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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지금이 남북관계가 화해협력을 위한 교류와 협력의 시기라면, 이전의 적대관계 속에서
발전되었던 남북관계에 관한 법령체제는 거기에 맞춰 변화되고 있는가? 아마 누구도 속
시원하게 ‘그렇다’라고 대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금은 남북교류를 위해서 무엇이 필
요한지에 대해 고민해볼 때이다. 무엇보다 남북교류와 협력에서 최소한의 거래 안전이나
신변보호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북한주민에 대한 통제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통치권은 북한지역이나 북한주민에게 미치지 못한다. 이를 확보해 줄 수 있는 주체는 북
한이다.
헌법상 평화통일과제를 위하여 이제는 기존의 국가와 주권 관념을 뛰어넘는 새로운
공법적인 시도와 연구가 필요할 때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법령들을 보면, 북한과 북한
주민에 대한 법적인 인식이 아직 과거 한국전쟁 및 냉전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 1990년대 발전한 남북한 특수관계론도 이를 획기적으로 바꿔놓지는 못한 것 같
다.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의 제정은 우리 대북정책과 남북
관계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획기적인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만, 남북관계의 기본성격을
전환시킨 것은 아니었다.
앞으로 남북교류와 협력이 확대된다면 그 상대방은 주로 북한에 거주하는 북한주민들
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남북교류와 협력에 있어 북한주민은 누구이고 공법적으로
그들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일단 우리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북한주민은 당연히 우리 국민이다.2) 다만 북한지역은 대한민
국의 통치력이 미치지 못하므로 그곳을 외국으로 그리고 거기 거주하는 북한주민을 외국
1) 남북한 특수관계론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최대권, 남북합의서와 관련된 제반 법문제 -특히 특수관계
의 의미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 34권 3호(1993), 1 이하; 제성호, 남북한 특수관계론, 한울아카데미,
1995; 김승대, 南北韓間 特殊關係의 法的 性格에 관한 一考察, 법조 44권 3호(1995), 10 이하; 이효원,
남북교류협력의 규범체계, 경인문화사, 2006. 참조. 헌재 1997. 1. 16. 92헌바6 등, 판례집 9-1, 1; 2000. 7.
20. 98헌바63, 판례집 12-2, 52; 대법원 1999.7.23. 선고 98두14525 판결 등 참조. 이들 판례에 대한 평석
은 이효원, 판례로 보는 남북한관계,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2; 방승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남북
관계 관련 판례에 대한 헌법적 평가, 공법연구 39집 2호(2010), 203 이하; 박정원, 남북교류와 남북기본합
의서 : 헌재 2000. 7. 20. 98헌바63,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 위헌소원, 통일과 헌법재판 3 :
통일에 관한 헌법이론 및 헌법재판소 결정 연구,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8, 175 이하. 참조.
2)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누12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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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다.3) 그러나 북한주민에 대한 관련 법령을 보면, 우리 입법자
는 북한주민을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정의하는데 상당히 소극적이다(Ⅱ).
기본적으로 남북교류와 협력의 주체는 남과 북의 주민이 되어야 한다. 그들의 남북교
류와 협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책임은 국가, 즉 우리 정부에게 있다.4) 남북한 주민의
자유의지에 의한 교류와 협력을 현실화하고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법 현실을 극복해
야 한다. 국가에게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현실은
북한지역과 북한주민에게 우리 정부의 통치권이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남북
교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줄 수 있는 방법은 남북한 간의 합의를 통해서이다. 이를 문
서화한 것이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관계발전법’)에서 정의하는 남북합의
서이다. 즉, 남북합의서를 통하여 - 비록 불완전하지만, - 남북교류가 보장될 수 있다. 이
제 중요한 것은 관점이다. 우리 정부의 관점에서 보면, 남북교류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세
개의 공법적 관계가 나온다. ① 우리 정부와 (남한의) 우리 국민; ② 정부와 북한주민; 그
리고 ③ 정부와 북한, 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아래 그림 참조]

남한

북한

①
남북교류

국민

 교류ㆍ협력 





민주ㆍ법치

남북관계

③

②




지배ㆍ대표



대한민국

북한주민


합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그림 1> 남북관계와 남북교류

3) 2004년 대법원의 소위 ‘대북송금사건’,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2005년 이 사건에서
제기된 위헌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인 헌재 2005. 6. 30. 2003헌바114, 판례집 17-1, 879 참조; 그
외 헌재 2006. 7. 27. 2004헌바68, 판례집 18-2, 80 등 참조.
4) 평화적 통일의 과제와 국가의 보장의무에 관해서는 김현귀, 남북방송교류의 헌법적 의의와 과제, 언론과
법 17권 3호(2018), 95-101 참조. 더 자세한 내용은 김현귀, 남북방송교류에 관한 헌법적 검토, 헌법재판
소 헌법재판연구원, 20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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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에서 ①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바탕하여 민주주의와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지배되는 우리 헌법상 공법관계이다. 그러나 ②와 ③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ㆍ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하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이후 정립된
‘남북한 특수관계론’으로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 남북교류의 상대방이 되는 북한주민은 누구인가? 그들을 대표하는 북
한은 또 우리에게 무엇이고,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해 그리고 북한주민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때 국가의 행위는 공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 행위인가? 이
런 질문들에 답하지 아니하고는 민족 내부의 거래는 무엇이고, 제3국과의 거래와 무엇이
다른지 법적으로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질문은 주권, 지배, 통치, 대표, 공
법관계 등과 같은 공법의 기초 개념들과 관련된다.5) 남북한 특수관계론이 이미 확립된
패러다임이라면, 공법적으로 이런 질문을 통하여 이를 구체화하는 이론과 실천의 작업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주민의 지위에 관하여 미래지향적으
로 검토해 보는 것이다. 미래지향적으로 북한주민의 지위를 공법적으로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지 검토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북한주민에 대해 우리 법률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현재 변화된 북한과 북한주민의 현실에서 그
것이 여전히 타당한지 짚어 볼 것이다(Ⅱ). 그리고 본 연구에서 북한주민의 공법적 지위
를 파악하기에 적합한 법적 정의를 해 본다(Ⅲ). 한편 남북관계에 관한 법령을 지도할 헌
법이론은 아마도 남북한 특수관계론일 것이다. 구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대의 변화에
맞춰 북한주민의 법적인 지위를 지도해가기 위해서는 우선 남북한 특수관계론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으나 독일은 우리보다 앞서
통일을 한 국가로서 배울 것이 많다. 과거 독일의 동서독 특수관계를 비교해 살펴보고
우리의 남북한 특수관계론에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 볼 것이다(Ⅳ). 더 나아가, 남과 북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적으로 통일을 위한 한 과정으로 본다면, 이 과정에서 변화할 수 있
는 북한주민의 지위를 법적으로 고민해 봐야 한다(Ⅴ). 앞으로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북한주민에게 새롭게 부여할 수 있는 법적인 지위의 조건과 범위 그리고 한계에 대해서
도 공법적으로 고민해 보는 작업을 할 것이다.
5) 이들 공법의 기초 개념들에 대한 해설은 Martin Loughlin, The idea of public law, Oxford: Oxford Univ
ersity Press, 20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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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우리 법령상 북한주민의 정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남북교류협력에 있어서 국가는 공법적으로 국민에게 무엇을 보장해 줄 수 있는지, 무
엇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지, 또 국가가 북한에 대해 혹은 북한주민에 대해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으며 그 행위는 공법적으로 어떤 성질을 가지는지 등과 같은 의문에 답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우리 법률상 북한주민이 누구인지에 대해 정리해야 할 것이다. 일단 우리
법률은 북한주민과 북한출신의 동포 등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이
는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가 민족공동체의 구성원에 포함될 수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법
적으로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작업이다.

1. 남북교류협력법상 북한주민
가. 남북교류협력법상 남북교류
남북교류는 남과 북의 주민이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는 것을 통칭한다. 남북교류협력법
제3조는 “남한과 북한의 왕래ㆍ접촉ㆍ교역ㆍ협력사업 및 통신 역무(役務)의 제공 등 남한
과 북한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이 법률의 목적 범위
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남북교류협력
의 유형을 “왕래ㆍ접촉ㆍ교역ㆍ협력사업 및 통신 역무의 제공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6)
남북교류협력법에서 규율하는 왕래ㆍ접촉ㆍ교역ㆍ협력사업 등의 주체는 법인ㆍ단체를
포함한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다. 그리고 남북교류협력법상 정부(주로 ‘통일부장관’)는 남
북한 주민의 교류와 협력을 승인하고 보장한다. 다만 현 단계에서는 무제한적인 북한과
6) ‘왕래ㆍ접촉’이란 남북한 주민의 방문과 남북한 주민 사이의 접촉을 말한다. 그리고 남북교류협력법상
‘교역’이란 남한과 북한 사이에 물품 및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반출ㆍ반입하는 것이다(법 제2
조 2호). 여기서 반출ㆍ반입이란 북한 또는 남한의 주민이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 등
을 목적으로 교역물품 등을 이동하는 것으로 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것을 포함한다(법 제2조 3호). 이
‘교역’은 대외무역법 제2조의 ‘무역’에 대응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협력사업’은 법인ㆍ단체를 포
함한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
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2조 4호).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법은 남북교류협력의 각 유형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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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접촉이나 교류가 국가의 안전보장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유지에 부담이 되거나 평화
적 통일의 과정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7) 이런 현실 판단 하에서 보면, 접촉ㆍ교류의
목적 및 안전의 보장을 위하여 정부의 개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는 궁극
적으로 남북한 주민의 교류와 협력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남북교류협력법은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정부의 조정과 규제를 규정하고 있다.8)

나. 북한주민에 대한 정의
원칙적으로 남북교류는 남과 북의 주민에 의하여 주도되어야 한다. 그런데 북한주민에
대한 우리의 법적 정의는 무엇인가? 1990년 제정된 남북교류협력법9)을 보면, 법 제1조
는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그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하는데 그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지는 않고 있
다. 또 제2조 4호에서 ‘협력사업’의 주체로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
다)”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과연 이들이 누구인지를 규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제30조를
보면,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북한의 주민”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규정형태로 미루어 보아 남북교류협력법은 북한주민이 누구
인지에 대해 정면으로 규정하려 들지 않는다. 단지 군사분계선이북지역이라는 일정한 지
역을 중심으로 그들이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게만 하였다. 이것이 1990년대 우리의 법령
에서 ‘북한주민’을 규정하는 방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본래 교류와 협력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남북교류협력법은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관해 규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남북교류와 협력의 상대방으로서 북
한주민은 기본적으로 북한을 구성하는 자이거나 그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사람 또는 법
인ㆍ단체로 상정된다. 교류와 협력의 주체인 남북한 주민 대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인
남한과 그 이북지역인 북한의 거래라는 지역 개념을 중심으로 교류ㆍ협력을 규정하고 있
7) 헌재 2000. 7. 20. 98헌바63, 판례집 12-2, 52, 63-64 참조.
8) 구체적으로 남과 북의 회합ㆍ통신 등의 방법으로 접촉하는 것에 관하여 신고를 받고(제9조의2), 남북한
주민의 방문을 승인하고 심사하며(제9조; 제11조), 물품 등의 반출ㆍ반입, 협력사업 등을 승인하고 조정
할 수 있다(제13조~제18조). 그 외 결제 업무 취급기관을 지정하고(제19조), 수송장비 운행에 관하여 승
인하며(제20조), 수송되는 화물 또는 사람에 대해 검역 등(제23조)을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국가는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제24조).
9) 법률 제4239호, 1990. 8. 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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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0) 결국 남북교류협력법에서 남한주민과 북한주민은 없다. 즉, 남측에서 볼 때 남북교
류와 협력의 상대방은 결과적으로 북한주민이 아니라 북한당국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사람 또는 단체가 되는 것이고, 북측도 남한주민이 아니라 남한정부의 허가를 받은 사람
하고 교류와 협력을 하게 되는 것이다. 적과 동포의 이분법에서 ‘적’이었던 존재가 이 법
에 의하여 특별히 교류와 협력의 상대방이 되는 것이다.

다. 외국 거주 동포
남북교류협력법에서 출입국에 관련된 규정들 중, 제10조는 ‘외국 거주 동포’를 규정하고
있다. “외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여권을 소지하지 아니한 외국 거주 동
포가 남한을 왕래하려면 ｢여권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북
한주민의 지위를 논하면서 ‘외국 거주 동포’를 논의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북한주민이면
서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지위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이다.
남북교류협력법상 ‘외국 거주 동포’를 규정한 이유는 북한국적을 가지고 외국에 거주하
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남북교류협력법에서 말하는 ‘외국 거주 동포’는 북한여
권을 가지고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주민 또는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단체 등에
소속된 무국적동포를 염두에 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가령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이하
‘조총련’)과 같이 북한과 노선을 같이하는 단체에 소속된 재일조선인들이 이 예에 해당한
다고 할 수 있다.11) 남북교류협력법상 ‘외국 거주 동포’에게 발급되는 여권법상 여행증명
서는 외교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서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게만 발급된다(여권법 시행령 제16조 5호).12)
10) 이법의 정의규정을 보면, 남북한 주민이 아니라 ‘출입’, ‘교역’, ‘반출’과 ‘반입’ 그리고 ‘협력사업’이라는
규율대상인 행위를 중심으로 규정한다. 출입국, 즉 남북주민의 방문(제9조)이나 접촉(제9조의2)과 같이
사람에 대한 규정이 불가피한 부분에서만 ‘북한의 주민’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을 뿐이다.
11) 일본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한다. ‘조선적(朝鮮
籍)’으로 남아있는 재일조선인은 2017년 6월 기준으로 31,674명으로 파악된다. 일본정부통계 e-Stat,
<URL> https://www.e-stat.go.jp/dbview?sid=0003147247; 国籍ㆍ地域別 在留資格（在留目的）別 在留外
国人 참조. 그러나 모든 재일조선적 사람들이 조총련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12) 본래 여권법상 ‘여행증명서’는 기본적으로 여권을 분실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 발급받을 시간
이 없는 경우에 특별히 발급하는 것이다(여권법 제14조 제1항). 시행령은 출국하는 무국적자나 해외 입
양자,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이 안 되는 사람이 강제 퇴거되는 경우 등과 같이 특별한 경우 또는 그
에 준하는 경우라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발급한다(여권법 시행령 제16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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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북한지역은 대한민국의 통치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북한주민이 지금 북한
에 거주하고 있는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지는 우리 정부가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북한주민과 국적이 확실하지 않은 재외동포를 구별하기 쉽지 않다.13) 그런 의미
에서 외국 거주 동포에는 제3국을 거쳐 국내로 입국하는 북한주민들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 남북교류협력법상 출입국에 관련된 부분에서 외국 거주 동포를 규정한 것은 그런
의도로 파악된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무국적동포들을 모두 북한주민으로 간주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후술 Ⅲ.2.다.(3) 참조).

2. 북한주민 및 관련된 개념의 법적인 정의 방식
가. 다른 법령에서 북한주민의 정의 방식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14)에서는 ‘북한주민’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며
이 지역에 직계 가족ㆍ배우자ㆍ직장 등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제3조). 이처럼 중립적으로 북한주민을 규정한 법률이 또 있을까 싶어서 찾아보면,
2012년 제정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남북가족특
례법’)15) 제3조 정의 규정에서는 북한주민을 북한지역, 즉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본조 제
2호)’에 거주하는 주민을 말한다고 규정한다(제3호). 더 전에는 1999년 제정된 국무총리
훈령인 ‘북한주민사체처리지침’16)에서 군사분계선이북지역, 즉 ‘북한’에 “주소ㆍ직계가족
ㆍ배우자ㆍ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 규정한다. 이 표현은 1997년 제정된 ‘북한이탈주
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17)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
데, ‘북한이탈주민’을 정의할 때,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13) 그래서 1995년 이전에는 외교부 당국의 교포정책이 대북정책에 예속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종훈, 세계화
추진위원회｢재외동포사회 활성화 지원방안｣의 내용과 향후과제, 국회도서관 입법조사분석실, 1996 참조.
14) 법률 제14070호, 2016. 3. 3. 제정. 북한인권법 제정의 의의에 대해서는 이효원, 북한주민의 기본권 보
장과 북한인권법의 주요 쟁점, 공법연구 42집 1호(2013), 271 이하. 참조; 주요 내용과 운영 실태 등에
대해서는 전수미, 북한인권법에 대한 소고, 법학연구 17권 4호(2017), 359 이하; 송인호, 현행 북한인권
법의 개선방향에 대한 고찰, 동아법학 79호, 67 이하. 참조.
15) 법률 제11299호, 2012. 2. 10. 제정.
16) 국무총리훈령 제382호, 1999. 4. 8. 제정.
17) 법률 제5259호, 1997. 1. 13.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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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규정한다(제2조 1호). 이들 법령에 따르면 ‘북한주민’이란 북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북한주민에 대한 법령의 이러한 태도는 전술한 남북교류협력법의 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

나. 남북교류협력법 제정 이전 법령에서 북한주민의 정의 방식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북한주민’을 규정했을까? 1990년 제정된 남북교류협력법과 그
이후의 법령들에서 볼 수 있었던 ‘북한주민’이라는 개념은 그 전에는 없었다고 보는 것
이 맞을 것 같다. 북한이탈주민법 제정 전에 1993년에 ‘귀순북한동포보호법’18)이 오늘날
의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사분계선이북지역(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귀순
한 동포”라고 한다(제1조). 북한주민이 누구인지를 규정하지 않고 애매모호한 ‘동포’라는
표현과 함께 ‘북한에서 귀순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지금의 북한주민이나 북한이탈주민
에 관한 규정에 비춰보면, 이 또한 그가 원래 누구였는지가 아니라 어디서 왔는지를 중
심으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 혹은 ‘북측’이라고 불리는 북한의 ‘정권’ 혹은 ‘정부’는 1990년대 이전에는 ‘북
한괴뢰집단’(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 제1조)이거나 정부를 참칭하는 ‘반국가단체’(국가보
안법 제2조)19)로 규정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수복되지 아니한 지역, 즉 ‘미수복
지’였으며,20) 북한에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는 자”(국가보안법 제3조
에서 제8조)가 있거나 1953년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
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이하
‘군사정전협정’)에서 규정하는 ‘국군포로’와 ‘실향사민(Displaced Civilians)’이 있을 뿐이

18) 법률 제4568호, 1993. 6. 11. 전부개정. 1978. 12. 6. 법률 제3156호로 제정되었던 ‘월남귀순용사특별보
상법’을 전부 개정한 법률. 구법에서는 ‘귀순북한동포’가 아니라 “북한괴뢰집단에 항거하여 귀순한 동
포”로 ‘월남귀순용사’로 규정하고 있었다(제1조).
19) ‘반국가단체’는 1960. 6. 10. 법률 제549호로 전부 개정된 ‘국가보안법’에서 규정하기 시작했다.
20)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이북5도법’) 제2조
1. “이북5도”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
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
2. “미수복 시ㆍ군”이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 경기도와 강원도의 시(市)와 군(郡)으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시와 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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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21) 그러니까 북한에는 ‘적’ 아니면 억류되어 귀순하지 못하는 북한거주 ‘동포’가 있
을 뿐이었다. 특히, 1962년에 제정되었던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은 북한에
서 대한민국으로 귀순한 ‘월남귀순자’를 국가유공자와 함께 규정하고 있었다(제2조).22)
‘월남귀순자’는 1997년 이후 ‘북한이탈주민’으로 대체되었다.

다.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법적 취급의 검토
한편,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38선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에서 이탈하여 직접 또는 중국
등 제3국을 통하여 대한민국으로 들어온 북한주민들이 있다. 기본적으로 이들은 북한이탈
주민법상 ‘북한이탈주민’이다. 개념적으로 보면, 북한주민이 없으면 북한이탈주민도 없다.
따라서 북한주민에 대한 법적인 태도는 실질적으로 이들의 지위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
한 요소이다. 법적으로 북한주민을 규정하지 않는다면 북한이탈주민의 지위도 법적으로 불
완전할 수밖에 없다. 북한주민이었던 사람이 대한민국에 왔을 때, 우리 법령은 그들을 법적
으로 어떻게 정의하고 있고 과거에는 또 어떻게 정의했었는지에 대해 검토해 본다.

(1)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법상 북한이탈주민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
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이
다(법 제2조 1호). 과거 북한에 거주하던 주민이었는데 지금은 북한에서 이탈한 사람들을
말한다. 이들은 원래 북한주민인데 주로 정치적인 혹은 경제적인 이유로 현재 북한에서
이탈한 상태(‘탈북’이라고도 함)라는 점에서 북한주민과 다른 개념이다. 좁게 보면, 북한
이탈주민법은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북한이탈주민’으로
21) 그나마도 ‘국군포로’는 1999. 1. 29. 법률 제5705호로 제정된 ‘국군포로대우등에관한법률’(‘국군포로법’)
에서 규정하기 시작하였고, ‘전시납북자’는 2010. 3. 26. 법률 제10190호로 제정된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6ㆍ25납북자법’)에서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 납북된 ‘납
북자’는 2007. 4. 27. 법률 제8393호로 제정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전후납북자법’)에서 규정하기 시작했다.
22) 법률 제1053호, 1962. 4. 16. 제정. 동법 제3조는 ‘월남귀순자’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위원회가
적용대상자로 결정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1. 북한괴뢰집단의 군인으로 복무 중 그 집단에 항거하여 대
한민국에 귀순한 자; 2. 북한괴뢰집단 및 그 소속단체의 간부로 재직 중 그 집단에 항거하여 대한민국에
귀순한 자; 3. 북한괴뢰집단의 민간인으로서 그 집단의 중대한 기밀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귀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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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다. 북한에서 이탈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국적의 외국인이
되므로 북한이탈주민법의 보호대상인 북한이탈주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더 좁게
보면, 북한이탈주민은 탈북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온 사
람을 말한다.23) 현재 북한이탈주민법상 북한이탈주민은 통일부에서 관할한다.

(2) 귀순북한동포 등
1997년 북한이탈주민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북한이탈주민을 ‘귀순북한동포보호법’에
서 ‘귀순북한동포’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처우를 ‘보건사회부장관’과 그 산하위원
회에 맡겼다. 1993년에 귀순북한동포보호법으로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는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24)에서 ‘월남귀순용사’를 그리고 그 전에는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
호법’25)에서 ‘월남귀순자’를 국방부의 산하위원회에서 지원여부를 심사하고 결정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때에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원호를 북한거주동포의 귀순을 촉진하는 수
단 혹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우대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었다. 그래서 ‘월남귀순자’는 주로
북한의 군인, 소속단체의 간부 중에서 귀순한 자 또는 민간인의 경우에는 중대한 기밀을
가지고 귀순한 자로 한정하고 있었고, 그보다 확대된 ‘월남귀순용사’도 북한의 군인, 소
속단체의 직원, 간첩 중에서 귀순한 자 또는 북한에 항거하여 귀순한 민간인 중에서 위
원회가 심사하여 인정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에는 주로 북한에 대한 체제 선전수
단으로 북한이탈주민을 ‘월남귀순자’ 또는 ‘월남귀순용사’로 규정한 것이고 이에 해당되
지 아니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1992년 남북기본합
의서가 체결된 이후에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은 귀순북한동포보호법으로 개정되어 ‘월
남귀순용사’는 ‘귀순북한동포’로 ‘북한괴뢰집단’은 ‘북한’으로 용어가 순화된다.

