장을 구성하였
다. 그러나 담당재판부는 1992년 10월 19일 공소허가결정시 68건 모두를 심리하
려면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가 호네커가 심리종결 전에 사
망할 것을 우려하여 검찰의 동의를 얻어 12건으로 공소사실을 감축하였다. 그리
고, 재판 신청과정에서 변호사들은 고령과 병으로 사유로 공판중지 및 구속취소
신청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변호사들은 호네커가 간암말기 환자로서 사망이 임박
11) 호네커 재판의 의 공소사건은 1992년 5월 12일 베를린 검찰의 기소당시 피해사건은 총
68건, 10월 공판개시허가결정시 12건, 1993년 호네커 석방 이후 다시 10건으로 감축되었
다. 1961년 장벽 설치이후 1989년 장벽 붕괴까지의 28년 동안 사살 또는 지뢰 등에 의하여
사망한 탈출자는 내독국경에서 109명, 베를린 장벽에서 78명 등 총 187명으로 공식 집계되
어있다. 그러나 이는 잘츠기터(Salzgitter)의 중앙법무기록보존소(Erfassungsstelle)에 등록
된 사건수 만이므로 파악되지 아니한 사건을 포함하면 대략 400여건 이상이 될 것으로 추
정하고 있다(법무부 1995,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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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므로, 공판을 중지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1993년 1월 6일 구치소 의무실장
으로부터 담당재판부에 호네커의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더 이상 구속상태를 유지하
기 어렵다는 내용의 긴급서신이 제출되었다. 1월 7일 15회 공판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호네커의 공판은 열리지 못하였고, 1월 12일 베를린주 헌법재판소가 호네커
에 대한 공판중지와 구속취소를 명령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호네커 이외의 정권
고위층 처벌에도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였다. 1989년 10월 17일 호네커의 정치국이
몰락할 당시 호네커 외 20명의 정치국원과 5명의 후보위원이 정치국에 소속되어
있었다. 이들 중 호네커외 6명의 정치국원이 사망하였고, 나머지 정치국원 중에서
5명이 변론 무능력, 고령 및 질병 등의 이유로 아직 동서독 국경에서의 살인사건에
대하여 기소되지 않았다.12)
두 번째, 주변 강대국 또는 제3국의 개입이다. 한반도 문제가 주변 강대국에게
중요한 안보문제이기 때문에 주요문제에 있어 주변 강대국의 개입이 예상된다.
이는 과도기 정의 실현을 위한 정권책임자 처벌문제도 포함될 것이다. 그리고,
처벌대상자의 제3국으로의 피신 또한 일어날 수 있다. 실제로 구소련은 호네커
처리문제에 개입하였다. 호네커는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구속수사를 피하기 위
하여 소련군병원으로 피신을 하였다. 호네커는 1990년 11월 30일 베를린 티어가
르텐구법원(Amtsgericht)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을 때 처인 마고트 호네커와 함께
벨리츠(Beelitz) 소련군병원에 은거하고 있었다. 호네커는 1990년 1월 10일 동베
를린 국립병원에서 신장종양 제거수술을 받은 후 동년 1월 29일 퇴원, 퇴원과 동시
에 구동독 대검찰청에 의하여 동베를린 룸멜스부르크(Rummelsburg) 구치소에 구
속수감 되었다. 그러나 변호인들의 구속취소신청에 의하여 익일 석방된 호네커는
12) 1981년부터 독일사회주의통일당 할레(Halle) 지구위원장이었던 한스-요아힘 뵈메(Hans-Joachim
Böhme, 65세), 1983년부터 독일사회주의통일당 마그데부르크(Magdeburg)지구위원장이었
던 베르너 에버라인(Werner Eberlein, 75세), 1976년부터 제1부수상이었던 베르너 크롤리
코프스키(Werner Krolikowski, 67세) 1976년부터 독일사회주의통일당 칼-막스시(햄니츠)
지구위원장이었던 지그프리드 로렌쯔(Siegfried Lorenz, 64세) 및 1968년부터 제1부수상이
었던 알프레드 노이만(Alfred Neumann, 85세)이 그들이다. 그리고 나머지 정치국원 중 8
명이 베를린검찰당국에 의해 기소되었는바, 그 중 전수상 빌리 슈토프(Willi Stoph)와 전국
가공안부장관 에리히 밀케(Erich Mielke)에 대한 재판은 1992년부터 1994년까지 고령(슈토
프가 80세, 밀케가 87세) 및 질병에 의한 변론무능력을 이유로 중지되었고, 에곤 크렌츠
(Egon Krenz), 귄터 샤보프스키(Günter Schabowski), 쿠르트 하거(Kurt Hager), 귄터 클라
이버(Günter Kleiber), 에리히 뮤헨베르거(Erich Mücgebberger) 및 호르스트 돌루스(Horst
Dohlus)에 대한 재판만이 진행되었다(법무부 1995,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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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 마고트 호네커(Margot Honecker)와 함께 동베를린 북부지역 로베탈(Lobetal)
사제관에 머물다가 동년 4월 3일 포츠담 소재 베일리츠(Beelitz) 소련군병원으로
거처를 옮겼다. 이후 소련 지도부에 의해 호네커는 모스크바로 피신한다. 고르바
쵸프(Mikhail Gorbachev)는 1991년 3월 13일 호네커로 하여금 소련군용기편으로
모스크바로 탈출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고르바쵸프가 계속 집권하였다면, 아
마 호네커는 소련에서 여생을 마쳤을 것이다. 1991년 8월의 소련에서의 쿠데타로
실권이 옐친(Boris Yeltsin)에게 넘어갔고, 옐친은 11월 16일 호네커에게 12월 13
일까지 소련을 떠날 것을 요구하였다. 1992년 7월 29일 호네커가 베를린 티겔공항
에 도착하였고, 베를린 모아비트교도소에 수감되었다(법무부 1995, 433). 과거 구
정권과 가까운 주변 강대국 또는 처벌대상자들의 제3국으로의 피신으로 인한 처벌
대상자의 신병확보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사법적 절차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생
긴다.
세 번째, 재판부 구성과 진행에 있어서 공정성 시비가 있었다. 1992년 11월 16일 월요
일에 열린 제2회 공판에서 호네커 변호인단은 재판부 기피신청(Befangenheitsantrag)을
제출하였다. 신청이유에는 다섯 가지가 제시되었지만 주된 이유는 중립성 결여였
다. 즉 베를린지법이 피고인이 재판 종료시까지 생존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실한
경우 재판을 중단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평소 투철한 반공주의자
로 알려진 브로이티감 재판장에게 사건을 배당하여 호네커 사망 이전에 재판을
급속히 진행함으로써 유죄판결을 선고하기 위하여 미리 사건배당을 조작하였고,
재판부는 호네커의 건강상태에 관한 감정서 채택과정에서 의사의탁상감정서를 근
거로 호네커의 소송행위능력을 과대평가하였다는 것이다(법무부 1995, 435). 이후
다시 1992년 12월 21일 11회 공판에서 호네커 변호인단은 재차 재판장 기피신청
을 제기하였다.13) 12월 23일 12회 공판에서 다시 호네커 변호인단은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을 제출하는 한편 재판부의 구속취소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베를린 주최고법원에 제출하였다. 기피신청이유에서 변호인단은 전회 기일에서
보여준 재판장의 비상식적 행동과 법정에서의 거짓말을 근거로 제시하였다.14) 결
13) 이유는 재판장이 12월 17일 제10회 공판일 저녁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호네커에
대한 감정결과를 놓고 인터뷰를 하였다는 것이었다.
14) 기피신청이 제출되었으므로 그 대상이 된 재판장 자신은 기피신청심사에 참여할 수 없었
다. 따라서 재판장은 두 명의 배석판사들이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에 관하여 합의하는 동안
합의실을 나와 법정에 있어야만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장은 유명인사 친필서명을 수집하는

154 국가전략 2016년 제22권 3호

국 1993년 1월 5일 14회 공판에서 브로이티감 재판장은 휘하의 배석판사들에 의
하여 자신을 호네커재판으로부터 배제한다는 치욕적인 결정을 받게된다(법무부
1995, 444-446).

2. 국경수비대사건과 국가공안부관련 범죄 처벌에서 드러난 제약요인
구동독 국경수비대에 의한 국경살해사건은 독일에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949년초 부터 1961년 중반까지 약 250만명의 독일인이 구동독에서 서방으로 탈출
하였다. 1949년부터 1990년 6월 30일까지 국경을 탈주하다가 동독 측의 총기사용으
로 사망한 사람은 총 197명으로 내독간 국경에서 119명, 베를린 주변에서 78명으로
공식 집계되어있으며, 잘츠기터 중앙법무기록보존소(Salzgitter Erfassungsstelle)의
기록에 의하면 1961년부터 1990년 6월 30일까지 국경에서 탈출을 기도하다가 총
격이나 지뢰 또는 자동발사장치에 의해 탈출이 좌절된 예는 총 4,444건에 이른다
(통일원 1993, 298). 따라서, 국경수비대에 의한 동독주민 살해사건은 매우 중요한
과도기 정의 실현의 과제로 등장하였다. 통일 전 서독정부의 입장은 국경탈주자에
대한 사살행위를 반법치국가적, 반인권적 행위로 규정하며 증거의 수집, 기록에
노력하면서, 이 사살명령을 내린자로부터 집행한자는 꼭 처벌해야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연방대법원의 판례에도 일관해서 순수한 국가영토탈출의 경우에 있
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사살하는 것은 기본적인 법치국가원칙에 위반한 것으로
보고 연방형법에 따라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었다(법무부 1995, 513-514).15) 하지
만, 통일 이후 국경수비대원의 처벌가능여부에 대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취미 가진 한 참심법관의 부탁 받고 호네커 변호인단에게 호네커의 친필서명을 받아줄 것
을 요청하였다. 이 행위만으로도 판사의 품위와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될 수 있었다. 그러
나 재판장은 더 나아가 공판이 재개된 직후 조금 전 호네커변호사와 무엇에 관하여 협의하
였느냐는 플뢰거 변호사의 질문에 대해 우편물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호
네커 변호인단은 잠시 후 호네커에 대한 공판의 계속 여부에 관하여 긍정적인 결정이 내려
질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있었던 일을 숨기고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호네커
에 대한 공판을 계속한다는 결정이 나오자 호네커 변호인단은 일종의 보복조치로서 다음기
일에 기피신청을 제출함으로써 이 사실을 공개하였다. 재판장이 공개된 공판정에서 피고인
인 호네커의 서명을 받고자 하였고, 나아가 변호사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였다는 내
용이었다(법무부 1995, 444-445).