23) 북한이탈주민법 제3조 “이 법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적
용한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한민족공동체 및 북한주민으로서의 정체성과 탈북자(난민; 비자발적 이주)와
북한이탈주민(이민자; 자발적 이주)으로서의 정체성, 네 가지를 모두 가진 사람으로 파악된다. 신효숙,
김창환, 왕영민, 북한주민, 탈북자, 북한이탈주민, 통일인문학 67집(2016), 69-72 참조.
24) 법률 제3156호, 1978. 12. 6. 제정.
25) 법률 제1053호, 1962. 4. 16.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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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향민 또는 이북도민
1993년 이전에 월남귀순자나 월남귀순용사가 아닌 귀순북한동포가 어떤 지위에 있었
는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월남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이미 그전부터 많이
있었다. 소위 ‘실향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한국전쟁 전 또는 전쟁 중에 북한에서 이
탈하여 남한에 거주하면서 원래 거주지였던 북한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들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북한이탈주민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법률상 ‘북한이탈주
민’은 아니다. 그들이 북한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었던 사람일
지는 몰라도 현재 그 곳에 생활의 기반이 남아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의 북
한지역에서의 연고는 한국전쟁 전후로 없어졌거나 부정되었다. 이들은 북한이탈주민이
아니라 보통 ‘실향민’ 또는 ‘이북도민’으로 불린다.26) 오늘날 이북도민과 북한이탈주민을
구별하여 “850만 이북도민” 그리고 “3만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한다.27) 전자는 행정안전
부가, 후자는 통일부가 관할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북도민의 수는 한국전쟁 전후에 실향
한 1세대와 남한에서 태어난 그 후세대를 모두 합친 숫자이다.28)

라. 소결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우리 법률은 아직도 상당히 냉전적인 진영논리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사람들을 적과 동포로 나누고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은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앞에서 살펴본 북한주민과 관련된 거의 모든 법률에서 찾아 볼 수 있었다. 1990
년 이전의 상황만 돌아보더라도 냉전의 진영논리에 따라서 법적으로 북한주민은 ‘적’ 아
26) 전쟁 전 또는 전쟁 중에 북한에 거주하던 사람이 월남한 경우, 통상 ‘실향민’이라고 부른다. 법률상으로
는 이를 ‘이북도민’이라고 한다. 1962. 1. 20. 법률 제987호로 제정된 이북5도법은 현재 북한지역을 이
북5도와 미수복 경기 및 강원으로 나눈다(미수복 경기와 강원도에 관한 규정은 2015. 5. 18. 법률 제
13291호로 일부 개정된 이북5도법에 처음 규정된다.). 1949년부터 이승만 대통령은 이북5도의 도지사를
임명했고, 그 후로 계속 정부는 북한지역의 행정구역을 법으로 정하고 도지사 등을 임명해 왔다. 이법
에서 ‘이북도민’은 월남한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ㆍ군의 주민을 말한다(제4조).
27)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제36회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개최”, 2018. 10.18. <URL> https://www.m
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6542 참조.
28) 1960년 인구주택국세조사보고(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이북5도에서 전입한 인구가 총 637,690명이다. 이
후 1970년 이북5도 가호적 취득자가 약 546만 명이라고 하고, 이후 인구증가율을 반영해 계산하면 현
재 약 850만이라는 숫자가 나온다고 한다. 경제기획원, 인구주택국세조사보고, 1960, 제2권 44, 391 참
조;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이낙연 총리, 이북5도지사ㆍ도민회장과 간담회 개최”, 2017. 8. 7. <URL>
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85642698&tblKey=G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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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면 ‘동포’로 정의되었다. 그럼 북한주민은 대한민국에서 적이 아니면 동포로 선택을 강
요당하게 된다. 그 사이 회색지대는 법적으로 정의되지도 못했고 어떤 보호도 받지 못했
다. 1990년대 남북교류협력법도 그런 진영논리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 북한주민을 적이나 동포로 나누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규
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 것이다. 북한인권법에서와 같이 법적으로 북한주민
을 있는 그대로 중립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유는 그것이 북한주민의 존재
를 그냥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북한주
민에 대한 관련 법령은 북한주민을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정의하는데 상당히 소극적이
라고 평가할 수 있다.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북한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부터가 법적으로 불명확
하게 정의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의식하게 한다. 그 이유는 북한에 대한 법적 승인을 부
정하는 데에서 기인한 것이다. 남북관계에 관한 기본적인 법령체제를 현실에 맞게 보다
획기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생각건대 실질
적으로 그들을 직시하려면 북한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북한의 공민(公民)인 자’ 또
는 ‘북한의 공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 정도로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
다. 그 이유는 지금 북한이 그리고 북한주민이 더 이상 과거에 우리가 인식했던 그 북한
과 북한주민이 아니기 때문이다.

3. 비판적 검토
가. 전후 냉전기 북한과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
전술한 바와 같이 1990년대 이전에 우리 법체계에서 북한과 북한주민을 규정하는 태
도는 적과 동포의 이분법적인 구조라고 정리할 수 있겠다. 이는 당시 냉전을 배경으로
공산권과 자유진영의 이분법이 북한 그리고 북한주민에게도 적용되는 상황이었다. 그리
고 그 시기 북한과 북한주민은 동일시된다.
실제로 공식 통계에 따르면, 전쟁 전 900만이 넘던 북한 인구는 전쟁 후 850만으로 줄
어들었다. 한국전쟁에서 살아남은 북한주민은 대부분 미국과 남한 정권에 대한 적대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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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었다. 1951년 6월 맥아더 장군의 명령불복종에 관한 미 의회 청문회에서 미군
은 더 이상 북한에 폭격할 표적이 남아 있지 않다고 했을 정도로 광범위한 폭격이 이루
어졌다. 전쟁 동안 북한주민은 대부분 미군의 폭격을 피해 방공호 속 지하에서 살았고
전시동원 체제 속에 있었다. 군대의 지도에 따라 사실상 민병대와 같은 집단생활을 했다.
전쟁 후에는 기존의 생활기반이 대부분 파괴되어 당과 국가의 지도에 따라 쉽게 집단화
될 수 있었다.29) 중앙의 계획에 따라서 주민의 노동력은 국가재건을 위해 총동원되었고,
일선 관료의 자율성은 억제되었다.30) 계획경제에 따라 생산된 결과물과 중국 및 소련 등
공산권 국가의 원조는 당과 국가에 의하여 배급되었으므로, 주민의 경제생활은 당과 국
가에 예속되었다. 더 나아가 당원이나 관료에게 실시되던 성분조사가 1958년부터는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되었다.31) 당과 국가는 주민의 성분을 분류해 파악하고, 주민들은
사실상 출신성분에 따라 직장배치를 받아 계급화 되었다.
전쟁 후 조선노동당과 북한 정권은 김일성을 중심으로 재편되었고, 반대파들은 체계
적으로 숙청되었다.32) 북한주민의 열에 하나나 둘은 노동당원이었다.33) “조선로동당”
은 북한헌법에도 나와 있듯이 김일성과 김정일의 “주체혁명”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을 영도하는 기구이다(북한헌법 전문, 제11조). 모든
주민은 하나 이상의 ‘근로단체’, 즉 조선로동당의 외곽단체인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
맹”, “조선직업총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조선민주여성동맹” 중 하나에 의무적
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다. 이들 단체는 당과 대중을 연결하는 “인전대(引傳帶)”로 대중
의 사상교양을 담당했다.34) 주민들의 일상생활은 직장별 혹은 세대별로 이루어지는 ‘생
29) 농업집단화의 성공 과정에 대해서는 김성보 외,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북한 현대사, 웅진지식하우스,
2014, 161-167 참조.
30) 대표적인 예로 허가이의 축출과정을 들 수 있다. 허가이는 1951년 1`월 당 중앙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처벌을 능사로 하는 책벌주의와 관문주의에 빠졌다는 비판으로 당 제1비서에서 농업을 담당하는 내각 부
수상으로 좌천된다. 이후 1953년 6월 30일 소집된 노동당 정치위원회가 “무책임하며 관료주의적이며 형식
주의적인 사업 작풍”에 대해 자기비판할 것을 요구해서 허가이는 자기비판 대신 자살을 선택한다. 사후에
그는 그해 8월에 열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변절자로 규탄 받고 출당 조치를 당했다. 김성보,
역사문제연구소, 북한의 역사 1 : 건국과 인민민주주의의 경험 1945~1960, 역사비평사, 2011, 151-152.
31) 통일연구원 편, (2009) 북한개요, 통일연구원, 2009, 330-332 참조.
32) 1950년 말 무정(연안계); 1951년 말 허가이(소련계); 1953년~1955년 박헌영과 남로당계; 1956년~1958년
연안 및 소련계 등; 김성보, 역사문제연구소(각주 29), 149-157, 194-204; 백학순, 북한 권력의 역사 : 사
상, 정체성, 구조, 한울, 2010, 35-186 참조.
33) 조선로동당 당원 수는 통일연구원 편(각주 31), 49-50 참조.
34) 근로단체 현황은 통일연구원 편(각주 31), 53-54 참조. 근로단체의 형성과정에 대해서는 김종수, 북한
초기 청년동맹의 성격과 역할에 관한 연구, 평화연구 15권 1호(2007), 23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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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총화’35)와 ‘인민반’의 통제와 감시 속에 있었다.36) 이런 배경에서 1960/70년대 냉전
시기 북한주민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면에서 당과 북한정권에 종속되어 사실
상 일체화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은 북한사회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서, 북한주민도 일반적
으로 북한과 노선을 같이하는 사람들로 생각할 여지가 있었다. 그래서 적어도 당시에는
우리 법체계에서 북한과 북한주민을 일치시키고 냉전기의 적 아니면 동포라는 이분법으
로 접근하는 것이 분단과 대치국면에서 나름 필요했다고 생각된다.

나. 1990년대 이후 북한과 북한주민의 관계 변화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소련은 붕괴했고 공산진영은 해체되었다. 1990년대 후반 북한
은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는 경제위기에 내몰렸다. 냉전체제가 해체된 후 국제질서의 변
화는 북한사회에 그리고 북한과 북한주민의 관계에 많은 변화를 주었다. 북한은 더 이상
예전처럼 북한주민들을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
2008년 조사된 북한주민의 인구는 약 2,334만 명이다. 통계청이 제공하는 인구추계를
보면 북한주민의 인구가 2019년에는 2,5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37) 이미 1970년대
부터 북한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계획경제와 이를 바탕으로 하는 배급시스템에 심각한 무
리를 줬다. 1970년대, 북한의 인구가 1,400만에 이를 때부터 북한은 인구억제정책을 시작
하였다.38) 1980년대 말 공산권이 붕괴되고 중국과 소련으로부터의 원조가 중단되면서, 북
한의 배급사정은 나빠진다. 그리고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는 식량난으로 배급시
스템은 사실상 붕괴됐다고 할 수 있다. 이후 북한은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물가를 현실화하
기 위하여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취함으로써 배급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39)
35) 생활총화에 관해서는 이우영, 황규진, 북한의 생활총화 형성과정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12권 1호(2008),
121 이하. 참조.
36) 통일연구원 편(각주 31), 333-334 참조.
37) 통계청, 북한통계 <URL> http://kosis.kr/bukhan/index.jsp 참조.
38) 북한 식량난과 인구의 관계에 주목한 연구는 홍민, 북한 인구정치의 기원과 식량체제, 통일 정책 연구
22권 1호(2013), 297 이하 참조. 특히 1970년대 북한의 인구겨울과 인구억제정책에 대한 설명은 홍민
(각주 36), 313-319 참조.
39) <7.1경제관리개선조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최수영, 〈7ㆍ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 변화 전
망, 통일연구원, 2004; 양문수, 북한경제의 시장화, 한울, 2010, 71-77; 통일연구원 편(각주 31), 187-18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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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1990년대 공산진영이 해체된 후, 북한정부는 경제영역도 예전처럼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현재 북한의 농장과 기업소 등은 원자재를 국가가 공급해 줄 수 없
어서 사실상 “장마당”이라 불리는 시장에서 공급받아야 한다.40) 그리고 생산품도 국가에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양 이외에는 장마당에 내다 팔아야 다시 생산에 필요한 원자
재를 구할 수 있다.41) 의무적으로 납품하는 것을 세금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북한의 경제
영역은 시장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다시 사회주의 경제시스템으로
돌려놓기 위해 2005년에서 2010년 사이에 시장을 억제하는 정책이 추진되었으나,42) 이
제는 경제에 관한 한 북한정부도 더 이상 ‘시장화’라는 대세를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라
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43)
북한주민을 통제하고 북한 정권과 일체화 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배급과 당에 의하여
지도되는 ‘생활총화’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생활총화의 물적 기반이라 할 수 있던 배급시
스템은 현재 사실상 붕괴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다. 다만 아직 당과 당 외각의 ‘근로
단체’ 그리고 ‘생활총화’를 통한 주민의 통제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러나 “고난의 행군” 전보다는 확실히 통제력이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배급도
없어지고 직장의 임금으로는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마당에 생활총화보다는 생계가 우
선순위를 차지할 수밖에 없다.44) 무엇보다 1990년대 식량난과 경제난으로 북한주민을 영
도하는 조선로동당의 위상과 사회에 대한 장악력은 매우 약해졌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김일성 사후, 1990년대 김정일의 “선군정치” 기간 동안 ‘조선로동당’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고 한다.45) 북한사회주의헌법에도 나와 있듯이, 공산주의국가에서 공산당, 즉 북

40) 박진환, 장마당에 밀려나고 있는 북한의 계획경제, 국제농업개발원, 2005; 임을출, 장마당이 지탱하는
북한경제, 북한 552호(2017), 31 이하; Hazel Smith, 김재오 옮김, 장마당과 선군 정치, 창비, 2017,
304-319 참조.
41) 북한기업의 운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박영자 외, 북한 기업의 운영실태 및 지배구조, 통일연구원, 2016.
참조.
42) 자세한 내용은 양문수(각주 39), 103-126 참조.
43) 특히 2016년 5월 36년만에 열린 제7차 조선로동당 당대회에서의 인사교체를 보면 북한도 시장화를 수
용하는 방향으로 경제 개혁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숙, 북한 제7차 당대회 평가와 엘리트 변동,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6, 20 참조.
44) 탈북자 조사에 의존하는 따르면, 그래도 직장별, 세대별로 통상 1주일에 한 번 하는 ‘생활총화’에 왠만
하면 빠지지 않으려고 한다고 한다. 그렇지만 그것도 생계를 위해서라면 예외를 인정해 주기도 하고 눈
감아 주기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이우영, 황규진(각주 35), 140-143 참조.
45) 이종석, 역사문제연구소, 북한의 역사 2 : 주체사상과 유일체제 1960~1994, 역사비평사, 2011, 190-194
참조. ‘선군정치’에 대해서는 Smith(각주 40), 261-28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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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에서 ‘조선로동당’은 국가와 사회를 지도하는 기관이다. 최근에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2016년에 1980년 이후 36년 만에 당대회를 개최하면서 ‘조선로동당’은 다시 제 기능을
하기 시작한다.46) 그러나 현재로서는 과거 김일성 집권기에 북한주민을 통제하고 장악하
던, 그 ‘조선로동당’은 분명 아닌 것으로 보인다.47)
북한사회는 1990년대 이후 하부구조인 경제가 ‘시장화’되면서, 상부구조인 정치, 사회,
문화 영역에서 당과 국가의 북한주민에 대한 통제력은 사실상 무기력해졌다고 할 수 있
다. 북한은 희생정신이나 집단주의적인 문화보다 효율성을 강조하고, 북한주민의 일상생
활에서는 개인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인 성향이 더 강해졌다고 한다.48) 그래서 이제는 북
한주민을 과거와 같이 북한정권과 일체화된 인민으로 볼 수는 없다.
다만 아무리 당과 국가의 통제력이 약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출신성분’에 따라 당국에
의하여 부여되는 일종의 ‘계급’은 여전히 북한주민 사이에서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49) 북한주민들은 각자의 성분과 당성에 따라 핵심, 기본(동요), 그리고 적대(복
잡) 계층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여기서 더 세분화된 계층으로 나뉘어 그에 상응하는 특혜
와 제재 조치가 강구된다. 가령, 대학진학, 당원자격, 직장 배치, 간부기용 등에서 출신성
분에 따라 차별을 받는다고 한다. 북한사회에서 직업, 당원자격 등은 곧 사회적 지위를
뜻한다. 도시, 농촌, 그리고 사는 지역도 계급을 말해준다. 특히 평양시민은 ‘공민증’이
아니라 ‘평양시민증’이 발부된다.50) 북한은 사실상 계급사회인 것이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출신성분은 돈을 주고 살 수 없다. 그런데 출신성분이 좋아야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다. 이와 같은 북한사회의 계층구조는 정치적이고 인위적인 계급정책에 의한 의도
적인 산물이라고 한다.51) 생각건대, 지금의 북한사회에서 북한주민은 ‘북한정권과 일체
화된 인민’이라기보다는 ‘각자의 출신성분에 따라 다양하게 계급화 된 공민들’ 정도로 정
46) 제7차 조선로동당대회의 개최배경에 대해서는 김병욱, 제7차 조선노동당대회 개최배경에 관한 연구: 당
대회 사업총화를 중심으로, 동북아연구 32권 2호(2017), 101 이하. 참조.
47) Smith(각주 40), 319.
48) 신효숙 외(각주 23), 60-62 참조.
49) 통일연구원 편(각주 31), 330-331; 김재웅, 북한 체제의 기원, 역사비평사, 2018, 406-416 참조.
50) 북한 평양시관리법 제32조 (평양시민증수여, 평양시민이 지켜야 할 질서) “평양시에 거주한 17살이상의
공민에게는 평양시민증을 수여한다.; 평양시민은 언제나 시민증을 가지고 다니며 고상한 정신도덕적풍
모를 지니고 국가의 법질서를 엄격히 준수하며 정책관철에서 모범이 되여 수도시민으로서의 영예를 지
켜야 한다.; 평양시민이 국가의 법질서를 엄중하게 어겼을 경우에는 평양시민증을 회수한다.”
51) 북한은 1958년부터 상당히 세분화된 기준으로 북한주민을 분류하여 관리해 왔다. 1997년에는 공민등록
법이 제정하고, 공민증의 발급과 갱신을 통해 북한주민을 파악해왔다. 통일연구원 편(각주 31), 330-3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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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정리하면, 1990년대 이후 북한 사회의 변화로 인하여 오늘날은 북한주민을 북한과 동
일시하여 적과 동지의 이분법을 적용하는 것은 설득력을 잃었다고 본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1990년대 만들어진 남북교류협력법 조차도 아직 이런 태도에서 완전히 탈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 북한주민의 정체성과 자기결정의 문제
주목해야 할 것은 북한주민은 북한이 가난하고 자신들의 정부가 무능하다는 것도 알
만큼 알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대한민국이 되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북한주민은
북한을 자신의 조국으로 생각한다. 북한주민이 탈북해서 남한으로 들어온 북한이탈주민
도 ‘자신이 태어난 조국은 북한이 아니고 대한민국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일단 북
한사람이 남한사회에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기도 하지만, 그들이 비록 북한체제를 비판
하더라도 그들의 의식 속에 북한은 남한과 같은 국민국가이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이탈
주민은 북한사람으로서 정체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52) 북한주민이 이렇
게 북한을 조국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전쟁의 폐허를 스스로 극복해
냈다는 역사적 경험에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한다.53) 이는 대한민국
국민이 “한강의 기적”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상당히 설득력 있
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북한주민은 북한공민으로서 자신이 속한 정치공동체에 대
해 나름의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하는 국적법은 기본적으로 국적선택에 관하여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세계인권선언 제15조는 국적의 보유와 변경에 관한 개인의 권리를 선
언하고 있다.54)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국적은 박탈되어서는 안 되고, 국적의 선택과 변경
은 개인의 자기결정에 기초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헌법은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
에 근거하여 국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할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55) 국적법에 따라 출생, 인
52) 북한주민의 중층적인 정체성 유형에 관한 설명은 신효숙 외(각주 23), 69-72 참조.
53) Smith(각주 40), 360 참조.
54) 1948년 세계인권선언 제15조 ①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②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국적을 박탈당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국적을 변경할 권리가 부인되지 아니한다.
55) 헌재 2006. 11. 30. 2005헌마739, 판례집 18-2, 528; 헌재 2004. 10. 28. 2003헌가18, 판례집 16-2하,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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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수반취득 등을 통하여 국적이 부여되더라도 권리능력을 갖춘 성인이 되면 개인의 의
사에 따라 귀화나 국적이탈 등으로 국적을 변경할 수 있다.56) 국적, 즉 국민이 되는 요건
을 정함에 있어 개인의 자기결정은 원칙적으로 존중되어야 하고, 이는 헌법적으로 보장
되어야 한다. 그래서 북한주민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법적인 지위를 부여함에 있어 중요
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그들의 의사이다.
북한주민은 개념상으로 보면, ‘추상적으로’ 우리 국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로 우리 법률은 북한주민을 적 아니면 동지라는 이분법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남북한
특수관계론’이라는 예외적인 틀 안에서 북한주민은 적이 아니라 교류와 협력의 상대방이
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런 현실이 극복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우리와 너무나 다
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2,500만 북한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선포한다고 그들의 삶에 무슨 큰 변화가 생길까? 북한이탈주민은 이북도민과 명백히 다
르다는 점은 이런 관점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이북도민은 북한에 거주했었지만 전
쟁 전에 아직 북한이 근대국가로 완성되기 전에 월남한 사람이다. 그들은 대한민국이 근
대국가로 완성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았고 북한주민이기를 부정했거나 혹은
부정당했다. 그래서 이북도민에게는 북한주민으로서 정체성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
러나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주민이면서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이다. 본인의 선택으로 남한
으로 들어왔어도 그동안 북한에서 이탈하기 전에는 북한주민으로 살아왔다. 그리고 아직
생활의 기반 일부분이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도 많다. 더구나 남한에 친척이나 친구가 많
지도 않다. 사고무친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이북도민과 같은 선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할 수도 없을 것이다. 차라리 국내에 들어와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외국에서 이주
한 노동자나 다문화가정의 소수자와 같이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57) 다만 언어 등
의 측면에서 민족적인 동질성을 가지고 있고, 주민등록증을 비교적 빨리 발급받을 수 있
다는 점에서 특별한 이민자이다. 추상적으로 그들이 우리와 같다고 선언하더라도 현실적
으로 다름을 인식하고 그에 맞춰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정의롭고 공평한 것이다.

헌재 2015. 11. 26. 2013헌마805 등, 판례집 27-2하, 346, 354-355 참조.
56) 우리 국적법은 단일국적주의를 유지하지만, 복수국적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법 제10조 제2항), 출생 등
으로 복수국적 상태인 미성년자는 성인이 된 후 개인의 의사에 따라 국적을 선택하도록 한다(법 제12조).
57) 김귀옥, 월남민, 소수자, 그리고 민족정체성, 민족공동체의 현실과 전망,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
터],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사학회; 한국학중앙연구원, 55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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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소결
한편 북한주민이 스스로를 북한공민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
하지 않고 따라서 북한국적도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북한주민에 대해 어떤
통치력도 행사할 수 없으면서, 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북한주민을 일괄적으로 내국인,
즉 국민이라고 해석한다. 그러고 보면 북한주민의 지위에 관한 논의는 늘 그들이 우리
국민인지 아니면 (무국적) 외국인인지에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북한주민을 그들
의 의사에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면 외국인이라는 틀에 끼워 맞추는 것은 아니
었을까? 뭐 그렇다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법률이 전방위적으로 북한주민을 포용
하려고 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은 아니다. 그러는 것이 남북관계에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고, 법률이 모두 인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주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적인 정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 북한인
권법에서 정의하는 수준도 많이 진일보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아직 부족하다고
본다. 북한주민의 의사에 부합하는 공법적 지위에 관해 생각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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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북한주민의 지위에 대한 검토
1. 개인의 공법적 지위
가. 전통적인 기준 : 국적과 주소
북한주민의 지위를 논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 사람의 지위에 관하
여 말하는 것이다. 고대 로마법에서 사람의 지위에 관한 가장 중요한 법적 구분은 자유
민과 노예 간의 구분이었다.58) 오늘날과 같이 국적을 기준으로 사람의 지위를 보지 않았
다. 사법(私法)인 민법은 사람의 능력과 주소 그리고 부재와 실종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국적에 관하여 논하지 않는다.59) 그러나 공법(公法)은 기본적으로 국가와 개인
의 ‘관계’에 관한 법이다.60) 그래서 공법에서 개인의 지위는 다음 두 질문으로 치환해 볼
수 있다. 첫째, 해당 개인이 국가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 질문으로 왜 오늘날
사람의 지위를 국적을 중심으로 논하는지 알 수 있다. 국적을 기준으로 보면, 사람은 국
민과 외국인으로 나뉘기 때문이다. 둘째, 개인과 국가는 서로 어떤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는가? 일반적으로 국가의 법적 관할은 영토 및 영역을 기준으로 발생한다. 그리고 한
국가의 법적 관할 안에서 개인의 공법적 지위를 논할 때, 그의 ‘국적’과 ‘주소’는 매우 중
요한 기준이 된다. 국민의 경우 주소가 국내에 없으면 ‘부재자’이다. 외국인의 경우 국내
에 주소가 있어야 일정한 법적 지위가 생길 수 있다.
58) Gaius, Institutes, 1, 9 : “Et quidem summa divisio de iure personrum haec est, quod omnes homines aut
liberi sunt aut servi.” 명순구, 이철우, 김기창, 국적과 법, 그 기원과 미래,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10-11에서 재인용.
59)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권리능력이 생기고 사망하면서 그 능력이 없어진다. 그러나 그 권리의 행사는 성
년이 되어야 비로소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특별히 성년의 나이가 되어도 충분한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그 행위능력은 미성년자와 마찬가지로 제한되기도 한다. 행위능력이 있는 사람은
주소와 거소가 있어야 한다. 이를 기준으로 법률행위에 관한 사법 관할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신의 주소 또는 거소를 옮길 자유가 있다. 그런데 등록된 주소나 거소에서 머물지 않는 사람을 ‘부재
자’라고 한다. 그리고 상당한 기간 동안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은 법적으로 ‘실종’으로 판단될 수 있
다. 실종자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사망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권리능력이 사라진다.
60) “구성원과 공직자 간의 관계가 지니는 성질은 공법을 이해하는 열쇠가 된다.” 이 점 때문에 공법은 일반 민
사법에 대해 특수하고 자율적인 학문분과라고 할 수 있다. Loughlin(각주 5), 153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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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우리 법체계에서 개인의 공법적 지위
(1) 국민과 외국인
국민국가가 일정한 지역(영토)에 정주하는 주민을 중심으로 통합된 정치공동체라면,
국적은 곧 거주민인 국민을 말한다. 마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것이 온전한 국적취득
을 말하는 것과 같다. 속지주의를 취하든 혈통을 중심으로 하는 속인주의를 취하든 국민
과 외국인의 구별에는 극히 소수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은 대부분 국내에 거
주하고 외국인은 외국에 거주한다. 또 마땅히 그래야 했다. 따라서 국적과 거주지는 대체
로 일치했고, 국경을 기준으로 국민, 즉 내국인과 외국인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이 가
능했다. 다만, ‘무국적자’라는 예외상황이 있을 뿐이다(아래 <그림 2> ① 참조).
그러나 오늘날 세계화된 시대에서는 이민과 이주가 상당히 큰 규모로 일어난다. 국가
의 관점에서는 일정규모의 인구집단이 이민자이거나 이주자인 경우도 많다. 혈통을 중시
하는 민족국가의 경우 여러 가지 이유로 자국민이 외국에서 일정 인구집단을 구성하면서
정주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거주 개념과 국적 개념의 일치는 더 이상 유
지될 수 없게 된다. 오늘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도 크게 늘어나기도 했지만, “외
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인 ‘재외국민’의 비중도 확대되었다. 특히 세계
화된 경제체계에서 재외동포는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자원이었다. 우리나라는
1995년 세계화를 선언한 이후,61) 법적으로 국민과 외국인으로 나뉘던 사람들을 아래
<그림 2>의 ②와 같이 다양한 공법적 주체로 규정하기 시작한다.

61) 대한민국에서 ‘재외동포’를 법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한민족공동체의 일원으로 묶으려는 움직임은 지난
김영삼 정부가 세계화를 표방하면서 국가경쟁력을 신장하려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1995년 세계화위
원회는 재외동포사회 활성화 지원방안을 만들고 1997년에는 재외동포재단법이 제정되었다. 그 무렵 대
한민국은 IMF구제금융을 받아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했다. 해외자금의 투자유치가 절실하였고 이를 위
한 활동에 재외국민 또는 재외동포의 지원이 필요했던 시기였다. 그 과정에서 김대중 정부는 1999년
재외동포법을 제정하면서 ‘외국국적동포’를 재외동포재단법에서와 같이 “한민족 혈통을 지닌 자로서 외
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입법예고했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
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수정, 제출되어 국회
를 통과했다. 이철우, 이호택, ‘韓人’의 분류, 경계 획정 및 소속 판정의 정치와 행정, 민족공동체의 현
실과 전망,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사학회;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9.4-9.5., 179-18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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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외동포
재외동포는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을 말한다. ‘교포(僑胞)’나 ‘교민(僑民)’이라고도 한
다. ‘재외’란 해외, 즉 대한민국 밖에 거주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한
국인’은 대한민국 국민보다는 넓은 범위의 말이다. 한국인은 민족공동체의 일원이라는
말로 한민족(韓民族) 혈통을 지닌 사람 모두를 말한다. ‘동포’는 사전적 의미로 같은 겨
레, 같은 민족의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62) 1997년 제정된 재외동포재단법63)은 재외동포
를 재외국민과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韓民族)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
주ㆍ생활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제2조).64)

안쪽 ← 국경 → 바깥쪽
①

무
국
적
자

외국인

국민
⇘

불
② 법
체
류

재한
외국인

국민

재외
국민

외국국적
동포

무
국
적
동
포

외국인

← 재외동포 →

<그림 2> 세계화와 개인의 공법적 지위 변화
한편 1999년 제정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
법’)65)에서는 재외동포를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로 나눈다. 외국국적동포는 현재 “대
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
62) 논어 안연(顏淵)편에 나오는 ‘사해형제(四海兄弟)’ 혹은 ‘사해동포(四海同胞)’의 의미로 쓰이던 동포(同
胞)가 일제 강점기부터는 같은 겨레, 민족을 뜻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동포라는 용어의 변천
에 대해서는 Jaeeun Kim, The making and unmaking of a “transborder nation”: South Korea during
and after the Cold War, Theory and society 38 (2009), 145 참조.
63) 법률 제5313호, 1997. 3. 27. 제정.
64) 재외국민을 제외한 재외동포에 관한 일반 개념은 1995년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 발표한 ‘재외동포사회
활성화지원방안’에서 처음 정의한다.
65) 법률 제6015호, 1999. 9. 2.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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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정의
하고 있다(제2조).66) 일단 외국국적을 취득한 동포만을 정하고 있어서 재외동포법은 재
외동포재단법과는 달리 ‘국적이 없는’ 무국적의 재외동포는 여기에 포함하지 않는다. 재
외동포라는 말의 일반적인 개념에 가장 부합하는 것은 국적유무를 불문하고 정의하는
재외동포재단법의 재외동포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3) 재한외국인
오늘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가 크게 늘어났다. 체류외국인 수는 2000년대 후
반 이미 100만을 넘어섰고, 지금은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의 수만 100만을 크게 넘어서고 있다.67) 2007년 제정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이하 ‘외국인처우법’)68) 제2조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재한외국인’이라고 한다. 즉, 대
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외국인처우법은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제12조), 영주권자(제13조), 난민(제14조) 등의 처우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있다. 다
만,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즉 불법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하 ‘불법체류
자’)는 인권이 충분히 보호되지 못하는 예외상태에 있다.

66) 재외동포법의 시행 초기, ‘외국국적동포’는 실질적으로 정부수립 이후에 이민을 간 재외동포만 해당되
는 것으로 규정되었었는데, 2001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정부수립 이전에 이민을 간 사
람도 외국국적동포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헌재 2001. 11. 29. 99헌마494, 판례집 13-2, 714
참조. 현행 법률규정에서 괄호의 “(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는 규정은
2001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2004. 3. 5. 법률 제7173호로 일부개정된 법률에서
추가되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9. 18. 대통령령 제29163호로
개정된 대통령령)은 현재 외국국적동포를 “1.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2.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정하고 있다.
67) 통계청, 체류 외국인 현황에 따르면, 체류외국인은 2007년에 100만을 넘었고, 장기체류외국인은 2010년에 100
만을 넘었다. 2018년 기준으로 현재, 체류외국인은 236만 명을 넘었다. 이 중 불법체류자는 35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계된다. <URL> 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Search.do?idx_cd=2756 참조.
68) 법률 제8442호, 2007. 5. 17. 제정.

- 23 -

다. 추상적 의미의 국민과 구체적 의미의 국민
세계화로 인하여 개인의 공법적 지위가 다변화되면서 국민의 개념도 더 이상 하나의
국가로 통합되는 민족 또는 거주민 집단과 일치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는 국민이라고
해서 다 같은 국민이 아니고 외국인이라고 해서 다 같은 외국인이 아니다. 가령, 재외국
민 중에는 자신의 국적국과는 별 인연도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반대로 국적은 없
지만 그 나라를 제2의, 제3의 고향으로 여기고 다른 누구보다 헌신하고 봉사하며 사는
외국인도 있다. 세계화된 시대에서 개인의 공법적 지위는 이런 다양성을 반영하여 다변
화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이라는 용어도 다음과 같이 이중적인 의미로 사용될 수 있
다고 본다.69)

(1) 추상적 의미에서 국민과 민족
가령, 재외동포는 혈통을 기준으로 한 개념이면서 동시에 과거국적을 기준으로 한 개
념이기도 하다. 재외동포재단법에서는 “한민족(韓民族)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 규정하
고, 재외동포법에서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
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민족공동체는 남한과
북한은 물론 세계 여러 지역에 살고 있는 한민족 디아스포라를 포함하여 한민족 혈통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하나의 민족공동체로 상상하고 이를 지칭해 표현한 말이다.70)
69) 요즘의 시민권에 대한 연구들은 전통적 개념들(예를 들어, 자유주의, 공화주의, 공동체주의 시민권)보다는
국적이 없는 사람들도 누구나 주장할 수 있는 시민적 권리의무들을 지칭하는 ‘능동적 시민권(active
citizenship)’과 국방의무와 같이 실행되지 않으면 내재되고 수동적인 상태로 존재하는 시민적 권리의무를
지칭하는 ‘수동적 시민권(passive citizenship)’의 구별에 주목한다고 한다. Engin Fahri Isin, Peter Nyers,
Introduction: Globalizing citizenship studies, In The Routledge handbook of global citizenship studies,
edited by Engin Fahri Isin, Peter Nyers, London: Routledge, 2014, 3 참조. 필자는 이런 시민권 연구에서
의 개념구별을 참고해서 형식적인 적법성(legality)에 잠재하고 내재하는 ‘추상적 의미의 국민’과 실질적이
고 실효성(performativity) 있는 권리의무관계로 나타나는 ‘구체적 의미의 국민’으로 구별해 본다.
70) 민족을 개념 정의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이나 근대적 개념으로서 ‘상상의 공동체’로 설명하는 입장이 오
늘날 문화 및 정치에 관한 연구 분야에서 지배적인 견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은 Anderson,
Benedict, 윤형숙 옮김, 상상의 공동체 :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 (개정증보판), 나남, 2002
참조. 현재 대한민국의 영토를 중심으로 보면, 한민족의 역사에는 여러 왕조들이 있었지만, 고려(高麗)
의 태조(太祖)가 후삼국을 통일한 이래로 조선(朝鮮)으로 이어지는 천 년간 이 땅에는 단일한 왕조가
지배하는 ‘역사적 국가(historic state)’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래서 한민족은 이 역사적 국가를 구성했
던 사람들의 후손이기도 하다. ‘근대국가’의 개념과는 구별되는 역사적인 의미의 ‘역사적 국가’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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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족(韓民族)’이란 상당히 다양하게 정의될 수도 있지만, 우리 헌법을 중심으로 놓
고 보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과 언어, 역사, 문화, 혈통 등을 공
유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조선 또는 조
선을 승계한 대한제국(大韓帝國)의 신민(臣民)이었거나 그들의 혈통적 후손들은 곧 한민
족공동체의 성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전통적인 가부장 중심의 족보와 가족제도, 그리
고 세밀한 신원기록으로 이를 객관화하였던 일제 식민지 통치기술로 인하여 확인 가능한
것이기도 했다.71) 즉, 거의 대부분은 과거국적을 기준으로 한민족공동체의 일원임을 확
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혈통을 중심으로 부여되는 국적은 ‘한민족’이라는 민족공
동체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국적과 국민은 민족의 법적인 표현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 ‘추상적 의미에서 국민’이란 국적이나 혈통과 같은 형식
을 기준으로 민족공동체의 일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집단의 사람들을 말한다.

(2) 구체적 의미에서 국민과 공법관계
법적인 의미에서 공법관계란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국민은 국가의 통치에 복종하고 둘 사이에 일정한 법률관계, 즉 권리 및 의무의
관계를 맺는다는 말이다. 여기서 ‘국가’라는 것이 인공물로서 사람에 의하여 만들어진 통
치제도를 말한다. 근대적 의미의 국가 개념에 대한 일반국가학에서의 정의는 “시원적인
지배력을 장비한 정주하는 국민의 사단 또는 영토사단”이라고 한다.72) 법적인 개념으로
서 국가는 주로 일정한 권리주체로 파악된다.73) 그리고 이는 개인주의적이면서 집단적인
개념인 사단과 같은 일정한 법인격으로 정의되곤 한다.74)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국민’은

71)

72)
73)
74)

에 대해서는 Eric Hobsbawm, Comment on Steven Grosby, In When is the Nation?, edited by Atsuko
Ichijo, Gordana Uzelac, Routledge, 2005, 83; 박명림, 한국의 국가건설과 국민형성의 역사적 이론적 고
찰, 민족공동체의 현실과 전망,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사학회; 한국
학중앙연구원, 2009.9.4-9.5., 26-28 참조.
Kim(각주 62), 141 이하; 이철우, 이호택(각주 61), 180 참조. 대한제국의 민적(民籍), 일제의 호적(戶
籍), 해방 후의 호적(戶籍)이 법률적으로 동일한 연장선상에 승계되어 왔다는 점에서 비교적 쉽게 광복
후의 최초 국민을 용이하게 확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견해도 있다. 정인섭, 우리 국적법상 최초 국민
확정기준에 관한 검토, 국제법학회 논총 43권 2호(1998), 247-248 참조.
Georg Jellinek, 김효전 옮김, 일반 국가학, 법문사, 2005, 146 참조.
Jellinek(각주 72), 135 이하 참조.
독일 푸펜도르프의 법적 인격체(persona moralis) 개념에 대한 설명은 DOH, II.vi.10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Otto Friedrich von Gierke, Ernst Troeltsch, Natural law and the theory of society, 1500-1800.
With a lecture on the ideas of natural law and humanity, Boston: Beacon Press, 1957,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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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만든 통치제도인 국가에 복종하여 지배를 받는 사람들을 말한다. 지배와 복종이
라는 말은 폭력이나 억압이라는 말과 구별되는데, 전자는 공적이고 정치적인 권력
(political power)을 말하는 것이고 후자는 사적이고 물질적인 권력(material power)을 말
한다. 키케로가 말하기를 권력은 인민에게, 권위는 원로원에 있다고 했다(cum potestas in
populo auctoritas in senatu sit).75) 권위(authority)는 지배의 고유한 형식이라고 할 수 있
는데, 권력을 가진 인민이 앞에서 말한 주권자로서 국민이라면, 원로원, 즉 통치기관에
속한 권위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피지배자로서 국민이다. 이 글에서 ‘구체적 의미에서 국
민’이란 국적이나 혈통 같은 형식이 아니라 실재하는 공법관계를 기준으로, 즉 특정한 국
가에 대하여 구체적인 시민적 권리와 의무를 보장받고 부담하는 개인들을 말한다.

2. 북한주민의 공법적 지위에 대한 검토
가. 북한주민의 개념 정의
북한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북한에 거주하는 북한의 공민인 자로 정의할 수 있
을 것이다. 이 정의에 따르면, 북한주민은 첫째, 추상적인 의미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다.
여기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말은 우리 국적법상 북한주민의 국적을 의미한다. 둘째, “군
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며 이 지역에 직계 가족ㆍ배우자ㆍ직장 등 생활의 근거를 두
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북한인권법 제3조). 그리고 셋째, 북한주민은 북한, 즉 조선민주
주의인민공화국과 공법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다. 북한주민은 결국 구체적인 의미
에서 북한의 공민으로서 공민증 또는 공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이 점이 북한주민의 지위가
특수해지는 이유이다. 북한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동시에 북한의 공민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북한공민’이라는 말은 북한의 공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개념 정의에 따르면, 일단 북한이 아닌 남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지금 논
의하는 북한주민의 개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 북한이 아닌 해외에 거주 또는 영주하
는 북한공민도 남북교류협력법상 외국 거주 동포에 해당할 수 있지만 지금 논의하는 북
한주민의 개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북한공민 중에는 북한국적법에 따라 북한으로
75) Marcus Tullius Cicero, Konrat Ziegler, 성염 옮김, 법률론, 한길사, 2008, 2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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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한 외국인도 있다. 그러나 이들은 우리 국적법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므로
북한주민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신의주 등지에 모여 사는 중국화교들이
나 함경도 공업지대에 일본으로 돌아가지 않고 정착한 일본인들 등이 있다.76)

나. 북한주민의 국적
북한주민의 지위를 논할 때, 가장 먼저 대한민국 국민인지가 먼저 논의된다.77) 우리
헌법 제2조에 따르면 법률에 의하여 국민이 되는 요건이 정해진다. 국적은 국가와 그 구
성원, 즉 국민 간의 법적 유대이고 보호 및 복종관계를 뜻한다.78) 국민이 되는 요건, 즉
국적의 기준을 영토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혈통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는 나라마
다 다르다. 우리 국적법은 기본적으로 혈통을 기준으로 한다(국적법 제2조). 그렇다면 우
리 헌법 제3조 영토 조항이 여기에 적용될 여지는 별로 없다.
통상 헌법상 북한주민의 지위는 우리 헌법 제3조 영토조항에 근거해서 대한민국 국민
임이 인정된다고 본다.79) 영토조항에 근거하여 북한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주장하는
76)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테소 결정처럼, 우리가 북한 법령에 의한 북한국적의 획득이 우리 법령에 의한
대한민국 국적의 획득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고 본다면 이들도 북한주민에 포함될 수 있다. 즉 이는 북
한국적법에 의한 귀화를 우리 국적법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인 것이다. BVerfGE 77,
137. 번역문은 법무부, 동서독 교류협력 관련 판례집, 법무부, 2008, 46-92 참조. 이 결정에 대한 평석은
김주환, 독일의 통일과 국적 : 연방헌법재판소의 테소(Teso) 결정(BVerfGE 77, 137-170. 1987.10.21.),
통일과 헌법재판 1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 연구 (상),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6, 296 이하
참조. 후술하겠지만, 현재로선 북한과 북한법률에 대한 우리 법체계의 태도로 미루어 볼 때 이들은 아
직 대한민국 국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후술 Ⅳ. 3. 다. 참조.
77) 북한주민의 지위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북한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인지를 검토하는 것이 주를 이룬
다. 김명기, 北韓住民을 大韓民國國民으로 본 大法院 判決의 法理論, 저스티스 30권 2호(1997), 186 이
하; 장명봉, 領土條項을 根據로 北韓住民도 韓國國民으로 본 大法院判決(96 누 1221, 李英順 사건), 헌
법학연구 3권 3호(1997), 653 이하; 도회근, 북한주민의 헌법상 지위에 관한 연구, 헌법학연구 4권 2호
(1998), 339 이하; 장민영, 北韓住民의 憲法上 地位, 중앙대학교 법정논총 36집(2001), 43 이하 등 참조.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처리라는 현안 해결을 위한 모색이 많았다.
78) 헌재 2000. 8. 31. 97헌가12, 판례집 12-2, 167, 175 참조.
79) 이효원 교수는 북한주민은 헌법 제3조에 따라 원칙적, 법규범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되고 헌법 제
4조에 따라서 그 특수한 지위가 인정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효원(각주 1), 101-105; 이효원(각주 14),
275-276. 그 예로 대법원 1990. 9. 28. 선고 89누6396 판결 [출판금지처분무효확인]; 서울고법 1999. 10.
12. 자 99라130 결정; 서울지법 2003. 6. 27. 선고 2002나60862 판결. 그러나 인용된 대법원 판결만 보더
라도 저작권법의 국내적 효력이 영토조항에 따라서 북한지역에도 미친다는 취지이지(“법규정의 효력은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의하여 여전히 대한민국의 주권범위내에 있는 북한지역에도 미치는 것이다.”), 명
확히 월북한 작가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취지는 아니었다.

- 27 -

입장에서는 영토조항 때문에 우리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북한주민에
게 북한국적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80) 그러나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북한
지역이 대한민국 영토이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은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논리
는 전술한 바와 같이 오늘날 납득하기 어렵다(전술 Ⅱ. 3. 참조).
영토조항에 따라 북한국적을 국내법상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라는 것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라는 설명81)도 자세히 보면 잘못되었다. 해당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을 자세히 보면, 영토조항으로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국
적을 취득하고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이지, 영토가 국적의 직접논거가 되지는 않는다.82)
실제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국적법 규정을 해석하여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판단하였다.
“남조선과도정부법률 제11호 국적에관한임시조례 제2조 제1호는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는 조선의 국적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헌헌법은 제3조에
서 대한민국의 국민되는 요건을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00조에서 현행
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조선인인 위 소외 1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함으로써 위 임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조
선국적을 취득하였다가 1948. 7. 17. 제헌헌법의 공포와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
득하였다 할 것이고, 설사 원고가 북한법의 규정에 따라 북한국적을 취득하여 1977.
8. 25. 중국 주재 북한대사관으로부터 북한의 해외공민증을 발급받은 자라 하더라도
북한지역 역시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어서 대한민
국의 주권이 미칠 뿐이고, 대한민국의 주권과 부딪치는 어떠한 국가단체나 주권을
법리상 인정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정은 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이를 유지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83)

자세히 보면, 북한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인 이유는 그들이 국적법상 출생에 의항 국적취
득의 요건인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영토조항은 북한
80) 김명기, 北韓住民의 人權과 國際法, 법서, 2000, 41-45; 제성호(각주 1), 144-145 참조.
81) 제성호(각주 1), 145.
82) 헌재 2000. 8. 31. 97헌가12, 판례집 12-2, 167, 176.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하여 북한지역도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고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국적
을 취득ㆍ유지하는 데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83)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누1221 판결. [강제퇴거명령처분무효확인등] 자세한 사실관계 등은 후술
각주 14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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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의 취득이 대한민국 국적을 부정하는 사유로서 ‘외국국적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취지로 언급했을 뿐이다. 따라서 북한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직접적인 논거는 헌
법 제3조 영토조항이 아니라 헌법 제2조에서 정하는 법률, 즉 국적법이 되어야 할 것이
다. 영토조항은 우리 국적법이 북한에도 효력이 있다는 논거가 될 수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 만일 북한국적법에 따라 귀화하여84) 북한공민이 된 중국인이 대한민국 국
민인지가 문제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영토조항에 근거하여 북한주민이 대한민국 국민
이라는 입장에 따르면, 이들도 대한민국 영토인 북한에 거주하는 무국적의 주민이니 대
한민국 국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적법에 따르면, 그들은 조선인을 부친으
로 하여 출생한 자이거나 그 후손이 아니다. 그리고 당해 귀화가 우리 국적법에 의한 귀
화도 아니므로 그들이 대한민국 국민은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다.85) 다만 이들은 대한민
국 영토인 북한에 거주하는 무국적의 주민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이나 보유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국적법 제20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 의하여 ‘국적 판정’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는 있다.86) 결론적으로야 필자도 중국출신 북한공민도 당연히 대한민
국 국민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영토조항에 따른 전자의 해석은 국적법에
따라서 ‘국적 판정’시 법무부장관이 하는 정책적인 판단이나 입법론적인 주장의 논거가
될 수 있을 뿐이다. 북한주민의 국적에 관한 헌법과 법률에 따른 해석은 헌법 제3조가
아니라 헌법 제2조와 국적법에 따른 해석이다.
정리하면,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은 북한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직접적인 논거가
될 수 없다고 본다. 엄밀히 말해서, 헌법 제3조와 제4조의 관계에서 북한주민의 지위를
논하는 것은 북한주민과 북한의 공법관계 인정에 관한 논의이지, 북한주민의 국적을 결정
하는 건 아니다. 따라서 남북한 특수관계론으로 북한주민의 국적을 논하는 것은 큰 의미

84) 북한의 귀화에 관한 규정은 후술 Ⅲ. 3. 가. 참조.
85) 전술 각주 76; 후술 Ⅳ. 2. 다. 및 3. 다. 참조.
86) 참고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요건과 관련해서는 그가 ‘대한민국 국민’인지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다.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르면, 이 법의 보호 대상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
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이다. 여기에 북한국적이 있어야 한다거나 북한공민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없다. 다만 북한을 이탈
하여 중국 국적을 회복하였거나 원래 중국국적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이 이를 숨기고 북한공민인 것
처럼 허위진술하여 북한이탈주민법에 의한 보호 및 지원을 받은 경우는 동법 제33조 제1항이 정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호 및 지원을 받은”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831 판결(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도
5939 판결(소위 ‘서울시 공무원 간첩혐의 사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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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다고 본다. 다만 북한의 국가성 인정 문제는 북한주민의 공법적 지위를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다. 북한주민의 거주지
(1) 북한거주 북한주민
일정한 지역에 거주지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켜 주민이라고 한다. 주민등록
법 제6조는 ‘주민’을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규정한다. 북한주민이란 일차적으로 북한지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들
을 말한다. 북한인권법에서는 ‘북한주민’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며 이 지역에
직계 가족ㆍ배우자ㆍ직장 등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제3
조). 북한지역은 대한민국의 법적인 지배력이 미치지 않는 지역이다. 북한지역에 거주한
다는 말은 대한민국의 법적인 지배력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한다는 말이다.
북한주민의 공법상 지위에서 중요한 것은 북한주민은 대한민국에 대해 어떤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는 지이다. 비록 남한에 이북5도청이 있다고는 하지만, 북한주민의 공민
등록을 하고 그들을 관리하는 주체는 북한이지 이북5도청이 아니다. 그 북한지역에 거주
하는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관할권은 남한이 아니라 북한에 있다. 그래서 북한에 거주한
다는 말은 더 나아가 북한공민으로서 북한과 지배에 복종하는 공법관계를 맺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실제로 북한에 거주하는 북한주민은 대한민국과 공법관계를 현실적으로 맺을 수 없다.
우리 정부는 스스로 입국심사대에 와서 자기가 북한주민이라고 주장해도 그가 실제 북한
에서 온 우리 국민이 맞는지 알지도 못하고 당연히 외국에 대해 그가 북한주민임을 확인
해 주지도 못한다. 사실상 북한지역에는 대한민국의 통치력이 미치지 못하므로, 북한지역
주소를 두고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주민은 외국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을 재외국민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헌법 제3조에 따르
면 북한지역이 대한민국은 영토이므로, 북한주민은 재외국민이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87)

87) 이효원(각주 14), 283-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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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이탈주민 등과 북한주민의 구별
북한에서 남한으로 주소를 옮긴 북한이탈주민이나 이북도민은, 우선 북한지역이 아니
라 남한에 거주하기 때문에 북한주민이 아니다. 그리고 북한을 이탈하였다는 말은 더 이
상 북한공민이 아니라는, 즉 북한과 더 이상 공법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뜻이다. 더 나아
가 자의로 대한민국으로 주소를 옮긴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대
한민국의 지배를 받는다.
북한이탈주민은 온전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가진다. 다만,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지역에서 이주해 온 사람이라는 이유로 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 의하
여 소수자로서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고, 일부 권리는 제한되고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이
탈주민은 군에 입대할 수 없고,88) 북한에서의 자격, 학력 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89)
현실적으로 이들은 남한사회에서 겪는 정치, 경제, 사회적 격차로 인하여 그들이 느끼는
사회적 거리감은 크다.90) 그래서 법률로써 북한이탈주민을 특별히 보호하고, 일정한 경
우에는 그 권리의무가 제한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91) 그러나 이는 남북관계나 남북한
특수관계론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이 겪는 국내법, 국내정치적인
문제로 볼 수 있을 뿐이다.