15) 통일 이전 서독에서는 국외여행 및 이주금지 시행을 위한 조치는 정치적인 근거에 의한것
으로서 형법상 불법에 해당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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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wlik 1994, 472).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은 국외 여행 및 이주의 권리는
기본권으로서 국제법에 근거한 유엔의 인권규약에 의해서도 보장된다. 따라서 구
동독의 법규는 법치국가적 원칙과 국제법에도 반한다고 보고, 위법한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이에 반해, 형사처벌 불가론은 체제경쟁에서 열세에
있던 동독이 장벽을 건설하고 지키려 한 것은 체제유지를 위한 방어적 조치였고,
국경에서의 사살명령은 냉전기간 중 일반적인 상황이며, 주권을 가진 국가는 국경
에 병사를 배치하고, 국경탈출을 막을 권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관련 논쟁은 어느
한쪽으로 정리되기 힘든 사항이고, 각자의 논리가 있었다. 중요한 것은 정치적으
로 무엇이 옳다고 주장하기 힘든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통일 후 국가의
안정과 국가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높이면서, 피해자들과 시민들의 정의에 대한
가치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람페(Lampe)는 동독불법 청산을 위하여
형법상 어려움을 지적하며, 인간의 존엄성과 같은 몇몇의 영원한 가치들은 법률이
그 가치들을 보호하지 않았거나 그것의 침해를 조장한 경우에는 동독에서도 효력
을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동독 정권범죄의 형법적 청산을 손아귀에 ‘권력의
스위치’를 가지고 있었거나 체제의 수뇌부로 편입되어 있었던 소수 집단에 의하여
장악된 영역에 집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김하중 2008, 104).
그리고, 국가공안부(Ministerium für Staatssicherheit; MfS, Stasi)는 구동독의
대내외적 안전보장을 위해 활동하던 중앙의 정보탐지 및 방위기관이었다. 이런
목적을 위하여 대외적으로는 타국가 기관의 계획 ․ 활동에 관한 정보를 탐지하고
외국의 정보활동을 저지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구동독 주민에 대한 철저한 감시
와 억압을 통하여 구동독 내 사회질서를 전복하려는 모든 활동을 방지함으로써
구동독 공산당정권 유지에 기여하였다. 이 임무수행 과정에서 국가공안부는 수많
은 불법행위를 자행하여 반법치국가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여왔다. 국가
공안부에 의해 자행된 불법의 유형은 대내적으로는 체제유지를 위한 목적 하에
구동독 주민에 대한 억압과정에서 행한 반법치국가적 범죄와 대외적으로는 구서독
의 안전을 위협할 목적하에 구동독 주민에 대한 억압과정에서 행한 반법치국가적
범죄와 대외적으로 구서독의 안전을 위협할 목적 하에 체제경쟁의 수단으로 감행
된 간첩행위로 대별해 볼 수 있다. 반법치국가적 범죄란 민주주의적 법치국가에서
는 제한될 수 없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유린한 행위를 의미하며, 국가공안부와
관련하였는데 그 활동 중에 자행된 살인, 살인교사, 불법감금 ․ 고문, 불법도청 ․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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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물검열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통일 이후 연방정부가 과거 구동독에서 행해진
불법행위의 청산을 법치국가확립을 위한 전제요건으로 명시함에 따라서 종래 불법
체제의 상징이었던 국가공안부와 그 소속원의 처리문제가 새로이 대두되었다(법
무부 1995, 659).
첫 번째, 호네커 재판과 같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로 인한 재판의 신뢰성
하락문제가 발생하였다. 1991년 9월 2일 국경수비대원에 대한 첫 번째 재판이 시
작되었다. 재판결과 장벽에서 마지막 희생자였던 20살의 크리스 구에프리(Chris
Gueffroy)를 사살한 것에 대한 유죄선고를 이끌어내었다. 하지만, 재판 첫날부터
재판은 논쟁에 휩싸였다. 재판장인 시어도르 시델(Theodor Seidel)의 신뢰성은
그가 한때 동독밖으로 주민들을 탈출시키는 단체에 속했었고, 재판에 다한 편견이
있을지 모른다는 말들이 퍼지면서 즉각 손상되었다. 그 문제에 대하여 시델 판사
는 자신의 정치적 감정을 재판에서 숨기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않았다. 결국
문제는 더 심각해졌고, 시델은 결국 광분한 언론으로부터 자신의 법정을 지킬 수
없었다(McAdams 2001, 31).