(3) 해외거주 북한공민과 무국적동포
해외거주 북한공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동시에 북한의 공민권을 가진 사람이지만,
현재 북한에 거주하지 않아 북한지역에 주거 등 생활기반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예를 들
어, 중국에 살면서 북한공민의 지위를 유지하는 동포나 일본에 거주하여 조선적을 유지하
면서 북한의 노선에 따라 움직이는 ‘조총련’ 등이 있다. 이 같은 해외거주 북한공민도 북
한지역에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논의하는 북한주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전술한 북한주민이 재외국민이 아니라는 해석을 반대로 적용하면 외국국적을 취
득하지 않고 외국에 거주하는 북한공민은 재외국민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남북
88) 병역법 제64조 제1항(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2.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
89) 헌재 2006. 11. 30. 2006헌마679, 판례집 18-2, 549; 손인혁,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의 방향, 통일과 헌법재판 3,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8, 290-331 참조.
90) 김현정, 박선화, 다문화정책 관점에서 본 북한이탈주민 문제, 통일인문학 66호(2016), 181-188 참조.
91) 박선영, 사회통합을 위한 국민 범위 재설정, 저스티스 통권134호(2013), 411-4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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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UN동시가입 등으로 국제법상 북한은 독립된 국가이므로, 대한민국이 재외북한주민
에 대해 ‘일방적으로’ 혹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92) 북한에서 이탈한 재외북한이탈주민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
호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당사자의 의사가 필요하다(북한이탈주민법
제3조).93)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해외거주 북한공민은 ‘외국 거주 동포’로 파악
된다. 그래서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다. 1994년에 북한 공민증을 가진 북한 출신 외국 거주 동포가 이렇게 한국에 들어와
법무부로부터 국적확인을 받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던 적이 있었다. 그런데 언론에 이
사실이 알려지자 행정청이 주민등록을 말소시켰고, 당사자는 행정소송으로 그 말소처분
에 대해 다퉜었다.94) 여기서 북한 국적을 보유한 사람은 한국 국적을 가지는지에 주목하
면, 당시에 우리 정부는 북한 국적을 보유한 재외동포를 불법체류자로 취급했었다. 결과
적으로 북한 법률에 의하여 북한 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를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남한지역 출신이든 북한지역 출신이든 외국국적동포는 해당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
인이다. 예를 들어, 조선족 중국인들은 북한출신이어도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이므로 재외
동포법상 외국국적동포로 분류된다. 그런데 그밖에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외국
92) 이덕연, ‘헌법적 정체성’ 확립의 과제와 북한이탈주민의 헌법적 지위, 저스티스 통권136호(2013), 51-52
참조.
9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이 법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
시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적용한다.”;
94)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3223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 2. 3 선고, 93구15146 판결. 이를 ‘한영
숙 사건’이라 한다. 한영숙은 일제시대에 북한 출신자로부터 중국에서 출생한 사람으로 상해에 살아서
동북3성에 거주하던 한인과는 달리 조선족으로 분류되지 않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의 신분을
유지해왔다. 한영숙은 1988년 후반 대우 합작회사에 근무했다. 그녀는 회사가 부여한 시찰 기회를 이용
하여 한국에 입국했다. 외무부가 발급한 여행증명서를 소지하고 입국한 그는 체류기간이 경과하자 귀환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법무부에 국적의 확인을 구했다. 법무부가 국적을 확인해주자 그는 주민등록신
고를 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 북한적 중국동포라는 새로운 유형의 동포가 등장한 것에 대해 매
스컴이 관심을 보이자 갑자기 정부는 주민등록을 말소시키고 그의 국적을 부정했다. 그리고 그를 불법
체류자로 취급했다. 정부가 제시한 이유는 해외에서 영구히 귀국한 국민은 거주여권을 반납하고 여권
무효확인서를 받아야 하는데 한영숙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한영숙은 행정심판
과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투어 주민등록말소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얻었지만 말소를 취소하
는 데 꼭 필요했던 무효확인의 판결을 얻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중국에서 외국인인 그는 거주허가 기
간이 지나 중국으로 귀환할 수도 없었다. 이러한 사정이 여론을 자극하자 정부는 그를 영주귀국자로 취
급해 정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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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거주하는 한국인도 많다(‘무국적동포’). 대표적으로 재일조선인들 중에는 조총련계가
아니어도 조선적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일본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그렇다
고 남한이나 북한의 국적도 선택하지 않았다. 그리고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고려인동포’ 중에도 소련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국적이 상실된 사람들도 있다.95) 이들과
같이 재외동포법상 재외동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무국적동포와 해외거주 북한공민에 해
당하는 남북교류협력법상 외국 거주 동포는 사실상 구별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해
외거주 북한공민은 남북한 특수관계론이 아니라 한민족공동체 및 재외동포정책의 연장선
에서 파악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라. 우리 법체계에서 북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공법적 지위
(1) 북한주민의 우리 법체계상 지위
불
법
체
류
자

재한
외국인

국민

재외
국민

무
국
적
동
포

외국국적
동포

외국인

← 재외동포 →
←

“국민 또는 국민이었던 자”

→

<그림 3> 우리 법체계에서 개인의 공법적 지위
북한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대한민국의 지배력이 미치지 못하는 북한지역에 거주
하고 북한의 공민인 사람이다. 위 <그림 3>은 우리 법체계에서 다변화된 개인의 공법적
지위들을 나열하는데, 북한주민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일단 북한지역은 대한민국 영
토이므로 여기 거주하는 북한주민은 재외국민이 아니다. 그리고 북한공민이어도 이는 외
국국적의 취득이 아니고 우리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북한주민은 외

95) 2010. 5. 20. 법률 제10306호로 제정된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고려인동포법’)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
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자” 및 그 친족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고려인동포’로 규정
하고(제2조), 그들이 거주국에서 합법적인 체류자격의 취득과 생활안정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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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가 될 수 없다.96) 결국 북한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렇다고
해도 이는 추상적인 의미에서 국민일 뿐이다. 여기서 추상적 의미에서 국민이라는 것은
언제든 본인이 원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민족국가의 일원이라는
의미가 있을 뿐이다. 구체적 의미에서 국민인지를 살펴보면, 북한주민은 대한민국의 지배
력 밖에 거주하고 있고, 대한민국과 어떤 공법관계도 맺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리고 행정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 상태에서 북한주민을 대한민국 국
민이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재외동포가 우리와 같은 한민족이라고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것과 같이 추상적인 의미 외에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없다. 따라서 법적 주체로
서 북한주민은 그 의미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남북교류협력법이 있으나 북한주민의
지위에 관하여 어떤 규정도 하지 않는다. 전반적으로 우리 법률은 이들의 지위에 관하여
규정하는데 소극적이다.

(2) 북한이탈주민의 우리 법체계상 지위
반면, 북한이탈주민의 경우는 다르다. 남한에 거주할 경우, 북한이탈주민은 의심의 여
지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북한을 이탈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
는 ‘재외동포’에 준하여 보면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재외공관에 보호를 요청했을 경우
에는 ‘재외국민’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북한주민이 북한에서 이탈하여 외국의 국적을 취
득했으면, ‘외국국적동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고 대한민국의 보호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재외동포법에서도 규정하지 못하는
그냥 ‘무국적동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북한에서 이탈하지 않은 해외거주 북한공
민은 출입국에 있어서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서 ‘외국 거주 동포’로 인정될 수 있지만,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는 이마저도 적용될 여지가 없다. 무국적동포나 불법체류자 같이
예외상태에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일단 북한에서 이탈한 무국적동포에 관한 문제는 대북
정책이 아니라 재외동포정책으로 접근할 문제일 것이다.

96) 북한법률에 따라 북한국적을 획득하여 북한공민이 되는 것이 우리 법체계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
이다.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누122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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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주민과 북한의 관계에 대한 법적인 인식
북한주민은 북한법상 북한공민인 사람을 말한다. 문제는 누가 북한공민인지는 북한법
이 정하고 있어서 우리로서는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더구나 우리 법체계에서 북한
주민을 북한공민으로 파악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 일단, 북한법에 따
라 인정되는 지위이기 때문에 북한법의 국내법적인 효력과 관련된다. 그리고 북한주민을
지배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정치공동체의 국가성 인정여부도 얽혀있다.

가. 북한법상 북한공민
북한국적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 되는 조건을 정하는데, 우선 “공화국창
건 이전에 조선의 국적을 소유하였던 조선사람과 그의 자녀로서 그 국적을 포기 하지 않
은 자”로 북한공민을 규정한다(법 제2조 1항).97) 이는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 중에서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는 대법원 해석과 크
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조 2항은 “다른 나라 공민 또는 무국적자로 있다
가 합법적 절차로 공화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규정하여 귀화 등을 인정한다.98) 동법 제
15조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공화국국적에로의 입적청원’ 또는 ‘공화국국적에서
의 제적청원’에 대해 결정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북한국적법에 복수국적에 관한 제한
은 따로 없다.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정하면 복수국적이 얼마든지 허용될
수 있다고 한다.99)
한편, 북한의 사회주의헌법은 주권자로서 국민을 ‘인민’으로, 피지배자로서 국민을 ‘공
민’으로 명확하게 구별해서 쓰고 있다.100) 북한 사회주의헌법상 “주권은 로동자, 농민,
97) 1999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3호로 수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률.
98) 북한국적법 제6조 “무국적자 또는 다른 나라 공민은 청원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을 취
득할 수 있다.”
99) 북한국적법상 북한주민의 요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조정찬,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2001
년도 남북법제개선 연구보고서, 법제처, 2001, 135-143 참조.
100) 우리 헌법상 국민은 ‘주권자로서 국민’과 ‘피지배자로서 국민’을 모두 의미한다. 주권자로서 ‘시민’과 피
지배자로서 ‘신민’을 구별하기도 한다. 루소에 따르면, 시민과 신민의 차이는 주권에 대한 불복종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주권자인 시민은 국가에 대해 불복종하고 저항할 권리를 가지지만, 피지배자인 신민
은 그런 권리가 없다. Jean-Jacques Rousseau, 이환 옮김, 사회계약론,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23-25;
Étienne Balibar, 진태원 옮김, 우리, 유럽의 시민들?, 후마니타스, 2010, 34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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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제4조) 주권자로서 국민을 일정한 계급
의 근로인민으로 특정하고 있다. 반면, 공민은 이 근로인민의 의사가 반영된 법에 복종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북한 헌법상 법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의 반영이며 국가관리
의 기본무기”인데, “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
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18조). 이 공민이 국가에 대해 가지는
권리와 의무는 북한 헌법 제5장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에 따르면 공민이 되는 조건은
“국적에 관한 법으로 규정한다”라고 되어 있다(제62조).

나. 북한과의 공법관계 인정문제와 북한의 국가성 인정문제
개인의 공법적 지위는 먼저 국가와의 관계에서 정해지므로, 북한주민의 지위를 논하면
서 북한지역을 지배하는 북한, 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법적으로 어떻게 보는지는
매우 중요하다. 북한은 우리의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국가가 아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독립된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그래서 북한주민은 국내법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인데, 국
제법적으로는 외국인이 된다. 이는 남북관계의 특수성 또는 ‘남북한 특수관계’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런 남북한 특수관계를 전제로 북한은 통일을 위한 파트
너로서 독립된 정부 또는 국가로서 그 주체성을 인정받을 때가 있고 북한주민은 예외적
으로 외국인으로 취급될 수도 있다. 그래서 국내법적으로도 북한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지만, 남북한 특수관계를 고려하여 때로는 외국인으로 취급할 때가 있다.101)
여기서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한다는 말이란, 정치적으로는 북한의 실체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북한과 북한주민의 권리의무관계인 공법관계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법적인 의미에서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한다는 말은 일단 북한과 북한주민 사이
의 지배와 대표의 관계를 인정하고 대외적으로 독립적이고 자주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는 동서독 특수관계론에서 서독이 동독을 국가로서 ‘존중(Respektierung)’했던
것과 그 의미를 같이 한다고 보면 된다.102) 그러나 헌법적으로 북한의 국가성 인정이나
북한주민과의 공법관계를 인정할지 여부는 우리 헌법 제3조와 제4조의 관계를 어떻게 해
석하는지와 관련된 남북한 특수관계론으로 정리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101)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4044 판결; 헌재 2005. 6. 30. 2003헌바114, 판례집 17-1, 879, 891-892
참조.
102) 제성호(각주 1), 18 참조. 후술 Ⅳ. 2. 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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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남북한 특수관계론에 따라 인정될 수 있는 공법관계
정리하면, 북한주민이 북한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대법원의 해석에 따르면 추
상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국제법상 제3국과의 관계에서는 외국인이고, 국내법상
으로도 남북한 특수관계론에 따라서 사실상 외국인과 같이 취급될 수도 있다. 남북한 특
수관계론을 통해 보다 명확히 규명되어야 할 부분은 북한에 거주하는 북한공민인 북한주
민의 국내법상 지위와 관련된 부분이다. 특히 북한주민은 남북교류와 협력을 할 때, 남북
한 특수관계론에 따라 어떤 때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또 어떤 때는 외국인으로 취급되기
도 한다. 북한주민을 외국인으로 취급할 때에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북한주민과 북한 사이의 공법관계를 존중하는 것 같기도 하다. 중요한 것은 북한주민
은 현재 추상적 의미에서 국민이지만 아직 구체적 의미에서 국민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외국인으로 취급되었을 때에야 북한주민은 최소한 우리 법체계에서 법적인 주체로 인정
받을 여지가 생긴다. 그렇다면 북한주민에 대한 원칙과 예외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은 북한주민이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남북교류협력법상 예외적
으로 외국인과 같이 취급된다. 그러나 북한주민을 최소한 법적인 주체로 보고 그에 관한
판단에서 그들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그 예외가 원칙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주민이 자의로 대한민국의 보호를 요청한 때에만 예외적으로 내국인으로 봐
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북한주민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그 공법적 지위를 논할 때, 우리는 북한의
국가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무
엇보다 남북한 특수관계론에서는 아직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주
목할 부분은 우리 헌법상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고 북한과 북한주민과의 공법관계를 인
정하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이다. 북한주민을 국내법적으로 남북한 특수관계론에 따라서
외국인에 준하여 취급한다면, 북한국적을 그리고 북한과 북한주민 사이의 공법관계를 사
실상 인정하는 것이다. 이 부분, 즉 어떻게 예외적으로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할 수 있는
지, 북한국적을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북한과 북한주민의 공법관계를 존중할 수 있는
지 등의 문제는 남북한 특수관계론에서 설명되어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북한주민의 지
위를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남북한 특수관계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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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남북한 특수관계론의 검토
1. 남북한 특수관계론의 개요
남북관계란 한반도 남쪽에 있는 대한민국(남한)과 북쪽에 있는 조선인민공화국(북한)
의 관계를 말한다. 그리고 남북한 특수관계론은 이 남북관계를 설명하면서 그 특수성을
강조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다. 헌법학에서 남북한 특수관계론은 헌법 제3조와 제4
조의 관계에 대한 해석론이다. 우리 헌법상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이다(제3조).
이 범위에 남과 북이 모두 포함되므로, 원칙적으로 북한의 영역은 대한민국의 일부이다.
그리고 그곳에 거주하는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주
권은 사실상 북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법적으로 북한에 대한 각종 예외가 발
생한다. 예를 들어, 북한지역은 국내법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외국으로 취급될 수 있고,
북한주민도 역시 외국인으로 취급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률은 북한 및 북
한의 주민 등에 대하여 이중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남북한 특수관계론은 헌법 제3조와 제4조의 관계를 중심으로 남북한 관계를 정리한 이
론이다.103) 1992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 전문에는 남북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
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규정하고 있다.
남북기본합의서의 위 규정은 2005년 제정된 남북관계발전법 제3조 제1항에 거의 그대로
규정된다. 그리고 동법 제3조 제2항과 남북교류협력법 제12조는 “남한과 북한간의 거래는
국가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고 규정하기도 한다. 동서독 특수관계의 사
례에 비춰보면, 통상 남북기본합의서와 위 법률상 남북관계가 ‘특수’하다는 말은 국가와
국가의 관계를 규율하는 국제법질서에 비춰 특수하다는 말일 것이다. 즉, 국제법상으로는
국가이지만 국내법상으로는 서로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특수한 것이다.104) 이
103) 헌법 제3조와 제4조의 해석론에 대한 학설들의 망라적인 정리는 도회근, 남북한관계와 통일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와 과제, 통일과 헌법재판 3 : 통일에 관한 헌법이론 및 헌법재판소 결정 연구, 헌법재
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8, 15-24 참조.
104) 1991년 남한과 북한이 국제연합에 동시가입을 함으로써 남한과 북한은 국제연합과의 관계에서 그 회
원국으로 서로를 인정하는 듯 보이지만, 국제법상 다자조약의 동시 가입이 서로 상대방을 주권국가로
승인하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김대순, 국제법론, 삼영사, 2017, 409-4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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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남한과 북한은 서로를 국가로 승인하지 않고, 헌법상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지
만,105)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는 국가에 준하여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관계를 유지하여
야 한다는 점에서 특수하다고 할 수 있다.106) 이 점에서 남북한 특수관계론과 후술할 동서
독 특수관계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2. 동서독 특수관계에서 동독주민의 지위
가. 1민족 2국가설
남북한 특수관계론은 우리보다 앞서 통일의 과업을 이룬 독일이 통일의 과정에서 확
립했던 소위 ‘동서독 특수관계’와 비교해 볼 만하다.107) 전후 냉전에 의한 분단국가의 통
일이라는 점에서 서로 유사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북한 특수관계론을 검토
하기에 앞서 동서독 특수관계에 대해 검토한다.
동서독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서독에는 학설이 여러 개 있었다. 독일과 독일인의 국가
수를 기준으로 말하면, 독일의 패망 이후 서독이 독일 제3제국을 계승하는 유일한 국가
라는 ‘1국가설(Einstaattheorie)’, 2차 대전 후 독일 영역에 동독과 서독 두 개의 국가가 성
립했다는 ‘2국가설(Zweistaatentheorie)’, 그리고 독일이라는 전체국가와 동독과 서독, 이
렇게 3개의 국가가 있다는 ‘3국가설(Dreistaatentheorie)’ 또는 ‘지붕이론(Dachtheorie im
eigentlichen Sinne)’이다.108)
1960년대 말까지 아데나워 시대의 구 독일연방공화국(이하 ‘서독’)은 1국가설 입장을
취했다. 외교적으로는 ‘할슈타인(Hallstein)원칙’에 따라 동독을 승인하거나 소련을 제외
한 동독과 수교한 국가와는 국교를 맺지 않았다.109) 서독이 이전의 독일제국과 동일성을
105) 최대권, 장차 전개될 남북관계의 형성과 통일의 법적 문제, 공법연구 22집(1994), 266; 심경수, 영토조
항의 통일지향적 의미와 가치, 헌법학연구 7권 2호(2001), 143 참조.
106) 이를 ‘준외교적’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이런 표현은 통일정책이 준외교적 행위로 특수하다는 점을 강
조할 때 사용된다. 전광석, 제4조, 한국헌법학회 編, 헌법주석[1], 박영사, 2013, 135-136 참조.
107) 이런 입장은 허전, 남북기본합의서와 헌법, 충북대학교 법학연구 5권(1993), 181 이하; 제성호(각주 1),
85 이하; 김주환, 영토변증설(領土辨證說), 세계헌법연구 17권 2호(2011), 1 이하; 정태호, 동서독 기본
조약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평석(BVerfGE 36, 1-37. 1973.7.31.), 통일과 헌법재판 1 : 독
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 연구 (상),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6, 101 이하 참조.
108) 이들 학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철수, 독일통일의 정치와 헌법, 박영사, 2004, 137-143 참조.
109) 1955년 아데나워 정부 시절, 발터 할슈타인이 내세운 외교원칙이다. 자세한 내용은 김철수(각주 108),
123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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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고 이를 계승하는 유일한 국가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독일민주공화국(DDR, 이하
‘동독’)의 주권을 부정하고 그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110) 동독도 처음에는 이와 같은
입장에서 동독이 구 독일제국을 대표한다고 주장했었는데, 입장을 바꾸어 1953년부터 2
국가설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2국가설은 동독과 이전 히틀러정권의 독일제국과의 연결성
을 부정하고 세계대전 패전 후 이후 독일은 동독과 서독으로 해체되어 별개의 독립국가
가 되었다는 주장이다.
서독의 할슈타인원칙은 1967년에 이르러 수정된다.111) 서독의 故 빌리 브란트는 1969
년에 이렇게 말했다. “독일연2방공화국 정부에 의한 동독의 국제법상 인정은 고려될 수
없다. 비록 독일에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서로 외국이 아니다. 그
들의 관계는 단지 서로 특수한 종류이다.”고 했다.112) 이것이 서독이 독일통일과정에서
취했던 소위 ‘1민족 2국가론’이라고 할 수 있다.113) 이는 전술한 3국가설 또는 지붕이론
에 가까운 견해이다.
1민족 2국가, 즉 ‘지붕이론’은 전쟁 전의 독일과 전쟁 후 동서독의 관계에 대해서는 서
로 연결된다는 입장을 취한다. 전쟁 전의 독일을 잇는 ‘지붕(Reichsdach)’ 국가로 전체 독
일을 ‘1민족’으로 상정한다. 이 전체 독일은 가상의 국가로 행위능력이 없다. 그리고 당
시 현존하는 동독과 서독은 이 전체 독일을 구성하는 두 개의 부분국가로 ‘2국가’가 된
다. 이를 부진정한 연방국가로 보거나 영국식의 국가연합으로 설명하는 견해도 있었다고
하는데,114) 이 두 국가의 관계를 바로 동서독 특수관계라고 할 수 있다.

110) 김철수(각주 108), 143-145 참조.
111) 아데나워 정부 이후 대연정 시기 외무장관이던 빌리 브란트는 1967년 동독과 수교한 루마니아와 국교
를 맺는다. 이후 총리가 되어 할슈타인원칙을 포기하고 동유럽공산국가들과 적극적으로 화해를 모색
하는 ‘동방정책’으로 전환했다. 김철수(각주 108), 147-151 참조.
112) Regierungserklärung vom 28. Okt. 1969; 김철수(각주 108), 147 참조.
113) Margit Roth, Zwei Staaten in Deutschland: Die sozialliberale Deutschlandpolitik und ihre Auswirkungen
1969–1978, 50, Opladen 2013, 42; 제성호(각주 1), 16 참조.
114) Friedrich J. Berber, Lehrbuch des Völkerrechts, 1 Allgemeines Friedensrecht, München 1975, §18;
Herbert Kruger, Dietrich Rauschning, Die Gesamtverfassung Deutschlands : nationale uns internationale
Texte zur Rechtslage Deutschlands, Frankfurt am Main 1962, S. 17. ff; 김철수(각주 108), 143에서 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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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동서독기본조약에서 동서독 특수관계
동서독 특수관계는 동독이 국가임을 인정하지만, 그것이 국제법상 국가승인은 아니라
는 점에서 특수하다. 그러면서 제3국과의 관계에서 동서독은 각각 국가로서 승인을 얻어
서 UN에 동시 가입하였으나, 그 관계는 여전히 국내법적인 내부관계(Inter-se-Beziehung)
라는 점에서 특수하다. 요약하면, 동서독 특수관계의 특수성은 동서독은 제3국과의 관계
에서는 서로의 국가성을 존중하지만 상호간에는 국제법상 국가와 국가의 관계가 아니라
독일의 민족내부의 국내법적인 관계로 남아있었다는 점에 있다.
1972년 12월 21일 체결된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간의 관계의 기본원칙에
관한 조약(이하 ‘동서독기본조약’)’ 제1조는 동서독관계를 상호 동등자격의 원칙에 입각
한 상호 “정상적인 선린관계(normal gutnachbarlich Beziehung)”라고 규정한다.115) 동독
입장에서 “정상적인”이란 국가승인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지만,116) 서독은 이것이 국제법
적 ‘국가승인Anerkennung)’이 아니라 국가로서 존중(Respektierung)을 의미한다고 주장했
다.117) 무엇보다 협상과정에서 서독은 명시적으로 이 점을 분명히 하였다.118) 그리고
“선린(gutnachbarlich)”이란 수식어는 공간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말하
며, 그래서 이 조약에서 말하는 동서독의 “관계”는 “우방국이나 동맹국의 주민들 간에
존재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특수한 성격의 관계(Beziehungen besonderer Art)”를 규정
한다고 주장한다.119)
1973년 동서독 기본조약에 대한 동의법률에 관하여 바이에른 란트정부가 독일연방헌
법재판소에 사전위헌법률심사를 요청하여 이 조약이 독일연방기본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심사하게 되었다.120)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결정에서 독일 및 동서독의 지위 그
115) 원문은 법무부, 동서독 교류협력 법제 연구, 법무부, 2008, 409-411 참조.
116) 당시 동독의 호넥카는 동독의 지위에 관하여 서독과는 별개로 새롭게 건설된 신생 사회주의적 민족국
가라는 주장을 하였다. 김철수(각주 108), 147-148 참조.
117) 제성호(각주 1), 18 참조.
118) BVerfGE 36, 1 (22 f.).
119) 제성호(각주 1), 19 참조. 빌리 브란트는 1970년에 동서독관계는 국제법상 문제도 아니고 각 국의 헌
법으로 규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닌, “분단독일 양국 간에 존재하는 특수상황을 규정하는 구성요소”라
고 강조한 바 있다. Rede von Willy Brandt über die Lage der Nation (14. Januar 1970); 제성호(각주
1), 18-19 참조.
120) BVerfGE 36, 1; 이 판례의 번역문은 법무부(각주 76), 3-45; 헌법재판연구원, 통일과 헌법재판 1 : 독
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 연구 (상),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6, 165-194 참조. 이 판례에 대한
국내의 평석은 장영수, 동ㆍ서독 기본조약 판결-1973 년 7 월 31 일 독일연방헌법재판소 제 2 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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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동서독 기본조약의 성격에 관하여 결정을 내린다. 간략히 정리하면, 첫째 ‘전체로서의
독일’이 존속하고 있음을 확인한다.121) 더불어 이를 토대로 서독은 “독일의 일부가 새롭게
조직된 것”이고 독일과 서독은 부분적으로 동일하다고 본다.122) 동독도 마찬가지로서 전체
독일과 부분적으로 동일하고 그런 의미에서 동서독의 관계는 “전체 독일의 부분국가들로
서 마주하고 있는 특수한 관계”라고 표현했다.123)
둘째,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동서독 기본조약의 이중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조약 체결
과정에서 동독을 국제법상 주체로서 국가로 인정하였지만 그것과 서독에 의한 동독의 국
가승인과는 별개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는 동서독의 태도를 긴장완화정책의 흐름 속
에서 특수한 형태의 사실적 승인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124) 특히 기본조약이 동독이
사실상의 권력이라는 점을 넘어서 대외적으로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국가성(Staatlichkeit)
을 확인하는 것은 “전체 독일의 다른 부분들이 독일민주공화국이라는 국가 속에 조직화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여 이 점에서 기본법을 위반하지 않는
다고 하였다.125)
셋째, 기본조약의 성격도 국제법상 조약에 해당되지만 전체 독일을 구성하는 양독 간
의 내부관계(inter-se-Beziehungen)를 규정하는 이중적인 성격의 조약이라고 정의한다.126)
이를 뒷받침하는 논거로 대사관이 아니라 상주대표부 설치하고(조약 제8조),127) 인준절
차는 특수하며,128) 조약 제2조에 따라 영토고권이 인정되는 동서독의 경계는 국경선이
아니라 란트 사이를 가르는 것과 유사한 경계라는 점129) 둥을 들고 있었다.

판결, 판례연구 7집(1995), 7 이하; 정태호(각주 107), 101 이하 참조.
BVerfGE 2, 266 (277); 3, 288 (319 f.); 5, 85 (126); 6, 309 (336, 363); BverfGE 36, 1 (16).
BverfGE 36, 1 (16).
BverfGE 36, 1 (28).
BverfGE 36, 1 (22 f.).
BverfGE 36, 1 (29).
BverfGE 36, 1 (23).
BverfGE 36, 1 (23).
연방대통령의 전권에 기초한 인준서 교환이 아니라 연방정부에 의하여 서명되는 문서 또는 그에 준하는
각서의 교환을 요구한다. BverfGE 36, 1 (23).
129) BverfGE 36, 1 (26).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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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독주민의 지위
전술한 동서독 기본조약에 관한 독일연방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이 조약이 독일기본법
제116조 제1항에 해당하는 모든 독일인은 기본법 제16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국적을 박
탈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았다. 다만
모든 독일인은 서독의 기본법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는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독일연
방공화국의 법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구할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즉, “만
일 조약이 동독주민이 독일기본법의 적용범위 내에서 독일인으로 대우받지 못한다고 해
석한다면” 기본법에 위반된다는 원칙만 밝히고 이 문제는 넘어갔다.130)
동독주민의 지위에 관하여 중요한 내용은 동독 국적의 획득이 서독의 법질서에서 공
공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한 독일 국적의 취득과 같다고 한 ‘테소(Teso)’ 결정에서 확인되
었다.131) 여기서 말하는 독일 국적은 동서독을 포함한 전체 독일의 국적을 말한다. 그리
고 이 독일의 국적은 곧 서독의 국적과 동일하다. 다만 동독의 국적의 취득이 독일의 국
적을 취득한 것과 같은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었고, 더불어 동독인을 독일 국적자로서 서
독인과 같이 취급하는 것이 동서독 기본조약 제2조에서 규정하는 동독의 독립성과 자주
성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피청구인이였던 쾰른의 시장은 이런 의문과 우
려로 이 사건 당사자인 테소의 독일 국적을 확인해 주지 않았다.132)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결정에서 동독법률에 의한 동독 국적의 획득이 독일
국적 획득과 법적으로 같은 효과를 가진다고 결정한다. 일단 이는 독일기본법상 통일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독일기본법상 재통일명령에서 도출되는 보존
명령으로 요구되는 독일국민의 동일성 유지에 관한 헌법적 의무는 독일국민의 단일성을
가능한 한 미래지향적으로 지속적으로 고수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133) 그리고 국제
130) BverfGE 36, 1 (30 f.).
131) BVerfGE 77, 137. 번역문은 법무부(각주 76), 46-92 참조. 이 결정에 대한 평석은 김주환(각주 76),
296 이하. 참조.
132) 테소는 이탈리아인 아버지와 동독출신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동독의 작센에서 살았고 동독군인으
로 복무하기도 했다. 이후 이탈리아 국적을 확인 받아 이탈리아 여권으로 출국한 뒤 1970년부터 서독
의 쾰른으로 이주하여 살았다. 동독과 동베를린 지역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확인 절차를 진행하던 중,
국적 확인이 필요하게 되자 테소는 쾰른 시에 독일 국적 확인을 신청하였다. 그 확인과정 중 이탈리아
총영사관이 테소의 이탈리아 국적을 확인하자, 쾰른 시장은 테소에게 독일 국적자도 아니고 기본법 제
116조 제1항의 ‘독일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독일인’도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133) BVerfGE 77, 137 (151). 다만, 동독 국적 취득을 독일 국적 취득으로 보는 데에는 공공질서에 의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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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일반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동서독의 분단이 독일 국민의 자기결정
권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동독 국적자가 동시에 기본법상 독일 국적자라고
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국제법에 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134) 즉, 독일 국민이 자
유롭게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까지 독일 국민의 법적 형식과 형태를 유지하는
것은 사리에 반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135) 마지막으로 이는 동서독 기본조약 제2조, 즉
동독의 독립성과 자주성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136) 이것이 동독이 자신의 법률
로 동독 주민의 국적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고, 제3국과의 관계에서 양 국가
의 주권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지도 않기 때문이다.137) 그리고 서독 정부는 이미 동서독
기본조약을 맺을 때 동서독 특수관계에 대해 확인했고, 동서독 특수관계는 오직 국제법
에 의하여 판단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는 동서독 기본조약의 목적과 원칙에 위배
되는 것이 아니다.138)

라. 정리 : 동서독 특수관계론에서 동독주민의 지위
첫째, 국적의 문제에서 서독은 1민족 2국가설에 따라서 독일에는 오로지 ‘독일국적’이
라는 단일 국적만 존재한다는 ‘단일국적이론’을 채택하고 있었다. 둘째, 서독은 동서독
특수관계론에 따라서 동독의 국가성을 인정하고 존중하였다. 셋째, 동독법률에 따른 동독
시민권의 취득은 곧 서독에서 인정되는 독일국적의 취득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그 외에도 동독주민은 당연히 독일국적(서독국적)을 가지지만, 그가 자의로
동독에 거주하는 동안에는 독일국적이 정지되었다가 동독에서 이탈하면 그 즉시 독일국
적을 회복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를 ‘문호개방이론(Offene T̂ür)’이라고 한다. 서독은 동
독주민을 자신의 국민으로 포용하는데 상당히 개방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스스로 독일
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독일국적은 계속 유효했다.

134)
135)
136)
137)
138)

법상 한계를 설정할 수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동독 형사 법원판결에 대한 집행을 서독 정부가 할
때에는 서독의 공공질서에 따라 서독 기본법상 기본권과 헌법질서가 적용된다고 한다. BVerfGE 11,
150 (158 ff.); 1, 332 (341, 345 ff.) 참조.
BVerfGE 77, 137 (160 f,).
김주환(각주 76), 308-309 참조.
BVerfGE 77, 137 (164 f,).
BVerfGE 77, 137 (165).
BVerfGE 77, 137 (165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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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서독 특수관계의 국내적 적용의 검토
가. 1민족 2국가설(지붕이론) 검토
동서독 특수관계의 1민족 2국가설을 남북한 특수관계에 그대로 적용하려면, 동서독을
포괄하는 전체 독일이라는 개념이 남북한 관계에서 상정될 수 있어야 한다. 독일은 근대
국가로 성립되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이전부터 주권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반면, 남과 북이 각각 근대국가로 수립되는 과정에는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시작된 미군과 소련군의 신탁통치가 있었고, 그 이전에는 일제의 강점이 있
었다. 일제가 우리의 국권을 빼앗을 때에는 대한제국이 있었고 그 전에는 조선이 있었다.
조선은 ‘역사적 국가’로서 근대국가로 나아가지 못하였지만, 대한제국은 분명 근대국가로
나아가고 있었다.139) 그러나 대한제국이 근대국가로까지 나아가 이를 완성했는지에 대해
서는 논란이 있다.
다만 근대국가건설 과정에서 가장 의미 있는 사건은 바로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3ㆍ1
운동일 것이다. 우리 헌법 전문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
승한다고 한다.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에서 우리는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30년”이라
고 하여 1919년 4월 13일 건립된 상해의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부터 대한민국이 시작되
었다고 밝히고 있다.140) 물론 근대국가로서 대한민국이 과연 그 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
139) 대한제국시기에는 당시 동아시아에 분 세계화와 근대화 과정으로 초기 부르주아와 시민계층이 형성되
기 시작했다. 그리고 “... 근대 입헌주의, 공화주의, 자유주의, 민족주의, 사회주의를 포함하는 근대국민
국가 건설의 최초 단계가 발양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단계는 시민의식 발전, 헌법 및 법률체계,
국제 만국공법질서참여, 근대 국가기구창설 노력을 포함한 다양하고도 많은 직접적인 근대국가건설노
력을 포함하고 있었다. 대한국국제 등의 등장으로 최초로 ‘한국’이라는 국호가 등장한 것도 이 시기였
다.” 박명림(각주 70), 27.
140) 반면, 북한, 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
임을 표방한다(북한 사회주의헌법 제1조). 북한의 국호에 ‘조선’의 ‘인민’을 사용한 이유는 해방직후
만들어진 ‘인민위원회’를 토대로 국가를 수립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한다(독립운동세력 중 상
해임시정부는 해외에 있었지만 공산주의 좌파는 만주와 연해주, 그리고 국내에 주로 거점을 두고 활동
하였다. 해방 직후 임시정부 요인들이 귀국하지 못하고 있을 동안에 이들은 전국에 ‘인민위원회’를 기
초로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1945년 9월에 ‘조선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하였다. 국민과 인민
개념의 분화과정에 대해서는 김성보, 남북국가 수립기 인민과 국민 개념의 분화, 한국사연구 144호
(2009), 69 이하. 참조.). 그리고 정부수립 시에는 남북 전체 인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선거로 정부가 수
립되었다는 것을 유일한 정당성 근거로 삼았는데, 실제로 1948년에 북한지역에서는 직접 선거로, 남한
지역에서는 지하 선거를 통해 선출된 인민대표에 의한 간접 선거로 최고인민회의를 구성했다(국토통

- 45 -

의문이 있다. 법인격체로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도 않았었고,
대한민국의 영토인 구한국의 판도는 일제에 의하여 강점된 상태였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라 할 수 있는 조선인들은 대부분 스스로를 한민족이라고 생각했을지언정 대한민국의 국
민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민족독립운동세력이 모두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중심으
로 통합된 것도 아니었다. 따라서 현재 헌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영토인 한반도를 온전
히 차지한 근대국가가 있었던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점은 독일의 3국가설 혹은
지붕설을 남북관계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141)
그러나 남북관계를 논함에 있어 근대적 의미의 전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지금의
남한과 북한이 성립되기 이전에 존속하였는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남한은 한
반도라는 영토를 기준으로 그리고 북한은 조선인민이라는 인적요소를 기준으로 근대국가
를 세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지만, 그 의지는 3ㆍ1운동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는 공
통된다. 3ㆍ1운동의 주체들이 상상했던 민족공동체를 중심으로 세운 근대 독립 국가를
온전히 건국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독립이고 통일이다. 남북관계, 즉 남북한 특수관계
에서 이런 공감대가 있다는 점은 중요하다. 동서독관계가 국제법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고 했던 점에 비춰볼 때,142) ‘지붕’에 해당하는 국가가 실제 국제법상 주체로 존재했는지
보다 남한과 북한이 그 물적(영토)ㆍ인적(인민) 영역 안에 단일한 근대국가가 건설되어야
한다고 상상하고 그 당위에 동의하고 있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3ㆍ1운동으로 건립된 상해임시정부의 수립으로 대한민국이 1919년에 건국되었
다고 하는 말은 실제로 근대국가가 그 때 만들어졌다기보다는 한민족공동체가 건국해야
할 국가의 상이 정해지고 목표가 세워졌으며 그 당위를 선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리고 그 후에 건립된 남한과 북한, 즉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런 의지
의 일부로서 건국된 것이지,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단절된 신생국가가 건국되
었거나 그 건국의 목표를 완성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애초의 한민족공동체의 근대국가
건설의 목표를 완성하기 위하여 통일이라는 당위를 우리 헌법은 제3조와 제4조에 규정하
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일원, 북한최고인민회의자료집 1, 1988, 100). 남한은 국가의 계승성과 국제적 인정이라는 점에서 정통
성을 찾았다면, 북한은 인민에게서 정부수립의 정당성을 찾았다고 할 것이다.
141) 실제로 이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견해는 김주환(각주 107), 1 이하. 참조.
142) BVerfGE 77, 137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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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남북합의서와 남북한 특수관계론
동서독 특수관계는 동독의 지위에 관하여 이중적인 태도를 취한다. 즉, 동독을 국제법
상 주체로서 국가로 존중하지만 국가로 승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동서독기본조
약을 체결하고 동서독이 동시에 UN에 가입하여도 이는 유지된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남
북한이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하고 이후 UN에 동시 가입함으로써 북한을 국제법상 제3
국과의 관계에서 국가로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상호간에는 국가로 승인하지 않는다. 남
북한 특수관계론도 동서독 특수관계와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동서독 특수
관계를 우리 남북한 특수관계에 이론적으로 적용한 연구들도 있다.143)
그러나 동서독 특수관계를 남북한 특수관계론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144) 우
선 서독은 동서독기본조약을 통해 동독을 국제법상 국가로 승인하지 않았지만 1민족 2국
가로서 인정하고 존중했다. 그러나 남과 북은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아래와 같이 서로
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합의를 했다.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약칭 ‘남북기본합의서’)
“…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
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남북기본합의서를 맺을 당시에는 통일이 최우선적인 목적이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남
북기본합의서의 기대처럼 통일국가는 그렇게 빨리 오지 않았다. 앞으로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으로 남과 북은 상당히 이질적인
사회이다. 지금으로서는 당장 통일국가의 수립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정착이 더 우선인
상황이다. 그런 의미에서 감상적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라는 데 큰 의미를 두기보다는 “평화통일을 성취
143) 대표적으로 제성호(각주 1), 94 이하; 장영수(각주 120), 7 이하; 김주환(각주 107), 11 이하 참조.
144) 남북기본합의서와 동서독 기본조약의 차이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효원, 통일법의 이해, 박영사,
2014, 142-144 참조. 요약하면, 남북기본합의서는 첫째 남북은 서로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
니라는 점을 명시했고, 둘째, 평화통일을 위한 기본원칙과 이를 조문화한 내용이 더 많으며, 셋째, 합
의서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문건의 법적 효력에 대해 불분명한 태도를 취하고 있고, 넷째, 그럼으로써
사법부에 의하여 합의서의 조약성이 인정되지 않게 되었다는 점에서 동서독 기본조약과 차이가 난다
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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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기 위해 어떤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고민해
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독일과 같이 국제법상 나라와 나라의 관계임은 부정하더라도 국내
법적으로는 북한을 국가로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독일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는 동서독기본조약은 정식의 조약으로서
독일연방의회를 통해 비준되었지만, 우리 남북기본합의서는 그저 ‘신사협정’ 수준에 머물
러 있다는 점이다.145) 남과 북이 1민족 2국가설에 따라 서로의 국가성을 인정한다면, 남
북합의서는 국제법상 조약이나 그에 준하는 어떤 것이어야 한다. 남북합의서를 이렇게
보려는 견해146)도 있지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남북합의서에 어떤 법적
인 구속력도 인정하지 않는다.
“일찍이 헌법재판소는 “남북합의서는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임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
진 합의문서인바, 이는 한민족공동체 내부의 특수바탕으로 관계를, 한 당국간의 합
의로서 남북당국의 성의있는 이행을 상호 약속하는 일종의 공동성명 또는 신사협정
에 준하는 성격을 가짐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고(헌재 1997. 1. 16. 92헌바6등, 판례
집 9-1, 1, 23), 대법원도 “남북합의서는 ……남북한 당국이 각기 정치적인 책임을 지
고 상호간에 그 성의 있는 이행을 약속한 것이기는 하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를 국가간의 조약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국내법
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고 판시하여(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두
14525 판결), 남북합의서가 법률이 아님은 물론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약
이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하였다.”147)