두 번째, 구동독 정부의 공무수행행위에 대한 사법적 처벌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실제로 중요한 쟁점이었음에도, 국경수비대 사건과 국가공안
부사건은 고위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많은 비난이
뒤따랐다. 중앙기록보관소의 자료수집 등을 오래 진행하였음에도 국경살해사건과
관련한 책임자처벌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독일 헌법재판소의 위헌판
결로 인하여 국경수비대원도 고위책임자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였다. 유죄를 선
고받은 수백명의 전직 동독 국경수비대원들과 고위책임자들은 대부분 집행유예나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이 기소는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Kamali 2001, 105). 국가
공안부관련 사건은 1990년부터 1995년까지 독일 연방대검찰청은 국가반역죄와
비밀간첩행위 혐의로 약 6,000건 이상의 수사절차를 개시하였으며 그중 약 3,800
건 정도를 각 주검찰청으로 이송하였다. 통일 직후 연방대검찰청은 국가공안부
정찰총국의 소속인원 약 4,500명 중 연방헌법수호청의 기초자료를 근거로 하여
611건의 수사절차를 개시한바 있으며, 이 수사절차는 1991년에 1,220건으로 증가
되었다. 1995년까지 연방대검찰청은 국가공안부 고위직 요원 44명 및 비정규직
요원 9명에 대해서 기소하였으나, 이중 재판절차가 진행되기 이전에 고소취하 또
는 절차중지 등을 이유로 다시 14건의 절차가 종료되기도 하였고, 1995년까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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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국가공안부 고위직 요원과 2명의 비정규 요원에 대해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
(법무부 1995, 661-663). 유죄인정비율이 매우 낮다. 하지만, 국가공안부 관련된
반법치국가적 범죄에 대한 처벌에서 제약요인이 발생하였다. 주권국가의 공무원
의 공무수행을 처벌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이에 대한 사회적
논쟁도 벌어졌다. 국가공안부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 및 기소는 베를린 주최고검
찰청내 정권범죄특별수사본부(Arbeitsgruppe Regierungskriminalität)가 담당하
였다. 1992년 3월까지 정권범죄특별수사본부는 국가공안부와 관련하여 5건의 촉
탁살인(Auftragtötung)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하였고, 1994년 불법감금, 협박,
위증 등의 범죄혐의로 모두 6건에 대하여 수사절차 진행하였으나, 주권국가의 공
무원이 공무수행의 일환으로서 구동독 내에서 행한 행위를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베를린 주최고법원이 평등권에 반한다는 이유로 간첩처벌의
위헌성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한 학계와 법조계의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었다(법무
부 1995, 673). 결국, 1995년 5월 15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구동독주민으로서 구서
독 또는 구서독의 우방국에 대하여 간첩활동을 하였던 자에 대해 향후 더 이상
국가반역행위 및 비밀첩보기관의 간첩활동을 이유로 형사소추할 수 없다고 결정하
였다. 이 결정을 통하여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국가공안부 간첩의 형사소추에
난점이 있음을 인정하였다(법무부 1995, 697). 국경수비대 재판은 또한 기소가
낮은 계급이나 지엽적인 장교들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졌고, 고위 책임자들 중
많은 이들은 모두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보편적인 인식을 형성하게 하였다. 불공
정함에 대한 이 인식은 많은 이들이 기소된 국경수비대원들이 희생양으로 비춰지
게 하였다. 따라서, 국경수비대관련 재판들은 개별적 책임성에 대한 진실을 추구
하는 것으로 인식되지 않았다(Kamali 2001, 107).

Ⅴ. 독일의회조사위원회활동: 처벌이아닌화해를위한조사
독일 연방의회(the German Federal Parliament, the Deutscher Bundestag)는
1992년 3월에 구동독 반체제인사였던 라이너 애플만(Rainer Eppelmann)이 이끄
는 조사위원회(The German Inquiry Commission (Enquete-Kommission))를 구
성하였다. 애플만은 첫 회의에서 위원회의 목표는 또다시 독재정권이 생겨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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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도록 하는 것이며, 화해를 위한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라고 하였다(Epplemann
1994, 206). 첫 번째 조사위원회는 “독일에서 사회주의통일당(SED) 독재의 역사와
결과에 대한 탐색(Aufarbeitung der Geschichte und der Folgen der SED-Diktatur)”
으로 명명되었고, 보고서 작성을 임무로 부여받았다. 이 위원회는 1995년 두 번째
위원회로 이어지는데, 두 번째 위원회는 “독일 통일과정에서 동독 사회주의 통일
당의 유산 극복(Überwindung der Folgen der SED-Diktatur im Prozess der
deutschen Einheit)”이라는 이름으로 1998년까지 활동하였다. 이 조사들은 단지
구동독에 대한 독일의 처벌의 철저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구동독의 과거에
대한 처리에서의 단지 구동독의 과거에 대한 것 보다 더 많은 이슈들에 대한 사실
을 포함한 많은 어려움들과 복잡성들 보여준다(Beattie 2008, 5). 조사위원회는
독일에서 구동독 사회주의통일당(Socialist Unity Party, SED) 정부 독재의 역사와
결과들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형성하는 임무를 가졌다(McAdams 2001, 3). 구
동독 사회 전반에 미친 공산주의자들의 효과를 상세하게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 최종 보고서는 750여페이지에 달하며, 구동독에서 공산주의 체제에
저항했던 1953년의 봉기를 기념하기 위하여 1998년 6월 17일에 공개되었다(Kamali
2001, 116-117). 1992년 5월부터 1994년 5월까지 전체 25개월 동안 16명의 하원
의원, 11명의 대학교수과 나머지 실무진들은 마치 마라톤처럼 44번의 공개청문회,
40번의 추가적인 비공개 세션, 150번의 관련 분과위원회의 청문회를 실행하였다.
총 327명의 학자와 증인이 과거 역사에 관한 발언을 하였고, 148명의 전문가로부
터 소견서를 받았다(Grünbaum 1996, 112).
우선, 의회 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당파적으로 재단해서는 안된다. 정상적인 활동
을 위하여 당파적 논쟁을 지나치게 확산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독일의 진실
위원회 설립을 위한 초기 의회의 논의에서 독일 사회의 당파적 시각의 차이를 확
인할 수 있다. 독일의 보수당과 일부 사회민주당(SPD)과 녹색당원(Alliance 90)들
은 위원회를 구동독 그 자체의 권위를 실추시키기 위한 것으로 생각했다. 이 관점
에서는 구 동독은 서독의 대안으로서 구성될 수 없는 완전히 불법 국가로서 보여
진다. 이 관점에 기초해서 모든 정당들은 당과 국가관계를 조사하는 것을 지지했
다. 반면에, 사회민주당와 녹색당은 있는 그대로의 구동독을 지적하고, 정당체계와
국가 그 자체 간의 구별가능성을 감안했다. 사민당과 녹색당 연합은 처음부터 “사
회주의통일당 국가(SED state)”와 “사회주의통일당의 불법국가(SED’s unlaw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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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를 조사해서 명확한 답을 만들기를 원했다. 보수당은 구동독의 독재체제와
국가 그자체로서의 존재를 구별하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구동독의 어떤 정통성도
부정했고, 사회주의통일당의 국가사회주의 프로젝트와 연관된 모든 사회주의의 변
형들을 부정하는 것을 추구하였다. 반면에, 민주사회주의자들은 상당한 의구심을
가졌었다. 의회 토론에서, 민주사회당(PDS)의 맑시스트 포럼의 강경파인 호이어
(Heuer, Uwe-Jens)는 조사의 결과는 이미 정해져있고, 다른 정당들은 이미 구동
독에 대한 자신들의 마음을 결정해놓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혁주의자들이나 왜
독일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때 적극적으로 사회주의의 목적을 지지했고,
구동독의 길에서 정확히 파시즘의 재앙에 대한 답을 보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위한
공간은 남겨두지 않는 그런 접근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하였다. 호이어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의회 토론에서 사회주의통일당과 구동독에 대한 가차없는 비판에도 불
구하고, 대부분의 발언자들은 구동독 국민다수를 위한 자신들의 동정적인 이해를
확실히 표현했다(Beattie 2008, 36-37).
두 번째, 위원회 구성문제이다. 위원회 구성을 위한 토론에서 정당들은 과거를
탐색하는 것은 구동독민이나 구서독민이 같이 추구해야하는 “전체독일의 일”이라
는 것을 동의했다. 하지만, 구동독의 과거 조사에 구동독 출신만으로 할지, 서독출
신도 함께할지는 정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였다. 위원회의 책임을
맡은 구동독 출신 에플만은 구동독의 과거를 다루는 일이 전체 독일의 일이 아니
라는 인상을 피하기 위해서 서독출신을 포함시키기를 요청했다. 애플만과 전체
위원회는 서독출신을 포함하는 것과 동독출신이 자율적으로 자신들의 역사를 탐색
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인상을 피하는 것 사이에서 섬세한 균형을 추구하였다. 위
원회의 32명의 의원들 중 21명이 구동독 출신이었으며, 서독출신이 우세한 전문가
그룹을 포함하여 전체 위원회 구성원 중 60%가 동독 출신이었다. 위원회는 독일
전체를 대표하는 구성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Beattie 2008, 41).