법적으로 조약과 신사협정은 그 의미가 크게 다르다. 이 점에 비춰보면, 남북기본합의
서를 동서독기본조약과 비교하기 어렵다. 법률이나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약 또
는 그에 준하는 어떤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독일과 달리 우리는
최소한 법적으로는 아직 북한을 국가로 존중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145) 헌재 1997. 1. 16. 92헌바6등, 판례집 9-1, 1, 23; 헌재 2000. 7. 20. 98헌바63, 판례집 12-2, 52, 65; 대
법원 1999. 7. 23. 선고 98두14525 판결 참조.
146) 조약에 준하는 어떤 것이란 국가승인 없이 이루어졌지만 남과 북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준조약’이나
‘특수조약’이라고 보는 견해를 말한다. 이석범,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헌법상 지위에 관한 연
구, 통일과 법률 30호(2017), 7-10 참조.
147) 헌재 2000. 7. 20. 98헌바63, 판례집 12-2, 52, 6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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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북한주민의 지위
독일은 기본법에 국적을 박탈당하지 아니할 권리(제16조)나 독일인의 개념(제116조)에
대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우리 헌법 제2조에는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
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국적법을 봐도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귀화 등에
대해 규정되어 있을 뿐, 한국인이 누구인지 그 기원에 대한 규정은 없다.148) 1996년에
이르러서야 일제 강점기에 조선인을 부로 하여 출생한 사람은 미군정 남조선과도정부 법
률 제11호 ‘국적에관한임시조례’ 제2조 제1호에 의해 조선국적을 가지다가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 공포와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는 대법원 판결이 내
려졌다.149) 이로써 최초의 한국인이 누군지에 대한 윤곽을 잡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위 국적에관한임시조례 제5조를 보면, “외국의 국적 또는 일본의 호적을 취득
한 자가 그 국적을 포기하거나 일본의 호적을 이탈한 자는 단기 4278년 8월 9일 이전에
조선의 국적을 회복한 것으로 간주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외국 국적을 얻거나 일
본 호적에 편입되면 일단 외국인이다. 다만 1945년 8월 9일 이전에 국적을 포기하거나
일본 호적에서 이탈한 경우에만 조선인으로 보는 것이다.150) 기본적으로 우리 국적법 실
무는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시점이 일제 강점기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해석한다.151) 북한 국적법이나 서독의 기본법과 비교하면, 우리 국적법은
148) 반면, 북한국적법은 다음과 같이 북한 공민에 대한 정의 규정이 있다. 북한국적법(1999. 2. 26. 최고인민
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3호로 수정된 법률) 제2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은 다음과 같다. 1.
공화국 창건 이전에 조선의 국적을 소유하였던 조선인과 그의 자녀로서 그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자; 2.
다른 나라 공민 또는 무국적자로 있다가 합법적 절차로 공화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149)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누1221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 12. 8 선고, 94구16009 판결. 이 사건
을 ‘이영순 사건’이라 한다. 1930년대 강원도에서 태어나 1960년까지 북한에 거주하던 이영순은 중국
으로 이주해 조선족 남성과 결혼 후 이혼, 다시 조선족 남성과 결혼해 살다가 1992년 남편과 중국 여
권에 사증을 받아 입국한 후 귀환하지 않고 여관과 음식점에서 일하던 중 남편이 취객에 맞아 사망하
는 사태를 맞았다. 이영순은 가해자와 합의된 합의금 수령을 둘러싸고 사망자 전처 소생의 딸과 분쟁
을 겪게 되자 북한이 발급한 해외공민증과 중국 정부가 발급한 외국인거류증을 우편으로 전달 받은
후 중국대사관에 가서 신원을 밝히고 시비를 가려달라고 해 영사로부터 국적과 무관하게 합의금을 받
을 수 있다는 답변을 얻은 후 남대문경찰서에 귀순의 의사를 밝혔다. 경찰은 이영순을 불법체류 중에
있는 외국인으로 보고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으며, 동 사무소장은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
령을 발했다. 이에 이영순은 본인이 국민임을 주장하며 강제퇴거명령처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이영순이 원하던 무효확인판결 대신 취소판결을 내렸다.
150) 정인섭, 법적 기준에서 본 한국인의 범위, 두남임원택교수 정년기념논문집편찬위원회 編, 社會科學의
諸問題, 영문사, 1988, 666-667.
151) 대법원 1981. 2. 10. 선고 80다21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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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을 인정하는데 상당히 소극적이고 제한적이다. 이는 국적이탈을 허용하지 않았던
대한제국152)이나 독일인의 국적박탈을 금지하는 독일과도 상당히 대비된다.
한편 전술한 ‘한영숙’ 사건이 독일의 테소 결정과 유사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153)
이 사건에서 우리 대법원은 북한 법률에 의하여 북한 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를 대한민
국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독일과 달리 우리에게 북한법률에 따라 북한국적을 획득
하여 북한공민이 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주민에 대한 북한의
공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영순’ 사건에서 대법원이 북
한의 공민이 되어 북한국적을 획득하는 것은 국적법상 ‘외국국적의 취득’에 해당되지 않
는다고 판단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154)
정리하면, 북한거주 북한주민은 추상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구체적으로는 현
재 국적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그런데 북한공민이 된다는
것은 외국국적을 취득한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도 아니다. 그럼 추
상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주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에 들어와서 국적확인을 받으면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지만, 그전에는 법적으론 무국적자와 같은 상태이다. 결론적으
로 말하면, 국내법적으로 북한주민에 대해 북한이 가지고 있는 공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북한주민의 국내법적 지위를 인정할 수 없게 만든다. 기껏해야 무국적자나 불
법체류자와 같은 처지로 만든다.
우리도 추상적으로 북한주민에 대해 대한민국 국적을 인정하고 대한민국으로 들어온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인정하므로 서독과 같이 문호개방이론을 취한
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서독은 동독의 실체를 인정하고 동독법률에 따라 동독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독일 국민으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우리와 다르다. 독일은
동독주민의 지위를 독일민주공화국과의 공법관계에서 인정하고 있어서 문호개방이론에
공백이 없었다. 반면 우리는 북한거주 북한주민에 대해서는 그냥 손을 놓고 있다. 앞서
정의한 바와 같이 북한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동시에 북한공민인 사람인데, 북한공
152) 大韓帝國 依賴外國致損國體者處斷例 제2조 “本國 政府의 特准除籍을 經치 아니하고 外國에 入籍
하므로 籍托한 者는 旣遂 未遂를 勿論하고 明律 賊盜篇 謀叛條에 照하야 處斷할 事.” 이 법령에 따라서
대한제국 정부는 러시아로 이주하여 러시아국적을 취득한 후 귀환한 한인의 치외법권 주장을 일축하
고, 외국 귀화를 통한 국적이탈이 불가능함을 각국 정부에 통보했다. 정인섭(각주 150), 650-651 참조.
153)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3223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 2. 3 선고, 93구15146 판결. 전술 각주
94 참조.
154) 전술 Ⅲ. 2. 나. 북한주민의 국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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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중에 누가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주민인지, 외국에서 귀화한 북한공민은 국적이 어떻
게 되는지,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북한공민은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남북한 특수관계론으로는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북한주민은 북한공민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북한주민의 지위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안정적으로 확인하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독일과 같이 북한과 그들이 지금 맺
고 있는 공법관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들도 언젠가는 ‘통일한국’의 주권자가 될 사
람들이기 때문이다. 우리 법률상 북한국적은 인정하지 못하면서 추상적으로만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선포하는 것은 그들의 법적인 지위를 인정하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독일 기본법은 독일국민에 대해 국적을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데 비
해, 우리는 북한주민에 대해, 그리고 더 나아가 재외동포에 대해, 국적인정에 소극적이다.
과연 그러는 것이 기본권 보호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가의 임무에 부합하는지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4. 소결 및 사견
독일의 동서독 특수관계론을 참고하면, 남북관계에서 북한거주 북한주민을 어떻게 바
라봐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 서독은 1민족 2국가론으로 동독의 국가성을 인정
하여, 동독주민에 대한 동독정부의 공법관계를 존중하였다. 동독주민에 대해서도 자의로
동독에 거주하는 한 동독국민으로서 그들의 정체성을 그대로 인정해 주었고, 그것을 스
스로 포기했을 때에는 독일국민으로 적극 포용하였다. 그에 반해 우리의 남북관계에서는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많은 부분에서 다른 여건을 가지고 있으나 동서독 특수관
계는 분명 지금의 우리 남북한 특수관계보다 더 진보된 형태였다고 생각된다. 생각건대,
법적으로 북한주민의 북한공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은 자기결정권
의 존중이라고 본다. 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또 그
러기 위해서는 북한과 북한주민의 공법관계를 그대로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이것이 자
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까? 적어도 북한정부의 북한주민에 대한 공법작용의 독립성
과 자주성은 남북기본합의서의 기본원칙에도 부합한다.155)
155) 남북기본합의서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2조 “남과 북은 상대
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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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동서독 특수관계와 같이 북한의 ‘국가성(Staatlichkeit)’까지도 국내법적으로
는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남북한 특수관계론의 틀 안에서 그것을 인정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 이유는 첫째, 그동안 우리가 북한의 실체를 부정해온 역
사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그 연장선에서 우리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을 해석해왔고 그것
이 헌법 제3조와 제4조의 관계에 대해 논하는 남북한 특수관계론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
기 때문이다. 독일과는 달리 우리 헌법은 하나의 완결된 형태의 국가로서 대한민국을 상
정하고 있고, 통일된 근대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헌법에서
영토조항을 영토고권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이런 헌법 하에서 통일의 상대방으로서 북한
의 국가성 혹은 공법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영토조항의 해석과 관련
하여 남북한 특수관계론에 따라 정리되어야 할 북한과 북한주민의 지위에 관하여 이어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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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북한 및 북한주민의 지위에 대한 재검토
1. 남북한 특수관계론에 따른 북한의 지위
남북한 특수관계론은 북한에 대해 이중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그것은 북한은 대
한민국 영토에서 정부를 참칭하는 반국가단체이면서 동시에 통일의 상대방이라는 점이
다. 이는 우리의 분단 상황이 가지는 특수성이다. 그리고 이런 분단국가의 특수성은 전술
한 바와 같이 바로 한국전쟁이라는 역사적 경험과 사실에서 기인한다.

가. 한국전쟁과 분단국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우리 민족은 일본제국주의 지배
에서 해방되었다. 그러나 해방된 공간은 38도선을 기준으로 미국과 소련군이 각각 분할
점령했다. 그리고 미소 점령군의 영향력 아래에서 남과 북에는 각기 다른 정치세력이 집
권했다. 남과 북의 정치세력은 한민족의 단일한 통일국가를 추구하였다.156) 결국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였다.
한국전쟁은 남과 북이 각각 완전한 국민국가 혹은 민족국가가 자리 잡도록 만들어 준
중요한 계기가 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157) 이 전쟁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에 지금의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남과 북이 분단된 상태에서 현재까지 약 70년간 유지되고 있다.
정전협정으로 그어진 군사분계선, 즉 휴전선은 사실상 남과 북 사이의 국경선 역할을 했
다. 그동안 남한은 북한과 공산권 국가를 적대하면서, 북한은 남한과 미국을 제국주의라
고 적대하면서 내부를 통합했다. 그리고 체제경쟁을 하면서 발전하였다.158)
156) 한국전쟁 전 남한에서는 이승만의 ‘반공통일’을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국토완정’을 주장하고 있었다.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나남출판, 2016. 참조.
157) 낙동강에서 압록강까지 전선이 오르내리면서, 적과 아군의 구별을 위해 많은 민간인들이 학살당했고 이
를 피해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등졌다. 남에서 인민군으로 징집된 사람들은 전쟁에서 죽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 북에 남았고, 북에서도 피난민들이 대거 남한으로 내려왔다. 전쟁으로 적과 아군이 모호하게 섞
여 있는 상황은 없어졌다. 한국전쟁은 분명 내전으로 시작하였지만, 그것으로 남과 북에는 각각 국민국
가가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런 평가는 김동춘, 전쟁과 사회, 돌베개, 2000, 295-299 참조.
158) 이런 “적대적 공생관계”는 냉전기간 내내 지속되었다. 박명림(각주 70), 35-41; 김동춘(각주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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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북은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지만, 전쟁과 냉전기의 체제경쟁 덕에 남과 북은
완전한 국민국가로 발전하게 된다.159) 객관적으로 국민국가가 일정한 범위의 국민과 영
토에서 폭력을 독점하는 체제라고 한다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 조건들을 모두
충족한다.160) 다만 남한과 북한 상호 간에는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남북한이 모두 통일을 지향하고 서로를 통일의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
관계를 토대로 형성된 남과 북의 법적인 지위와 그에 기초한 관계들을 통틀어 남북관계
라고 할 수 있다.

나. 북한에 대한 법적 취급의 변화
북한에 대한 헌법적 취급은 역사적으로 변화한다. 처음에는 그 존재를 부정했다. 제헌
헌법은 통일이나 북한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오히려 1948년 8월 15일 정
부수립시 이승만 대통령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천명하고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선거가 보류된 북한지역의 국회의원 의석 100석이 조속히 채워지도록 하겠다고 선언한
다. 한국전쟁 직후에도 이런 입장은 변함이 없었다. 헌법상 휴전선 이북의 북한지역은 우
리의 영토인데 미수복된 지역일 뿐이었고, 그곳을 지배하는 북한은 국가보안법상 “반국
가단체”일 뿐이었다.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에는 부칙에 “국토수복후의 국회의원의 수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기도 했었다. 한국전쟁 과정 중에 그리고 그 이후 냉전
중에 남한과 북한은 근대국가로 발전한다. 그 이후 그어진 군사분계선은 실질적으로 국
경선 역할을 했고, 이를 기준으로 남과 북으로 민족은 나뉘어 서로를 적대시하고 배제함
으로써 국민국가 내부의 결속을 다졌다.161) 당시 ‘반공’은 대한민국의 국시였다.162) 그리
고 이후 북한과의 체제경쟁은 전후피해를 극복하고 산업화를 쟁취하기 위하여 국론을 통
299-304 참조.
159) 틸리(Tilly)의 이론처럼 전쟁이 국가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Charles Tilly, War Making and State
Making as Organized Crime, In Bringing the State Back In, edited by Dietrich Rueschemeyer, Peter B.
Evans, Theda Skocpol,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5, 169 이하. 참조.
160) 박명림(각주 70), 29.
161) 한국전쟁이 남한과 북한의 국민국가 형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서술은 김동춘(각주 157),
133 이하 참조.
162) 5ㆍ16 군사정변으로 집권한 군부의 국사혁명위원회는 그날 오후 5시에 ‘5ㆍ16 혁명공약’을 방송으로
발표한다. 그 첫 번째로 “반공을 국시(國是)의 제일의(第一義)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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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시키는 중요한 동력이기도 했다. 전쟁으로 그리고 이후 지속된 서로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로 남한과 북한은 근대국가로 거듭날 수 있었다.163)
시대가 바뀌어, 1972년 남과 북은 처음으로 비밀리에 회담을 가지고 7.4 남북공동성명
을 발표한다. 지금까지 서로의 존재를 부정하던 남과 북이 서로의 실체를 인정한 첫 사
건이었다. 그 뒤부터 북한에 대한 헌법적인 지위는 변화하기 시작한다. 조국통일을 위한
비상조치로 개정된 제7차 개정헌법에서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헌법전문에서 역사적
사명으로 규정되었고, “통일주체국민회의”가 국가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 되었으며(제7차
개정헌법 제35조), 대통령에게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가 부과된다
(제43조 3항; 제46조). 남과 북이 그 실체를 서로 인정한 이후, 헌법에 통일에 관한 규정
이 등장하였다. 그리고 지금의 헌법은 통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대한국민은 …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헌법 전문)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헌법 제4조)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헌법 제66조 제3항; 헌
법 제69조도 참조)

헌법상 평화적 통일이란 상대방이 있는 개념이다. 통일은 하나되는 것을 말하고 그 하
나 됨을 위하여 분리된 서로 다른 하나 또는 여럿의 상대방이 있어야 한다. 더구나 평화
적 통일은 상대방을 부정하고 일방적으로 무력으로 점령하거나 강제병합시키는 것을 부
정한다. 그러므로 평화적 통일은 최소한 상대방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성립될 수 없
는 개념이다. 평화적 통일에 관한 헌법규정에 따르면 북한은 이제 평화통일의 상대방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북한은 사실상 그리고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로 볼 수 있더라도
헌법적으로 북한이 평화통일의 상대방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 이를 북한의 이중적 지
위라고 한다.

163) 박명림(각주 70), 35-4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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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남북한 특수관계론에서 북한의 지위에 관한 학설
반국가단체이면서 통일의 상대방이라는 북한의 이중적 지위는 한국전쟁과 이를 기초로
근대국가로 자리 잡게 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만들어낸 지위이다. 과거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이 ‘유일합법정부설’이나 ‘반국가단체설’의 근거 조항이 될 때가 있었다.164)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리상 이 지역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부딪치는 어떠한 국가단체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므로(당원 1961.9.28.선고 4292형상48 판결 참조), 비록 북한이 국제사회에
서 하나의 주권국가로 존속하고 있고, 우리정부가 북한 당국자의 명칭을 쓰면서 정
상회담 등을 제의하였다 하여 북한이 대한민국의 영토고권을 침해하는 반국가단체
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165)

이후 북한의 이중적 지위는 남북기본합의서의 체결 이후 정부에 의하여 공식화되었고,
이는 남북한 특수관계론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166) 이렇게 북한의 이중적 지위가
인정됨으로써 영토조항에 근거하여 북한을 일방적으로 배제하는 해석은 더 이상 설득력
있는 논거를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 다만 북한의 이중적 지위에 관한 논의는 헌법 제3조
영토조항 및 제4조 평화통일조항의 효력과 상호관계에 관하여 상당히 다양하게 논의가
전개되었다.167)
구설인 ‘반국가단체설’ 및 ‘유일합법정부설’은 북한의 국가성은 물론 평화통일의 상대
방으로서 이중적 지위까지도 부정하였다. 그러나 이런 견해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이
에 반하여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을 개정ㆍ삭제하거나168) 헌법 제4조가 영토조항과의 관
164) 대법원 1954.9.28. 선고 4286형상109 판결; 1955.9.27. 선고 4288형상246 판결; 1957.9.20. 선고 4290형상
228 판결; 1961.9.28. 선고 4292형상48 판결; 1965.8.24. 선고 65다1034 판결; 1983.3.22. 선고 82도3036
판결; 1987.7.21. 선고 87도1081 판결; 1990. 9.25. 선고 90도1451 판결; 1990.9.28. 선고 89누6396 판결;
1991.4.23. 선고 91도212 판결; 1993.19.8. 선고 93도1951 판결; 1999.12.28. 선고 99도4027 판결 등.
165)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451 판결.
166) 이후 북한의 이중적 지위설은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에서도 받아들여진다. 헌재 1993. 7. 29. 92
헌바48, 판례집 5-2, 65; 헌재 1997. 1. 16. 92헌바6 등, 판례집 9-1, 1; 대법원 2000.9.29. 선고 2000도
2536 판결; 대법원 2003.5.13. 선고 2003도604 판결 참조.
167) 이들 학설의 망라적인 자세한 설명은 도회근, 제3조(영토조항)와 제4조(통일조항), 헌법학연구 12권 2
호(2006), 11 이하; 도회근, 헌법의 영토조항에 관한 비교헌법적 연구, 법조 58권 11호(2009), 21 이하;
도회근(각주 103), 14-26 참조.
168) 영토조항을 삭제 개정해야 한다는 견해는 장명봉, 統一政策과 憲法問題, 국민대학교 법학논총 3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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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 보다 우월적인 효력을 가진다는 견해도 있다.169) 이렇게 영토조항의 효력을 부정
하는 견해도 가만히 보면 헌법 제3조를 구설의 해석과 같이 평화통일조항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그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는 헌법개정론으로서 의미가 있
을지는 몰라도, 현재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효력을 부정하는 논의가 일반적으로 받
아들여지기는 힘들다.
지금은 북한의 이중성 지위, 즉 반국가단체이면서 동시에 평화통일의 상대방이라는 점
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의 관계를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이 다수
의 견해라고 할 수 있다(다수설).170) 그리고 대부분은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더라도 영토
조항의 효력을 인정하여 북한의 국가성은 인정하지 않는다.171) 그렇다고 북한의 국제법
주체로서의 성격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172) 실제로 남북기본합의서의 체결과 남북한
UN 동시가입은 제3국과의 관계 등 국제적 관계에서 일부나마 상대방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그래서 독일과 같이 북한을 국내법상으로는 국가성을 부인해도
국제법상으로는 국가로 인정하는 견해도 있다.173) 그러나 다수설은 대체로 북한의 국가
성을 인정하지 않는다.174)

169)

170)
171)

172)
173)
174)

(1991), 84. 헌법개정론 차원에서 이를 지지하는 견해는 김승환, 기본권 규정 및 기타 분야의 개정과
제, 공법연구 34집 1호(2005), 38-39; 이부하, 영토조항에 대한 규범적 평가, 통일 정책 연구 15권 1호
(2006), 330-331; 장영수, 헌법총강에 대한 헌법개정 - 국가의 기본적 구성요소 및 헌법의 기본원리와
관련한 헌법개정, 공법연구 34집 4호 2책(2006), 99; 박명림, 87년 헌정체제 개혁과 한국 민주주의, 창
작과 비평 33권 4호(2005), 47 등 참조.
통화통일조항이 특별법으로서 우위에 있다는 견해는 계희열, 憲法學(상), 박영사, 2005, 174 참조.; 영
토조항의 본래 의미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헌법변천이 발생했다고 이해하는 견해는 양건, 南北韓
關係의 새로운 方案提示와 法的 問題, 국제법학회논총 26권 2호(1982), 110; 김승대(각주 1), 45 참조.
송인호, 통일법 강의, 법률신문사, 2015, 175 이하 참조.
최대권, 韓國 憲法의 座標;｢領土條項｣과 ｢平和的 統一條項｣, 법제연구 2권 1호(1992), 10-12; 허전
(각주 107), 201; 김명기(각주 77), 196 참조; 김승대, 統一憲法理論, 법문사, 1996, 295, 300-301; 이효
원(각주 1), 127-136, 133; 이상훈, 헌법상 북한의 법적 지위에 대한 연구, 법제 2004년 11월호(2004),
278-279 참조.
최대권(각주 171), 11; 이성환, 대한민국 국민의 범위, 국민대학교 법학논총 9집(1997), 275.
제성호(각주 1), 94 이하; 도회근, 남북한관계와 헌법, UUP, 2009, 51-52.
북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준하는 국내법상 공법단체(최대권(각주 171), 12.) 또는 “사실상 지방정부(de
facto local government)”로 보는 견해(통일원, 남북기본합의서 해설, 통일원, 1992, 40; 김명기, 남북기
본합의서의 법적 성질, 숭실대학교 법학논총 6집(1993), 182-183; 김학성, 헌법학원론, 피앤씨미디어,
2018, 114 참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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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의 국가성 부정 논거에 대한 검토
가.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대법원은 북한을 평화통일의 상대방으로 보지만 동시에 반국가단체라는 이중적 지위
를 가지고 있다는 견해를 다음과 같이 피력했다.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남ㆍ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
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 그 때문에 반국가단체 등을 규율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도 계속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
결 참조)”175)

국가보안법 제2조는 ‘반국가단체’를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정부를 참칭하다”는 말은 합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정부를 조직하여 진정한
정부인 것처럼 사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176)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대한민국 정부
이외에 다른 정부, 즉 통치제도가 존재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이를 참칭하는 것을 말한
다. 구설에 따른 대법원 판결은 “이 지역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부딪치는 어떠한 국
가단체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므로(당원 1961.9.28.선고 4292형상48 판결 참조)”177)는
북한을 앞서 헌법 제3조 영토조항과 함께, 정부를 참칭하는 ‘반국가단체’로 해석하는 것
이었다.
그러나 다수설에 따른 최근 판례들을 보면, 북한을 정부를 참칭하는 데서가 아니라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점을 강조한다. 북한이 반국가단체인 이유는 정부의 참칭이 아니라 “국
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에 걸린다.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위협
175)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7도10121 판결.
176) 정태호(각주 107), 24 참조.
177)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4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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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국가변란”이란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헌법상의 제도로서의 영속적 조직인 정
부를 파괴 또는 변혁하여 새로운 헌법질서에 입각한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는 것”을 의미
한다고 한다.178) 헌법재판소도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정부참칭”보다는 “국
가변란”을 남북한 대립의 이유로 서술하고 있다.
“현단계에 있어서의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대남적화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전복을 획책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함께 갖고 있음이 엄연한 현실인 점...”179)

북한이 반국가단체인 이유가 ‘정부참칭’이 아니라 ‘국가변란’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
다.180) 그렇게 되면, 북한의 지위 문제는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여부와 별개의 문
제가 된다. 이 경우, 북한이 아니라 (이를테면, 일본이나 중국 같은) 다른 외국도, 우리나
라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위협하고 국가전복 및 변란을 목적으로 한다면 국가
보안법에 따라 해당 국가도 반국가단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구설과 같이 북한
의 실체를 노골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남북평화통일 정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런 의미에서 국가보안법의 해석도 헌법상 북한을 국가로 보든 보지 않든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은 계속 유효하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뀐 것이라고 본다.181)

178) 정태호(각주 107), 24 참조.
179) 헌재 1993. 7. 29. 92헌바48, 판례집 5-2, 65, 74; 헌재 1997. 1. 16. 92헌바6 등, 판례집 9-1, 1, 22-23;
헌재 2015. 4. 30. 2012헌바95 등, 판례집 27-1상, 453, 470; 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판례집 26-2
하, 1, 24. 통합진보당 해산사건에서도 “북한은 여전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궁극적으로
타도 혹은 대체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비록 1990년대 들어서서 냉전 체제의 붕괴로 시작된 변
화의 분위기로 인하여 대한민국과 북한이 1991. 9. 동시에 국제연합에 가입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북한
의 정부 당국자가 1991. 12. 13.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였으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이 공포ㆍ
시행되는 등 대한민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적대적 관계에서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진일보해 온 면이 있
기는 하나, 한반도의 이념적 대립 상황과 북한의 대남적화통일노선이 본질적으로 변경된 바는 없다고
보인다.”
180)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8, 207-208 이하 참조.
181)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에 관한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의 자세한 분석은 이장희, 한반도 평화체
제의 구축에 대비한 북한의 법적 지위 관련 판례의 검토, 헌법학연구 24권 4호(2018), 35 이하 참조.
이장희 교수는 더 나아가 앞으로 한반도 평화체제가 정착된다면 그에 합당한 법질서 구축을 위하여
사법부는 더 이상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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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의 해석론
(1) 헌법 제3조의 미래지향적 해석론
북한의 실체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의 해석의 문제
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영토조항의 효력을 인정하는 견해가 다수설이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영토조항이 규범력을 실효적으로 유지하는 한, 북한지역은 미수
복지가 되고 북한의 국가성은 부정된다. 다만 다수설이 구설인 반국가단체설과 다른 점
은 미수복지역을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북한을 타도의 대상이 아니라 평화통일의 상대방
으로서 인식한다는 점이다.
한편 규범조화적으로 해석하여 영토조항의 규범력은 유지하되 기존의 해석론과 다르
게 그 의미를 명목적이거나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해석하고 평화통일조항은 실효적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적지 않다.182) 영토조항을 명목적이거나 미래지향적으로 해석하는 견해
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현재의 영토를 명시한 것으로 해석하지 않고 미래의 영토를
설계한 청사진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규정으로 해석한다.183) 영토조항을 이렇게 명목
적으로 혹은 미래지향적으로 해석할 경우, 북한의 국가성과 영토조항이 양립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184) 이는 북한의 지위에 관하여 탈냉전적이고 상당히 전향적인 해석론이
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영토조항을 이렇게 명목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
규정을 사실상 사문화시키는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185)

182) 허영(각주 180), 207-208; 김상겸, 헌법상의 남북관련조항에 관한 연구-헌법 제3조와 제4조의 헌법해석
론 관점에서, 헌법학연구 10권 3호(2004), 228, 236-237; 이승우, 憲法學, 두남, 2009, 150; 제성호, 헌
법상 통일정책과 자유민주주의;제3조 영토조항과 제4조 통일조항, 자유공론 통권 322호(1994), 210;
도회근, 헌법 제3조(영토조항)의 해석, 권영성교수정년기념논문집간행위원회 編, 憲法規範과 憲法現
實, 법문사, 1999, 867; 방승주(각주 1), 206-207; 홍성방, 憲法學(상), 박영사, 2010, 74; 이준일, 憲法
學講義, 홍문사, 109; 최경옥, 韓國 憲法 제3조와 北韓과의 關係, 공법학연구 창간호(1999), 202, 206;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7, 52-53 등 참조.
183) 대표적으로 허영(각주 180), 207-208; 도회근(각주 182), 867 참조.
184) 이런 분석은 도회근(각주 103), 25 참조.
185) 김선택, 헌법과 통일정책, 한국법학교수회 編, 韓國 法學 50年 - 過去ㆍ現在ㆍ未來 : 대한민국 건국
50주년 기념 제1회 한국법학자대회 논문집, 한국법학교수회, 1998, 363; 김주환(각주 107), 9-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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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토조항의 기원
일제로부터 독립하여 구한국, 즉 조선 또는 대한제국의 판도에 독립된 국민국가를 만
들겠다는 것은 민족적인 염원이었다. 그래서 1919년 3.1 운동으로 상해에 세워진 대한민
국임시정부는 대한민국임시헌법186)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강토는 구한국의 판도로 함”
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이런 염원을 표현하고 있다. 임시정부의 마지막 헌법인 1944년 대
한민국임시헌장187)에서도 제2조에서 “대한민국의 강토는 대한의 고유한 판도로 함”이라
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 우리 헌법이 전문에서 밝히는 것처럼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
립한 독립정신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면,188)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은 바로 임시
정부 헌법에서 시작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영토는 역사상 명확하여 헌법
에 그에 관한 규정을 설시할 필요는 없지만, 임시정부헌법에서 이를 설시한 이유는 그곳
이 앞으로 우리가 독립해서 되찾아야 할 터전임을 확인해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지금의 남한과 북한은 모두 ‘구한국’, 즉 조선 또는 대한제국 판도의 일부에 있고, 같
은 언어를 사용하는 한민족으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다. 영토조항은 제헌헌법 제4조에서
부터 현행헌법 제3조에 이르기까지 계속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비교법적으로 보면,
영토에 관한 규정은 주로 다수의 국가가 결합한 연방국가에서 그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인데, 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우리 제헌헌법이 굳이 영토조항을 규정한 이
유에 대해 유진오는 다음과 같이 썼다.
“대한민국헌법은 결코 남한에만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고유의 영토전체
에 시행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시하기 위하여 특히 본조를 설시한 것이다.”189)

제헌헌법에 굳이 영토조항을 둔 이유가 이와 같다면, 임시정부헌법에서 굳이 영토조항
을 둔 이유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186) 1919. 9. 11. 임시정부법령 제2호로 제정된 대한민국임시헌법.
187) 1944. 4. 22. 임시정부법령 제6호로 제정된 대한민국임시헌장.
188) 1987년 제9차 개정헌법 전문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으로 표현하고 있고,
1948년 제정헌법 전문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라고 쓰고 있다.
189) 유진오, 憲法解義, 明世堂, 194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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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견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법에서 영토조항은 언젠가는 그 판도 위에 대한민국이라는 한
민족의 근대국가를 세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막상 해방된 이후에는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분단되었고, 전쟁을 통하여 남과 북은 각각 근대국가로 성립되었
다. 영토조항은 임시정부헌법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3조로 계속 이어졌다. 그러나 분단 상
황에서는 영토조항은 북한의 실체를 부정하는 논거로 사용되고 최소한 북한이라는 존재
를 인정하는데 상당히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제 전쟁을 끝내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
시킴으로써 평화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남북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리
고 이를 위해서는 법적으로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고 존중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안정
적으로 남북교류협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국가성과 북한주민과 북한 사이의 공
법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남북한 특수관계는 동서독 특수관계와 같이
최소한 국내법적으로는 ‘1민족 2국가’의 관계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헌
법 제3조의 영토조항을 임시정부헌법에서의 원래 취지대로 미래지향적으로 해석하는 것
과 부합한다고 본다.