세 번째, 사법처리문제와 다른 중요한 문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첫 번째 위원
회는 6가지 주요 주제16)를 다루었다. 두 번째 위원회에서는 첫 번째 위원회 활동
16) 첫째, 사회주의통일당국가에서 권력구조와 의사결정구조와 책임성에 대한 문제, 둘째, 구
동독의 국가와 사회에서 이데올로기, 통합요소들, 그리고 징계실행의 역할과 의의, 셋째,
구동독에서의 법, 정의 그리고 경찰, 넷째, 동독과 서독간의 관계와 국제적인 조건들, 다섯
째, 사회주의통일당의 독재의 다른 측면에서 교회들의 역할과 그들 스스로 생각한 자신들
의 구상, 여섯째, 1989년 가을에 이탈의 가능성과 형태들, 그리고 저항 행태와 반대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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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보다 더 광범위한 현재에서의 과거의 결과들을 조사하고 추적하였다(Beattie
2008, 65-66). 진실위원회의 조사행위는 사법적 처벌이슈 이외에 정치적, 사회적
으로 중요한 반드시 정리하고 가야할 문제들을 다루어야 한다. 구동독 체제에서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가해자들이 가해자로서 기능하도록 만든 구조적이고, 체계
적인 시스템의 작동 등의 요소 또한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진실위원
회의 활동은 의미가 있어진다. 중요한 정치적 쟁점을 다루었고, 그로인해 조사와
피해자들의 의견청취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쟁점을 피해갈
수는 없다. 위원회는 1970년대와 1980년대 동독의 루터파 교회들의 행동들의 잘
못된 점들을 많이 발견하였다. 이 결과는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위원회는
분단된 독일의 역사에서 가장 논쟁적인 주제들 중 일부를 다루었다. 동독의 리더
들이 1949년에 분단된 독일을 지지한 동기는 무엇인가? 사회주의통일당은 모스크
바와의 관계에서 의미있는 자율성을 가졌었는가? 동독의 루터파 교회들은 자신들
의 교구민들이 사회주의통일당의 인권침해에 대한 환기시키려는 노력들을 어느
정도로 돕거나 방해하였는가? 등이다(McAdams 2001, 91).
네 번째, 피해자 중심의 조사활동이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조사의 목적 자체
보다, 피해자들을 돕는 것을 조사행위 정당화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상처를 들추
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감춰진 사실을 밝힘으로서 피해자들의 상처가 아무는 것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실제 독일의 진실위원회 활동 중 일부 조사위원들은 위원회
의 정상적인 기능은 의회에 정보를 제공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권고사항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도 하였지만, 대부분의 위원들은 일정하게 피해자들을 돕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입법상의 변화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부분적으로, 위원회활동
초창기에 더 집중적으로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청취하고 금전적이나 법적 정의보다
는 도덕적 또는 역사적 정의를 추구하는 것에 중점을 두기도 하였다(Beattie 2008,
65-66). 이러한 노력들은 증언에 나선 피해자들의 상처치유에 도움이 되기도 하였다.
위원회는 동서독 각 지역에서 온 327명의 증인들에게 증언의 장을 마련해줌으로써,
불의를 시정하는 임무에 대한 개인적 카타르시스를 주었다(McAdams 2001, 91).
다섯 번째, 가해자의 조사도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조사활동 중 가해자
또는 가해행위를 지켜본 증인들의 증언을 공개 또는 비공개로 청취하게 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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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가해자가 지나치게 언론에 노출이 되어 향후 사회 내에서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해서는 안된다. 중요한 것은 객관적 조사이지, 가해자에 대한
이중 처벌이 아니다. 위원회 조사활동의 목적은 결국 통일된 국가의 지속성과 사
회의 통합성을 강화하고,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화해와 용서를 추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가해자 또는 가해한 국가기관의 구성원 등에 대한 보호장치 또한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독일의회의 조사위원회 활동 사례를 통하여 몇가지 중요한 사항을
도출할 수 있었다. 조사위원회의 활동은 진실위원회(Truth Commission)으로서,
과도기 정의 실현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의미가 있었다. 조사위원회에 대하여
여러 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구동독의 과거를 청산하기 위한 독일의회
조사위원회는 “교훈적인 공공역사의 한 형태(a form of didactic public history”
(Charles Maier), 공식적인 공공 “역사 교훈(history lesson)”(Timothy Garton
Ash), 그리고 “도덕적 정의(moral Justice)”를 위한 하나의 노력(McAdams)으로
표현하였다(Beattie 2008, 7). 이 평가들은 진실위원회의 조사활동과 보고서 작성
등의 행위는 단순히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에 교훈을 남기고, 후대
에 교육이 되고, 그 노력 자체로도 정의 실현에 도움이 되는 행위라는 것을 의미한
다. 따라서, 진실위원회를 통한 조사와 정리는 과도기 정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Ⅵ. 한반도통일이후과도기정의실현을위한준비사항검토
북한정권 붕괴와 한반도 통일 이후, 북한정권에 의한 인권침해와 국가주도의
범죄적 행위의 피해자들의 진상규명의 목소리가 국내외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알려진 사항으로 정리해볼 수 있는 조사 사안들은 공개처형, 강제수용,
탈북자 사살 및 납치, 북한주민 또는 탈북자 재산몰수 등이 있다. 북한은 1951년부
터 공개처형을 실시하여왔고, 1997년 1월 국제사면위원회는 북한이 공개처형에
관한 특별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 전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시행되어온 공개처형의
실태를 폭로하기도 하였다. 강제수용은 현재 북한 지역 내에 6개 이상의 정치범
수용소가 있고, 약 20만명 정도의 인원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고,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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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간 약 40만명 이상이 수용소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하중 2013,
434 – 435). 그리고, 남한에 대한 연평도 포격과 같은 도발행위의 책임자에 대한
처벌, 국군포로문제, 납북자 문제 등의 사안들도 존재한다. 관련 이슈들로 인해
통일이후 남북 간의 사회통합은 더 많은 갈등을 수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과도
기 정의 실현을 위한 여러 제약 요건들 사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구체화 시켜나
가야 할 사항들을 정리한다.
첫째, 북한정권범죄와 북한 내 주민들에 대한 인권탄압문제 등을 다루는 국가기
관이 필요하다. 서독의 중앙법무기록보관소와 같은 증거수집과 기록보존 활동을
하는 기관의 설립과 활동이 필요하다. 최근 ｢북한인권법｣ 제정을 통하여 기본적인
남한 사회내의 합의와 기본적인 제도화는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기본적인 조
사, 연구기능을 하는 북한인권재단(제10조)이 설립되고, 북한인권기록센터(제13
조)가 북한 주민의 인권실태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 연구, 보존, 발간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 수집, 기록한 자료는 3개월마다 법무부에 이관하여
보존, 관리하게 되는데, 법무부의 담당기구는 향후 사법적 처리를 위한 증거로서
기능할 수 있는 정보를 분석하고 정리하는 것을 주 기능으로 해야될 것이다. 관련
사항에 대한 남한사회내의 추가적인 논쟁, 북한의 문제제기와 공세적 행동으로
인해 활동이 위축됨이 없이, 자료의 수집과 기록 등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야한
다. 북한정부의 붕괴 또는 한반도의 통일은 매우 먼 미래일 수 있기 때문에, 사법
적 처벌과 진상조사를 위한 준비과정에서 북한정권의 책임자들의 건강과 연령에
의한 제약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앞서 살펴본 구동독의 정권책임자 재판
에서 나타난 어려움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사전에 증거와 자료 수집을 철저히
한다고 하더라도 기소된 피의자의 고령으로 인한 건강악화와 그에 따른 처벌불능
상황의 발생할 경우 자세한 사항을 제대로 밝히고, 명확한 처벌을 내리는데 큰
제약이 발생하거나, 재판자체가 중단될 가능성도 크다. 정확한 자료의 정리와 수
집은 이 같은 제약이 발생하더라도 그동안 축적해온 자료들을 바탕으로 진상규명
과 역사적 평가를 제대로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북한 체제전환의 시나리오별 북한의 구 지도부 처리문제에 대한 정책대응
방안을 정하고, 관련 당사국과의 협상에 대한 기본 방안을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 북한 체제 붕괴 또는 한반도의 통일 이후 북한 정권의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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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국제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현재 한반도문제 관련 국가들 중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정권의 책임자를 자신들이 보호하려는 의도를 가질 수 있고,
또 북한 정권의 범죄적 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탈북자 처벌, 강제송환 문제
등 과거 자국과 북한정부간의 협력사항이 조사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적 행위로
비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북한 정권 책임자들의 사법적 처벌에 대하여 미온적
이거나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북한내부에서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 근접
한 중국과 러시아가 가장 먼저 북한 정권의 핵심인사들을 자국으로 데려갈 가능성도
있다. 구동독 사례에서 고르바초프가 호네커를 모스크바로 데려간 사실을 보았을
때 가능성은 있다. 이에 미국, 일본, 한국은 유엔인권결의를 근거로 국제형사재판소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에서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신병인도를 요구할
것이다. 유엔인권이사회는 2013년 3월 21일 북한내 인권 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DPRK))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결의안 A/HRC/RES/22/13을 통하여 북한인
권조사위원회에 체계적인 조사를 위임하였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2014년 2월
17일 A/HRC/25/63 조사보고서를 작성, 공개하였다. 북한 지역 내에서 ‘반인륜적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가 광범위하게 조직적으로 벌어지고 있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내 인권침해 가해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에 회부하도록 권고하였다.17) 하지만, 북한지역에 대한 자신들의
이권추구와 북한정권의 범죄행위에 자신들이 연관되었다는 증거 등이 나올 수 있
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는 이를 거부할 것이다.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문제제기
에 완전한 거부가 힘들게 되면, 자신들의 영향력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별도의 국제
재판소 구성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캄보디아 킬링필드관련 사법적 처벌은 별도
로 구성된 특별법정에서 진행된 선례도 존재한다. 관련된 협상은 현재의 6자회담
의 틀이 활용될 수도 있고, 미국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간의 양자협상을 통해 합의
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 국제정치적 갈등상황에서 한국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협상을 할 것 인지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
셋째, 한국 사법부는 관련 정책과제를 사전에 준비해야한다. 쟁점으로 등장할
17) 출처 : www.ohchr.org/EN/HRBodies/HRC/CoIDPRK/Pages/CommissionInquiryonHRinDPRK.