다. 영토고권과 주권 개념
해방 후 근대국가의 건설이라는 염원은 근대적 의미에서의 주권 관념의 실현이었다.
이는 한국전쟁을 통하여 그리고 분단된 상태에서 남과 북에서 각각 실현되었다. 근대의
주권 관념이 오늘날 남북의 분단에 이르게 하였다면, 이제 평화와 남북공영 그리고 통일
을 위해서는 국민주권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지고 남북관계를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
다. 현대 민주주의국가의 국민주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주권자인 국민과 그 대표기
관에 의하여 만들어진 법률에 의한 지배에 동의하고 복종하는 민주주의와 법치국가의 틀
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이다.190) 이런 관점에서 남북한 특수관계론을 해석하고 북한과
북한주민의 지위에 관하여 재검토해 볼 수 있다고 본다.
190) 민주주의와 법치국가는 우리 헌법 제4조에 나오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자세
한 내용은 허완중, 한국헌법체계에 비춘 헌법 제4조의 해석, 헌법재판연구원, 2014, 39-53; 허완중, 통
일의 이념적 기초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 헌재 1990. 4. 2. 89헌가113,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위
헌심판, 통일과 헌법재판 3, 헌법재판연구원, 2018, 95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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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대국민국가의 주권
근대의 국가 개념은 국가구성원의 복리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를 위해 요청되는 ‘국가
이성’에 대한 논의에서 발전하였는데, 최고 권력자와 구별되는 ‘주권’이라는 개념이 여기
서 나온다.191) 그리고 주권을 가진 자, 즉 정권 혹은 정부와 구별되는 근대적 의미의 ‘국
가’라는 개념도 함께 발상한다. 주권은 일정한 영역과 국민들의 의식 안에서 하나의 국가
혹은 하나의 국민이라는 통합된 국가정체성에서 만들어 진다.192) 근대적 의미의 주권 국
가는 일정한 영역, 그러니까 영토 그리고 일정한 규모의 사람들을 기준으로 대내적으로
최고이고, 대외적으로 독립적이다. 근대국가는 종교를 종속시키고 전쟁을 통해 국가조직
과 국민의 결속을 견고하게 만드는 영토화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한다. 그래서 흔히들 국
가의 3요소로 영토, 국민 그리고 주권을 든다. 여기서 주권을 가진 법인격체로서 국가,
즉 근대국가가 되려면 최소한 일정한 영토와 국민 안에서 폭력을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독점하고 질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대외적으로도 그 독립성을 국제질서에서 주권
국가로서 승인받아야 한다.

(2) 법적인 의미에서 주권 개념의 변화
300여 년 동안 지속되어 온 근대국민국가의 주권 개념에 따르면, 주권은 국내적으로는
불가분의 절대적인 권리이다.193) 그렇지만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댕식의 불가분ㆍ불
가양의 절대적인 주권 개념은 오늘날 수정되고 있다.194) 예를 들면, 과거에는 국제법이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에 머물러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경제 및 개인의 인권 등의 문제로
191) 박상섭, 국가ㆍ주권, 소화, 2010, 54 이하 참조.
192) 칼 슈미트의 분석에 따르면, 국가의 중요한 결정(또는 결단)을 내리는 주체에 대한 ‘의인화’는 근대국
민국가의 주권론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그는 주권자란 ‘예외상태’를 결정(또는 결단)하는 자라고
했다. Carl Schmitt, 김항 옮김, 정치신학, 그린비출판사, 2010, 16; Balibar(각주 100), 323 참조.
193) “주권은 축소나 확장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 ... 절반의, 분할된, 축소된, 의존
적인, 상대적인 주권은 없다. 오직 주권이 있거나 없을 뿐이다.” Paul Laband, Das Staatsrecht des
Deutschen Reiches, Neudr. der 5. Aufl., Band. 1, Tübingen 1964, 68; Dieter Grimm, Sovereignty,
Belinda Cooper tran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5, 63에서 재인용.
194) 이종수, 세계화와 국가주권: 국가의사결정구조의 대내적, 대외적 비중이동과 관련하여, 허영 編, 세계
화와 법적과제, 경세원, 2008, 98-101 참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UN이 성립된 이후부터 초국가적 기
구와 회원국 사이, 즉 수직관계에서 주권 개념에 큰 변화와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주권은 상대적이고
분할될 수도 있다는 논의가 있다. Neil Walker, Sovereignty in transition, Oxford: Hart, 2003, 14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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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을 넘어서 주권에 대한 국제법적인 제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195) 이제는 국경이
주권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옛날의 그런 것은 아니게 되었다. 무엇보다 법적인
의미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주권자이고 어떤 주체가 주권을 가지는지 보다는 주권의 범
주와 주권에 기대어 행동하는 것이 여전히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더 중요하다. 두 차
례 세계대전으로 주권에 의한 인권침해의 경험은 주권에 기대어 면책이나 면죄부를 주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 의심하게 했다. 그로 인하여 오늘날 국제인권보호체계가 형
성된 것이다.
1) 주권 개념의 상대화
물론 헌법의 최고규범성에 따라 주권의 이양이란 불가능하다. 독일연방헙법재판소는
이 점을 분명히 확인한다.196) 다만 주권과 공권력을 구별된다. 주권의 불가분성이 공권력
의 불가분성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주권이양은 불가능하지만, EU라는 초국가적
기관에 대한 독일정부의 공권력을 이전하는 것은 가능하다.197) 그러나 주권은 공권력의
표현이다.198) 그리고 자결권이 없는 주권은 없다. 그런데 공권력이 이전되면, 그 집행은
이전된 초국가기관의 몫이다. 유럽 집행이사회의 회원국으로서 그 작동에 관여할 뿐이다.
그럼 그만큼의 공권력은 국가의 자결권에서 벗어난다. 그렇게 넘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주권을 부정할 수 있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 이 지점이 공권력 이전의 헌법상 한계라고
할 수 있다.199) 이는 이론적인 가능성을 넘어서 실제로 주권을 위협하는 현실이 되기도
한다.200) 그런 의미에서 세계화시대 오늘날 초국가적기구와의 관계에서 주권은 이양될
수도 분할될 수도 있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볼 여지가 생겼다.

195) Grimm(각주 193), 122-126 참조. “인간화 된 주권(humanized sovereignty)”에 관한 논의는 Anne Peters,
Humanity as the A and Ω of Sovereignty,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0 (2009), 513 이하 참조.
196) BVerfGE 123, 267 (343 f.).
197) BVerfGE 123, 267 (347).
198) Loughlin(각주 5), 78-79 참조. 연방국가의 경우에는 주권은 국가가 아니라 국가권력과 동일시된다. 옐
리네크의 정리에 따르면, 연방국가 상황에서는 중앙과 지분국가 사이에서 주권은 분할된 것이 아니라
권한과 권한(Kompetenz-Kompetenz)의 대상을 배분하는 국가권력에 주권이 귀속된다는 가정 하에서
주권의 불가분성이 유지된다. Jellinek(각주 72), 409-411 참조.
199) BVerfGE 123, 267 (347 ff.).
200) 예를 들어,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의한 유럽협약의 ‘헌법화’는 회원국 국내법에 비교해 유럽협약을
상위의 법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럽협약의 해석과 적용은 ‘준-헌법(quasi-constitutional law)’
의 시행이 된다. Grimm(각주 193), 89-9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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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주권주의
무엇보다 주권개념은 국민주권의 민주주의 원리에 충실히 해석하면 고전적인 불가분
의 절대적 주권 개념에서 탈피할 수 있다. 국가는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이는 법적인 주
권 개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국가의 자기결정이 항상 민주적으로 이루어지
지는 않는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오늘날 가장 전형적인 국가의사결정 과정이 되었다. 국
민주권(혹은 인민주권)은 민주주의, 즉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권력이다.201) 주
권은 국민에게 귀속되고 국민을 위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국가적
과업의 승인과 국가적 권한의 행사는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귀속되고,202) 원칙적으로는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민주주의원칙에 기초하여 주권을 이해한다.203) 그런
의미에서 EU라는 초국가적 기구의 고권적 임무와 권능은 회원국 의회의 조약에 대한 동
의나 정부를 통한 간접적인 민주적 정통성 획득 및 회원국 시민에 의하여 선출된 유럽의
회 등을 통하여 민주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204)
3) 주권의 탈영토화
이들 독일연방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EU 같은 초국가적인 국가연합체에 대해 고
권적인 권능을 부여하는 것도 주권자인 개별 국가의 국민에 의하여 민주적 정당성이 확
보되는 한 주권에 대한 침해는 아니다. 오히려 주권의 불가분성을 포기하는 대가로 국가
주권의 외연은 영토를 벗어나서 더 넓어졌다고 할 수 있다.205) 또 국가와 사회의 관계에
대한 오늘날의 이해에 따르면 더 이상 국가주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경제영역에서
특히 시장에 대한 국가개입은 제한되고 있고 국가로부터 독립적인 시민사회영역이 부각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국가주권에 대한 해석은 과거 영토화를 중심으
로 발전했던 근대적인 개념에서 벗어나서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다시 해석되어야 할 것이
다. 그런 의미에서 이상의 현상을 주권의 약화나 소멸이 아니라 “주권의 탈영토화” 또는
201) 프랑스의 국민주권론과 인민주권론에 관한 논의는 여기서 하지 않는다. 이에 대한 논의는 성낙인, 헌
법학, 법문사, 2018, 134-138 참조.
202) “각국의 국민은 그 나라 국가권력의 출발점이다.” BVerfGE 89, 155 (186).
203) 이종수(각주 194), 99 참조.
204) BVerfGE 89, 155 (185 f.). 더 나아가, 유럽공동체의 권력이 국내에 미치려면 독일의 법적용명령에 의
해서만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독일은 여전히 유럽공동체의 회원국으로서 주권국가로
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타국과의 주권적 평등성이라는 지위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BVerfGE
89, 155 (190).
205) 이종수(각주 194), 9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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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의 재영토화”라는 관점에서 주권을 재해석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206)

이상의 논의에서 간취할 수 있는 것은, 법적인 의미에서 주권은 대외적으로 독립적이
고 대내적으로 고권적인 일정한 관할영역에서 국민(또는 인민)과 국가가 맺는 ‘정치적 관
계’에서 기초한다는 사실이다.207) 국민주권은 민주적으로 정당하게 대표된 국민의 대표
에 의한 지배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국민주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권자인 국민과
통치권자인 국가의 관계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당한 대표와 지배의 관계가 국민과 통치
권력 사이에 유지되는 이상, 법적인 의미에서 주권이 약화되거나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3) 소결
오늘날 법적인 의미에서 주권 그리고 국가성을 인정하는 기초는 정당한 공법관계의
유무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법적인 의미에서 주권은 공권력의 전개를 통해 행사되는 규
칙의 절대적 권위를 나타낸다.208) 그리고 주권이라는 법적인 그리고 제도적인 권위는 정
치적인 관계에 기초한다.209) 이런 관점에서 보면, 남북한 특수관계론에서 북한의 지위를
논하면서 주권에 기초한 영토고권을 강조하는 것은 주권에 대한 잘못된 이해방식이다.
대한민국과 북한주민 사이에 어떤 정치적인 관계도 맺어지지 않았는데, 우리 헌법에 일
방적으로 북한주민이 사는 북한지역도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대한민국의
영토고권이 당연히 미친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헛된 논쟁이라고 본다. 북한주민과
대한민국 사이에 지배와 대표라는 정치적인 관계가 없는데, 주권이라는 통치제도의 절대
206) 주로 재외국민의 ‘이중국적’(북수국적)의 인정문제와 다문화사회 논의 등에서 이런 견해를 찾아 볼 수
있다. 이철우, 충성과 소속의 분열과 조화 : 이중국적과 시민권의 정치사회학, 정인섭 編, 이중국적, 사
람생각, 2004, 88-90; 이종수, 다문화사회와 국적, 헌법학연구 16권 2호(2010), 56 참조.
207) ‘정치적 관계’란 사적인 관계와 구별되는 개념이다. 이는 재산 관계를 통하여 행사되는 사적권력과 정
치권력을 구분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예를 들어, 군주의 주권은 봉토의 소유권을 중심으로 한 영주의
세습적인 권리와 구별되었다. 공권력은 이 정치적 관계의 산물이다. 정치권력은 재산 및 인격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관계에서 나오는 사적권력과 구별된다. 정치권력은 적어도 형식적으로 동등한 개인들
간의 관계에서 나온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행동할 때 권력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공권력은 재산 관
계로부터 도출되는 사적권력과 차별화된다. 주권은 공권력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이런 정치적 관계에
기초한다. Loughlin(각주 5), 72 이하 참조.
208) 그러니까 법적으로 주권은 일정한 통치제도인 국가가 그 영역 안에서 최종결정권 또는 궁극적인 법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Loughlin(각주 5), 72 이하 참조.
209) Loughlin(각주 5),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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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권위가 그들이 사는 북한지역에서 실현될 수 있다고 볼 사람은 아무도 없다. 차라리
독일은 유럽연합을 통하여 파리의 거리에 흡연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
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을 것이다. 남북한 특수관계론에서 영토조항은 일방적인 영토고권
의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남북관계가 진전을 통하여 회복시켜 나아가야
할 주권의 범위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210)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북
한이 북한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사람과 맺고 있는 정치관계에 주목하고 그것을 남북교류
를 통하여 어떻게 활용하고 통합해 나갈 수 있는지 검토해 보는 것이 더 의미있는 일이
라고 생각한다.

3. 북한주민의 지위에 대한 재검토
가. 남북한 특수관계론에 따른 법적 주체로서 북한주민
(1) 북한주민의 지위에 관한 학설
북한주민의 지위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북한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인지에 대해 먼저
질문한다. 그리고 이 질문에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을 근거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보는
입장211)이 있는가 하면, 영토조항의 효력이 없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북한주민이 대한민
국 국민이 아니라고 보기도 하고,212) 독일의 동서독 특수관계 이론을 차용하여 북한국적
과 남한국적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보는 입장213)도 있다. 또 우리가 북한주민에게 외교
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북한주민은 ‘법률상’ 국민이지만 ‘사실상’ 국민은 아니
라는 입장도 있다.214) 전술한 법률상 북한주민과 기타 재외동포 등에 대한 취급을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 법률은 북한주민을 구체적 의미에서 국민으로 보지는 않는다. 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인지를 따지는 것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215)
오히려 실용적으로 국제사법을 준용하여 준국제사법 관계로 남북한 주민 사이에서 발생
210)
211)
212)
213)
214)
215)

동지 도회근(각주 173), 50-52 참조.
대법원의 입장이 그러하다.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누1221 판결 참조.
도회근(각주 77), 353 이하; 나인균, 한국헌법의 영토조항과 국적문제, 헌법논총 5집(1994), 479.
김주환(각주 107), 19 이하; 장영수(각주 120), 49; 제성호(각주 1), 147.
김명기(각주 77), 199 참조.
석동현, 統一前 北韓住民의 國內法的 地位 및 關聯立法의 方向 論考, 법조 통권522호(2000),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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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연구도 있다.216)

(2) 남북한 특수관계론에 따라 인정되는 북한주민의 지위
실제로 남북한 특수관계론은 주로 북한주민을 외국인으로 취급할 때 인용된다. 헌법재
판소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북한주민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개별 법
률의 적용 내지 준용에 있어서는 남북한의 특수관계적 성격을 고려하여”라는 단서를 붙
여 “북한지역을 외국에 준하는 지역으로, 북한주민 등을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볼 수 있다”고 했다.217) 실제로 법적으로 북한주민을 정의할 때도 적 아니면 동포
로 나누고 그 중간은 거의 남겨두지 않는 점에 비춰볼 때, 남북한 특수관계론은 그때그
때의 상황에 따라 북한주민을 국민 또는 외국인이라는 이분법적인 틀로 나누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령 북한주민이 남북교류협력의 주체일 경우, ‘북한의 주민’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노선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상정된다. 이 때 북한주민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
될 것이다. 다만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서 국내법적으로 교류와 협력이 허용된다. 물론
이 경우에는 북한주민은 남북교류협력법에서 준용하는 규정에 따라 외국인에 준하는 지
위를 가진다.218) 남북교류협력에 관해서는 북한주민은 사실상 외국인으로 취급된다. 그
리고 국가보안법이 적용될 때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처벌된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도
보면, 제3국과의 관계에서 북한은 국가이므로 북한이탈주민은 ‘사실상’ 국민이 아니라 무
국적자이고, 다만 대한민국의 영역 안으로 들어와 보호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에만 국민으로 보호할 수 있다.219) 북한이탈주민법 제3조에 의하면, 후자의 경우에만 북
한이탈주민은 이 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220) 현실적으로 북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국가보안법에 따라서 처벌되는 대상이거나 인도
216) 석광현, 남북한 주민 간 법률관계의 올바른 규율, 국제사법연구 21권 2호(2015), 335 이하.
217) 헌재 2005. 6. 30. 2003헌바114, 판례집 17-1, 879, 891-892;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4044 판
결 참조.
218) 남북교류협력법은 제21조에서 출입국관리법; 제23조에서 검역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외무역법; 제2항
에서 관세법; 제3항에서 외국환거래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한국수출입은행법, 무역보험법, 대외경제협
력기금법 등을 준용하고 있다.
219)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은 이광수, 재외 탈북자의 국내법적 지위, 재외 탈북자의 법적지위,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 국회인권포럼 세미나(제34회), 2008.9.18., 82; 이철우, 이호택(각주 61), 189-190 참조.
220) 그나마도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에 따라서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상 북한이탈주민법상 북한이탈주민의 개념정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는 최유,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개념에 관한 소고(小考), 법학논문집 38집 3호(2014), 17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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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소수자인 경우뿐이다.221) 남북가족특례법을 보면, 북한법률에 따
라 이루어진 혼인에 대해 그 유효성을 인정하면서 혼인에 관한 여러 특례를 규정하고 있
으나, 그 내용을 보면 국제사법의 이론에 준하여 규정하고 있다.222) 그리고 남북가족특례
법 제2조는 이 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남북한 특수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3) 남북한 특수관계론에 따른 북한주민의 지위에 대한 평가
개인을 법적 주체로서 승인하는 것은 모든 법관계의 기초이다.223) 한편 남북한 특수관
계론은 기본적으로 북한주민을 대한민국 국민 아니면 외국인이라는 이분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실무적으로 남북한 특수관계론은 기본적으로 북한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
로 보기보다는 외국인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현재로서는 남북한 특수관계론에 따라서
외국인에 준하여 취급하는 것이 최선인 것 같다. 그렇지 않고 북한주민을 추상적 의미에
서 국민으로만 본다면, 실질적으로 그들은 진영논리에 따라 적으로 배제되거나 무국적과
같은 ‘예외상태’에 놓이게 된다.224) 통치력이 미치지 못하는 북한에 거주하여 구체적 의
미에서 국민으로 인정받지도 못하면서 북한공민으로서 지위도 부정되는 것이 그런 것이
다. 무엇보다 외국인 아니면 국민이라는 이분법적인 구도 하에서 최소한 인권의 주체로
서 사람(人)으로 승인받을 수 있으려면, 북한공민으로서 ‘외국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것이 차라리 낫다. 남북한 특수관계론이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독일의 사례와
같이 북한의 국가성을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남북교
류와 협력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221)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의 법원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국제사법을 적용하여 북한주민에 대해서
도 남한주민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한다. 이효원, 북한이탈주민의 이혼소송과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
가족법연구 22권 3호(2008), 440-443 참조.
222) 석광현(각주 216), 357-373 참조.
223) Jellinek(각주 72), 342.
224) ‘예외상태’는 칼 슈미트의 주권론에서 나오는 표현이다. Schmitt(각주 192), 16-17.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Giorgio Agamben, 김항 옮김, 예외상태, 새물결, 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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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남북관계의 발전과 북한주민의 지위의 발전
우리 법체계는 아직 북한 또는 북한주민을 적 아니면 동포, 남북한 특수관계론에서는 헌
법 제3조 아니면 제4조, 국가보안법 아니면 남북교류협력법이라는 식의 진영논리와 이분법
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형성된 남북한 특수관계론도 결국은 북한을
반국가단체 아니면 사실상 외국, 북한주민도 부정적인 의미에서 국민 아니면 외국인으로,
배제 아니면 외국에 준하는 교류ㆍ협력이라는 이분법적인 틀 속에 갇혀있다. 그러나 남북
관계가 발전하면서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국민 아니면 외국인이라는 이분법적인 태도
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것 같다. 왜냐하면 어느 날 갑자기 외국인 같이 취급되던 북
한주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야 하는 그런 소위 ‘급변사태’가 아니면 이런 이분법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225) 어쨌든 남북교류를 통한 평화통일의 여정에서 북한주
민의 지위는 남북한 특수관계론에 의하여 사실상 북한공민으로서 외국인과 같이 취급되는
것에서 시작하여 소위 ‘통일한국’의 주권자로서 남과 북의 주민이 같은 국민으로 통합되는
그 날까지를 놓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존재할 수 있는 북한주민의 지위를 어
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 이론적 논의가 이제 필요한 것이다.