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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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법리해석의 문제, 준거법, 한국헌법의 적용, 소급적용의 문제 등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이는 법무부 차원에서도 법원과 공조하여 쟁점 사항들을
정리하고 사전 조사, 수사, 기소 등이 필요한 사안인지 등에 대한 적극적 활동이
필요하다. 한국에 들어와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과거문제도 중요한 이슈로 등장
하고, 한국사회내의 문제로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사전에 북한정부 붕괴와 한반
도 통일의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그 시나리오에 따른 법적 정비와 제도
화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생각지 못한 사법체계의 혼선으로 인하여 정치사회적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 주요 핵심 피의자에 대한 재판이 국제재판소에서 진행된
다고 하더라도, 한국에 있는 탈북자들과 북한의 도발에 의한 피해자들의 개별적,
또는 집단적 고소, 고발이 빈발할 것이다. 한국 법무부는 자체적으로 수집한 사안
들과 함께 관련 사례들을 사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인지를 분류하고, 사법처
벌을 진행함과 동시에 불기소된 사안에 대한 별도의 정리가 필요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서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선언하고 있다.18)
한반도 통일 이후 과도기 정의 실현을 위한 노력은 대한민국 정부의 의무이다.
법무부는 관련 기구 또는 전담부서를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고, 법원은 관련
문제를 다룰 법리연구와 전담 재판부 신설 등을 검토하는 등의 별도의 준비 작업
이 필요하다.
넷째, 민간분야 연구활동 및 조사활동 기관의 설립을 지원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민간분야의 조사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진
상조사와 사례모집, 자료축적에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사법적 처벌
이외에 진상조사를 위한 별도의 민관협력체의 조사 및 연구 활동을 지금부터 적극
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별도의 진상조사를 위한 의회 진실위원회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하다.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매우 많은 인권침해와 정권범죄
사례들이 존재하지만, 기간이 상당히 지난 사례의 경우, 사법적 처벌까지 가기에는
증거가 부족한 경우도 많다. 이런 사례도 기록하고 정리하여 대중에게 공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독일의 경우, 오랫동안 준비를 해와도 사법적 처벌이 가능한
18) 대법원은 대한민국만이 한반도 전 지역에서 ‘유일한 합법정부’이고 북한 정권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을 불법적으로 점거한 반국가단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김철수 2006, 112),
헌법재판소는 일관되게 북한의 국가성을 부인하고 반국가단체 또는 불법단체로 보는 입장
을 유지하고 있다(헌재결 1993. 7. 29. 92헌바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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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는 매우 적었다. 한반도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 사법적
처벌이 되지 않더라도, 자료를 정리, 기록하여 공표하는 것 또한 역사적 처벌의
한 형태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진상규명, 공개적 청문회 개최, 세밀한 보고서 작성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상처가 치유되고, 객관적 평가를
통한 역사적 정리가 가능한 것이다.

Ⅶ. 결론
본 논문은 북한의 체제 붕괴시 과거 북한정권의 범죄적 행위에 대한 처벌과 평
가를 하는데 있어 중요한 제약 요인이 무엇이고, 한국정부에서 준비해야할 특정
정책적 사안들을 도출하기 위하여, 통일독일의 사례를 검토하여 한반도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요인들을 도출하였다. 북한 정권의 붕괴와 한반도의 통일은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현재 북한정부가 지속적인 고립 하에서도
핵을 포기하지 않는 등 강경한 안보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이 상황이 언제 어떻게
변화, 또는 다른 단계의 문제로 전환될지는 알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고, 궁극적으로 지향해야하는 것은 한반도의 통일
과 평화적인 체제의 지속성 담보이다. 이를 위해서 과도기 정의 실현을 위한 노력
은 매우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이다. 과거 북한정부의 범죄적 행위에 대한 처벌은
향후 그 어떤 경우에서 국가가 정당하지 않은 권한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인권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각인시켜주는 효과도 존재한다. 그리고, 역
사적 정리를 통하여 향후 통일 정부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강화시키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카말리는 과도기사회에서의 정의에 이르는 것이 종종 문제가 될지라도,
새로운 민주주의 국가는 새 국가의 민주주의적 질서와 사회내의 각기 다른 구성원
들 간의 화해를 성취하기 위해서, 비록 불완전할지라도,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Kamali 2001, 92). 이같이 중요한 노력을 하는데 있어
서, 제도의 합리적인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합리적 청산 작
업을 방해하거나 제약하는 요인들을 사전에 검토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본 논문은 통일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체제전환시기 그 어느 국가보다 과도기 정의실현을 위해 노력한 독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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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관련 사법적 절차와 진실 조사활동에 제약요소로 작용하였거나, 중요한 기제로
작용한 요인들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제도화와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정
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후 관련 사례분석수를 넓혀 더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과도기 정의 실현은 국가별로, 사안별로 매우 다양한 처리방식을 보이
고 있기 때문에 관련 연구를 통하여 공통의 중요한 요인을 찾아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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