(1) 국민의 헌법상 지위와 북한주민
1) 주권자로서 국민
우리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
터 나온다.”라고 규정한다. 이는 주권이라는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고 규정한다. 법적인
의미에서 주권은 어떤 통치제도, 즉 국가가 일정한 영역과 일정한 사람들에 대해서 최종
적이고 궁극적인 법적인 권위를 가진다는 말이다. 가령, 대한민국과 국민과의 관계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법적인 권위를 가진
다. 국가가 일정한 영역과 사람들 사이에서 지배를 실현하는 통치제도라고 한다면, 주권
자로서 국민은 국가라는 통치제도의 일부분이 된다.226)
225) 그간의 통일연구 및 논의에서 북한이 무정부상태가 되는 소위 ‘급변사태’에 관한 논의들이 많았다. 이
런 ‘급변사태론’으로 분류되는 비전문적인 정부 및 언론의 논의와 학문적인 연구 성과물들에 대한 비
판적인 연구는 안경모, 북한 급변사태 논의의 역설, 국제관계연구 21권 2호(2016), 33 이하 참조.
226) 옐리네크는 주권자로서 국민의 지위를 ‘국가기관으로서 국민’으로 설명하여 국민대표와 국민을 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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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권 주체로서 국민
한편, 대한민국은 모든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한다(헌법 제10조). 기본권은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인권이다. 이 기본권의 주체로서 국민은 피지배자로서 국민이다. 국가의
법질서 및 통치력 하에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은 국가에 대해 국
민으로서 권리를 보장받고, 의무를 진다. 이 기본권은 전통적으로 옐리네크(Jellinek, G.)
의 공권 이론을 모방해, 국가에 대한 국민의 지위에 따라 ① 수동적 지위 - 의무, ② 소극
적 지위 - 자유권, ③ 적극적 지위 - 수익권, ④ 능동적 지위 - 참정권으로 구분되어왔
다.227) 평등권을 비롯한 몇몇 새로운 인권보장을 제외하고는 이는 지금도 상당히 유효한
분류이다. 종합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주권자로서 지위와 피지배자로서의 지위, 두 가지
지위를 가진다. 그리고 이를 통틀어 기본권 주체로서의 지위라고 할 수 있다.
3) 북한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헌법적 당위의 의미
북한주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여기서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말
은 미래지향적으로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야 한다는 당위의 표현이다. 이런 당위
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와 제4조의 규정에서 도출할 수 있다. 사실 북한주민의 현실은
전술한 바와 같이 무국적자나 외국인에 가깝다. 그러니까 헌법은 앞으로 북한주민을 국
민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아직은 북한주민이 완전히
대한민국 국민은 아님을 인정해야 한다. 즉, 추상적 의미에서 국민이지만 아직 구체적 의
미에서 국민은 아니다.

(2) 북한주민과 대한민국의 공법적 관계
1) 잠재적인 국민으로서 북한주민
북한주민은 ‘통일한국’의 주권자라는 의미에서 잠재적인 국민이다. 그러나 북한에 거
주하는 북한주민이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대한민국의 정치에 참여할 수 없다. 실제로
그들은 한 번도 남한, 즉 대한민국에서 대표된 적이 없다. 대한민국 헌법제정 시 그들은
대표되지 못했다. 그리고 제5차 개정헌법 부칙 제8조는 그들이 대한민국에서 대표되지

로 일치시킨다. Jellinek(각주 72), 332 및 472 이하 참조.
227) Jellinek(각주 72), 342 이하 참조.

- 71 -

못하고 있음을 명문으로 확인했다.228)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북한주민이 대한민국에서 온
전히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국민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2) 기본권 주체로서 북한주민의 지위와 한계
하지만 북한주민은 사람으로서, 즉 인권의 주체로서 우리 헌법상으로도 분명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가령 외국인에게도 인정될 수 있는 기본권 주체성이라면, 북한주민에
게도 인정될 수 있다.229) 다만 우리가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한다면, 그들의 인권보장에
대한 1차적 책임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그들이 공법관계를 맺고 있는 북한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국가성을 부정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에 우리의 통치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북한주민의 인권을 직접 보장해 줄 수도 없고 책임질 수도 없다. 다
만 북한주민이 대한민국 내에서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부분 정도에 대해서만 논의할 수
있을 뿐이다.230)
3) 북한공민으로서 북한주민의 현실
무엇보다 북한주민은 현재 대한민국과의 관계에서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어도 북한
공민으로 남아있는 이상 대한민국의 주권자가 될 수는 없다. 당연히 참정권과 정치적 기
본권을 보장해 줄 수 없다. 반면 북한에서 이탈하여 대한민국으로 거주지를 옮긴 북한이
탈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참정권을 포함한 모든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주민과 북한이 맺는 공법관계는 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더불어
이 부분을 빼고 현재 대한민국의 법체계에서 북한주민을 파악하고 일정한 법적 주체로
승인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북한이 북한공민으로 확인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북
한주민을 어떻게 파악할 것이고, 파악하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기본권을 보장하고
의무를 부과할 수 있겠는가? 북한주민의 지위는 북한과의 공법관계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려운 논의이다. 그래서 북한주민의 지위 그리고 기
본권 또는 인권 보장 논의는 이런 현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228) 1962. 12. 26. 개정된 헌법 제6호 부칙 제8조 “국토수복후의 국회의원의 수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
술 Ⅴ. 1. 가. 참조.
229)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의 문제는 헌법의 문제이지, 헌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적용되는 국제법의
문제는 아니다. 전광석, 한국헌법론 (제12판), 집현재, 2017, 233-234 참조.
230) 이효원(각주 14), 284-285; 성낙인(각주 201), 95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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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북교류에 따른 지위의 발전가능성
한편 남북한 특수관계는 통일을 지향함으로써 이 특수하고 이중적인 관계의 소멸을
예정하고 있다. 때문에 남북한 특수관계는 기본적으로 임시적이고 잠정적인 관계이다. 남
북기본합의서와 남북관계발전법 제3조 제1항은 남북관계의 이러한 성격을 “통일을 지향
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노태우 정부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이를 발전시킨 김영삼 정부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역대 정부를 거쳐 지금까지 채택되고 있는 공식적인 통일방안이다. 민족공
동체 통일방안에 따르면, 1단계는 남과 북이 평화를 정착하고 존중하며 협력하는 화해ㆍ
협력단계이고, 2단계는 국가통합을 지향하며 남북공동체를 구축하는 남북연합단계이다.
그리고 3단계는 마침내 ‘1민족 1국가’에 이르는 통일국가단계이다.231) 남북한 특수관계
론은 통상 1단계에서 주로 논의된다. 남북관계가 공식적으로 제도화되는 2단계나 통일
헌법과 단일 국가가 성립되는 3단계에서는 그 특수하고 이중적인 관계가 소멸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 국가목표규정으로서 통일은 항구적인 목표가 아니라 달성할 수 있는 목
표이다.232) 그 목표가 달성되면,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남북한
특수관계도 소멸한다.
북한주민의 지위에 대한 논의는 이와 같은 남북관계의 발전단계에 따라 변화될 가능
성이 있다. 가령, 1단계에서는 남북한 주민에 대해 서로 외국인과 유사한 지위를 인정하
고 상호주의에 의한 보장을 하다가도, 2단계 남북연합에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남북한 주
민의 자유로운 통행이나 통관을 보장하고 경제통합도 상당 수준으로 진전되어야 할 것이
다.233) 그러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남과 북의 주민들의 권리능력 및 신분보장, 왕래나
통신, 거주이전 및 경제적 권리의 보장에 있어서 남한과 북한에서 큰 차이가 없어야 한
다. 남과 북의 주민들은 신변의 안전이나 민형사상 책임 등에 있어서도 남과 북에서 모
두 예측가능성과 법적인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234) 더 나아가, 정치ㆍ경제ㆍ사

231) 김정현 외, 분단국가 통합의 법제적 과제 : 헌법, 한국법제연구원, 2016, 50-52 참조.
232) 허완중(각주 190), 32 참조.
233) 통일과정에서 경제통합에 대한 설명은 이장희, 통일 과정에서의 경제 통합에 관한 헌법적 검토, 헌법
재판연구원, 2015. 참조.
234) 남북관계 변화를 대비한 당장의 현안 과제에 관해 이효원 교수는 ‘신변안전의 보장’, ‘신속하고 효율
적인 절차규정마련’, ‘합리적 분쟁해결절차의 구축’을 들고 있다. 이효원, 남북관계의 변화를 대비한
공법적 과제, 공법연구 41집 3호(2013), 18-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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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ㆍ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북한주민에게도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시민권 및 사회보장 등
을 보장해 줄 수 있을 만큼 남북관계가 ‘사실상의 통일’에 가까워졌을 때에야 비로소 3
단계 통일국가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235) 그리고 ‘통일한국’이 성
립했을 때에야 비로소 남북한주민은 같은 ‘주권자로서 국민’으로 통합될 수 있다. 따라서
남북관계가 진전될수록 북한주민의 지위는 점점 대한민국 국민에 가까워지는 선형적인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다. 북한주민의 지위에 대한 보장과 한계
(1) 북한주민의 지위보장의 방법
기본적으로 외국인의 지위는 헌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북한주민은 외국인은 아니지만 남북한 특수관계론에 따라 외국인에 준하여 취
급될 수 있으므로 그런 경우에는 외국인에 준하여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위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 특수관계론은 북한주민을 완전히 외국
인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제3국과의 관계에서 북한주민은 분명 외국인으로 취급될 것이
다. 그러나 남북관계에서 북한주민은 외국인이 아니다. 남북합의서에 따라 그 지위가 인
정될 수 있으므로, 이는 헌법 제6조에서 말하는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위가 인
정된다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읽힐 수도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발전법상 남북합의서는 현
재 헌법 제6조의 그 국제법과 조약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가 국내법적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다.
남북합의서란 “정부와 북한 당국간에 문서의 형식으로 체결된 모든 합의”를 말한다(남
북관계발전법 제4조). 전술한 바와 같이 남북합의는 북한주민의 지위를 발전시키는데 법
적으로 중요한 수단이다. 남북합의서는 남북교류에 있어서는 실천적으로 중요한 법적인
기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남북한이 한 약속이고 합의이다. 남북한이 서로 합의
한 내용을 지킨다는 신뢰와 의지가 있는 한, 남한과 북한의 통제 하에 있는 남북관계에
서 구속력 있는 규범의 하나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235) ‘사실상의 통일’이라는 표현은 임동원, ‘사실상의 통일’과 남북연합, 한반도평화포럼 編, 통일은 과정
이다, 서해문집, 2015, 197 이하 참조.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따른 통일과정에 대한 설명은 김현귀(각
주 4), 헌법재판연구원, 25-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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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제정된 남북관계발전법236)은 남북합의서를 국회의 동의 또는 국무회의의 심의
를 거쳐서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한다(법 제22조). 남북 당국 간의 서면 합의를 헌법상 조
약체결의 절차와 유사하게 정하고 있다. 서면 형식으로 국가 간에 체결되는 합의인 국제
법상 ‘조약’도237) 기본적으로 대통령에게 체결 및 비준권한이 있으나(헌법 제73조), 국회
의 동의(헌법 제60조) 또는 국무회의의 심의(헌법 제89조)를 거치게 되어 있다. 이는 남
북합의서의 조약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하고 일정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로 평가되기도 한다.238)
우선 남북관계에서 북한주민의 지위는 외국인처럼 국제법과 조약에 의하여 정해지지
않는다. 남북합의서는 엄밀히 말해 국제법상 조약이 아니라 남북관계발전법에 규정된 법
률상 합의이다.239) 남북합의서는 남북관계발전법에 의하여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이지
국제법상 조약이라서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나 (국제법상 국가로 승
인하지 않더라도) 만일 북한의 국가성을 존중한다면, 남북한 양국이 맺은 남북합의서는
국내법적으로 그 ‘내부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체결한 특수한 성격의 조약으로 보아야
한다.240) 그런 전제에서 북한주민의 지위는 기본적으로 헌법에 의하여 정해진다. 현재 북
한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현실적으로 북한공민이다. 북한의 국가성을 국내법적으로
존중한다면, 북한주민의 지위는 1차적으로 북한법률에 따라 정해진다. 그러나 북한공민
인 북한주민을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취급될지, 반대로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에서 어떻게
취급될 지는 남과 북의 법률상 합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상호주의에
따른다.

236) 법률 제7763호, 2005. 12. 29., 제정.
237)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조 ① (a) “조약”이라 함은 단일의 문서에 또는 2 또는 그 이상의 관련
문서에 구현되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또한 그 특정의 명칭에 관계없이, 서면형식으로 국가간에 체결되
며 또한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의미한다.
URL <http://treatyweb.mofa.go.kr/JobGuide.do>
238) 이효원(각주 144), 154.
239)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이효원(각주 144), 144 이하 참조. 여기서는 주로 남북합의서가
국제법상 조약으로서 성격을 가지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 대체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비준한
남북합의서에 대해서는 국제법상 조약의 성격이 인정되는 것으로 본다.
240) 그런 의미에서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한 양국이 그 ‘내부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체결한 특수한 성격
의 조약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김주환(각주 107), 18; 장영수(각주 120), 26 이하 참조. 남북
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에 관한 논의는 이석범(각주 146), 1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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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주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국가책임
따라서 남북관계의 발전과 남북합의의 수준에 따라 북한주민의 지위는 신장될 수도
있고 지금 그 수준에 머무를 수도 있다. 북한주민의 기본권은 대한민국 국민과 마찬가지
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주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직접 책임
을 질 수는 없다.241) 현실적으로 북한주민과 북한의 공법관계에서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 의한 북한주민의 인권탄압이 있거나 우리 헌법상 기본권 보장이
북한에서 실현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대한민국의 책임은 아니다.
이에 관하여 “당위(Sollen)와 사실(Sein)의 구분을 통하여” 규범적으로는 북한주민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국가는, 즉 대한민국은 북한주민에 대해 기본권 보
호의무가 있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242) 이 견해에 따르면, 북한주민의 기본권을 보호
해야 할 헌법적 의무에 관해서는 헌법 제3조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243) 그러나 실제
이것이 적용됨에 있어 남한주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경우와 구별되는 특수성이 반영되
어야 한다고 본다.244) 특히 헌법재판에 있어서 ‘과소보호금지의 원칙’이 적용됨에 있어
보다 더 완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남한에서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가 문제될 때에만 적용가능하다.245) 남한에서 북한주민의 지위는
남북관계의 특수성를 감안하여 더 제한될 수 있다는 점, 그 외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국가가 북한에 거주하는 북한주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
떤 책임을 지는지 특정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과소보호금지가 적용되는 기본권 보호의무
에서 특별히 더 완화될 수 있는 국가의 의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떤 내용이
있는 것인지, 필자는 모르겠다. “당위와 사실의 구분”이라고 설명하지만, 구체적인 권리
의무관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추상적인 지위는 별 의미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현실적
으로 국민으로서 구체적인 권리의무관계를 맺지 못하는 북한주민에 대하여 헌법 제3조와
제10조에 따른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본다.
만일 북한주민의 지위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에게 헌법상 책임이 있다면, 그것은 헌
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평화적 통일 정책의 수립과 추진할 책임으로 구체화될 수 있을
241)
242)
243)
244)
245)

전술 Ⅴ. 3. 나. (2) 참조.
이효원(각주 14), 284-285.
이효원(각주 14), 284.
이효원(각주 14), 285.
이효원(각주 14),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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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이라고 본다. 가령, 국제법적으로 국제인권규범체계나 UN과 같은 초국가적인 국제기
구가 북한주민의 인권보장을 이유로 북한의 주권에 의한 개입하고 제한한다면, 그것은
북한과 해당 국제기구의 문제이다. 제3국과의 관계에서 국제법적으로 북한은 독립 국가이
기 때문에 북한주민의 국제인권보장에 대한민국이 책임질 이유는 없다. 그러나 만약 대한
민국이 해당 제재에 동참해야한다면, 비록 그것은 해당 국제기구의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일 뿐이지만, 동시에 남북관계의 문제가 된다. 이때에는 헌법 제4조에서 규정
하는 평화적 통일 정책의 수립과 추진할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이 문제될 것이다.246)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은 북한주민의 지위에 대해 그리고 기본권 보호에 대해 간접적인 책임
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요약하면, 남북관계의 활성화를 통해 북한주민의 지위를 개선시킬 책임은 헌법 제4조
의 평화통일에 대한 목표규정에서 해석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즉 평화적 통일 정책의 수
립과 추진에 대한 의무라는 맥락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주민의 지위 향상에 대한 책
임이 있다. 그러나 평화통일이라는 목표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수립과 추진에도
일정한 기준과 한계는 있다.

(3) 내용적 한계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헌법 제4조는 평화적 통일정책의 내용적 한계로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제시하고
있다. 헌법 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통일의 이념적 기초이자 통일정책에 있어서
는 가치적ㆍ내용적 한계라는 규범적 의미가 있다.247)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평화적 통
일정책이 지향해야 할 통일국가의 상이다. 통일정책과 관련되는 헌법 제4조의 ‘자유민주
적 기본질서’의 의미는 비교적 논란의 여지가 없는 내용으로 충분히 수렴될 수 있다. 즉,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인간 존엄과 같은 보편적인 인권과 자유, 평등, 국민주권, 민주주
의, 권력분립, 법치주의 등 전통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핵
심적인 가치와 제도 및 원칙들을 말한다.248) 그리고 헌법 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이란 이와 같은 체제에서 이에 부합하는 과정을 통하여 평화
246) 헌법 제4조에 따른 국가책임의 내용에 대해서는 허완중(각주 190), 7 이하 참조.
247) 허완중(각주 190), 39 이하 참조.
248) 헌재 1990. 4. 2. 89헌가113, 판례집 2, 49, 64; 헌재 2015. 4. 30. 2012헌바95 등, 판례집 27-1상, 453,
471-472; 헌재 2004. 5. 14. 2004헌나1, 판례집 16-1, 609, 656; 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판례집
26-2하, 1, 22-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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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통일정책이 결정되고 추진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헌법 제4조의 평화적 통일에 관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규범적 의미에 비춰보면,
남과 북의 ‘평화적 통일’은 남북주민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자유민주
적 기본질서는 통일과정에서도 국민주권주의에 따라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자기결정에
의한 통일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지금 당장 주권자인 국민이 통일을 원하지 않
는다면, 대한민국은 지금 당장은 통일을 할 수 없다. 규범적으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
해야 하고 포기해서는 안 되지만, 남북주민이 동의하지 않는 자기결정에 반하는 통일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고 하기 어렵다.249)
더 나아가, 남북합의를 통하여 북한주민의 지위를 인정하고 북한과 북한주민의 공법관
계를 존중하는 문제도 주권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현
재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모든 남북교류와 협력은 정부의 허가와 개입 하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 이는 자유로운 남북교류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국가가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국경의 통과 및 통관에 대한 국가의 고권적 작용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런
데 남북이 이런 고권적 작용을 서로에게 유보한다는 합의를 통하여 남과 북의 주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도 있다. 가령, 북한 공민증이나 우리 주민등록증이 있으면 서로 쉽게
통과할 수 있게 했다고 하자. 그러나 이는 국가 입장에서는 공권력의 축소이고 제약이다.
이는 주권의 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국회의 입법사항이기도 하다. 국가의 공권력은 기
본적으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행사되
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없애는 판단은 기본적으로 입법자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
다. 남북관계에서 남북합의서를 통하여 이런 주권 제약적 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국내법적으로 유효한 국민대표에 의한 비준동의나 국내적 적용을 위한 법률제정
과 같은 민주적인 절차가 요구된다.250) 따라서 남북합의서가 유효하게 효력을 가지기 위
해서는 헌법 제6조에서 말하는 국제법과 조약이 될 필요는 없지만, 그에 준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갖춰야 하는 특수한 형태의 국내법적인 ‘조약’이 되어야 할 것이다.251) 그러지

249) 김현귀(각주 4), 헌법재판연구원, 18.
250) 그런 의미에서 남북관계발전법 제21조 제3항은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
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251) 그런 의미에서 남북관계발전법은 남북합의서를 이런 특수한 형태의 조약의 체결절차를 법률로 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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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서는 법적으로 주권의 제약을 정당화할 수 없다.252)
한편 내용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평화적 통일정책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달성
하고자 하는 헌법 국가의 체제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253) 그리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는 현대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보장되는 수준의 기본권보장과 민주주의를
요구한다. 그런 의미에서 주권자로서 북한주민의 잠재적 지위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하
고 관련된다. 북한주민에게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국가의 주권자로서 독
재를 부정하고 자신의 권리와 국민주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보위하는 시민의식이 요청되
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궁극적으로 통일국가의 상을 제시하는 것이라면, 우
리 헌법 제4조에서 말하는 평화적 통일은 ‘민족적 정체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헌법적 정
체성’을 확립할 것을 요구한다.254) 그런 의미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의 일환에서 보면, 북한주민의 지위는 북한에서도 대한민국에서와 같이 충분한
수준의 기본권 보장과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더불어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과 마찬가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기본 내용인 인간 존엄과 같
은 보편적인 인권과 자유, 평등, 국민주권, 민주주의, 권력분립, 법치주의 등을 인식할 수
있고, 공법적으로 이것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이것이 통일을 위한 선결조건은
아니지만, 우리 헌법 제4조가 지향하는 평화통일의 상이라고 할 수 있다.

252) BVerfGE 89, 155 (185 f.) 참조.
253) ‘통일국가의 상’으로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의미에 대해서는 김현귀(각주 4), 헌법재판연구원, 17-18
참조.
254) ‘헌법적 정체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덕연(각주 92), 41-4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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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지금까지 북한주민의 지위를 미래지향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어떤 이론적 변화들이
필요한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북한의 국가성을 존중하지 아니하고는 북한주민의
지위를 논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우선 북한주민을 법적으로 정의할 때 그들
의 자기결정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의 현
실을 반영하여 북한주민을 법적으로 정의할 때 그들이 북한공민임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야 한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북한주민과 북한이 맺고 있는 공법관계를 인정
해야 한다. 둘째, 이는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는 문제하고도 연결된다. 지금의 남북한
특수관계론은 동서독 특수관계와 달리 북한의 국가성을 원칙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그러
나 최소한 동서독 특수관계에서와 같이 북한의 국가성을 국내법적으로 존중하는 방향으
로 해석론을 전개할 수 없는지 살펴보았고, 영토조항을 미래지향적으로 해석한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북한주민의 지위는 지금의 분단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 남북교류의 활성화, 그리고 통일국가에 이르기까지
시간적으로 점점 개선될 수 있는 논의이다. 그런 선형적인 구도에서 그 출발점은 북한주
민과 북한의 공법관계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주민에게 법적 주체로서
사람의 지위를 승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그 마지막 종착점은 남북한 주민이 통일
한국의 주권자로서 함께 통합되는 것이고 이것이 헌법상 영토조항이 추구하는 당위이다.
결론적으로 북한주민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그 공법적 지위를 논할 때 우리는 북한의
국가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냉전과 대결의 시대에서 평화적 남북교류의 시대로 넘어
가기 위해 남북한 특수관계론은 이 점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반영해야 한다. 특히, 법은
보편적인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지배의 수단이기도 하다. 지배수단이라는 관
점에서 우리 법의 효력, 즉 통치력은 북한에 미치지 못한다. 남북교류협력이 활성화하고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주민을 통제할 수 있는 북한의 통치력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
가 국내법적으로는 그리고 남과 북이 서로 합의를 하여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로서 서로
의 국가성을 부정하고 있지만, 북한주민을 실제로 파악하고 그들이 신분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주체는 북한이라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북한지역에서 북한주민에 대
하여 법적인 구제나 집행을 할 수 있는 주체도 북한이다. 예를 들어, 북한과 협력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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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최소한 어떤 사람이 남북교류협력의 상대방인 북한주민인지 확인할 수 있다. 또 북한
출신 재외동포가 실제로 우리 재외동포인지 확인하려고 해도, 북한에 있는 호적자료의
확인이 필요하다.255) 그런 의미에서 한민족공동체는 남과 북이 협력해야 상상이 아닌 법
적으로 구체화된 현실의 실체가 될 수 있다. 법적으로 남북교류와 협력에 필요한 기능을
북한이 상호주의원칙에 따라서 담당해 줄 수 있다면, 우리의 통치력은 그리고 우리의 법
치주의는 북한으로 확대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255) “국민이건 민족의 성원이건 그 신분을 확인하는 일은 2,500만의 추상적 국민과 접촉 없이 살아갈 때
생각지도 않았던 도전이었다.” 이철우, 이호택(각주 61),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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