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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사형제도의 문제점과 사형폐지론

  사형은 수형자의 생명을 빼앗는 형벌을 말한다.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데 그 본질

이 있으므로 생명형이라고도 하며, 형벌 중 가장 무거우므로 극형이라고도 한다. 이러

한 사형은 고조선의 팔조금법이나 함무라비 법전에도 명시되었을 만큼 형벌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다.1) 그러나 사형은 자유형이나 벌금형 등의 다른 형벌과 달리 범죄

자의 법익 중 일부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존 근원인 생명 자체를 옹글게(완벽

하게) 빼앗아 종국적으로 모든 법익을 박탈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

킨다. 그리고 설사 그러한 문제가 감수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형제도는 국가 형벌권

의 최후수단이라는 점에서 그 사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남는다. 또한, 사형

제도는 역사적으로 본래 형벌목적을 벗어나 남용되는 때도 잦았다. 한국은 사형수 출신 

대통령(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있었던 유일한 나라이다. 즉 사법부가 한국에서 더는 

같이 살 수 없는 사람으로 판단한 사람이 한국을 다스리는 최고지도자가 되었다. 이것

은 사형제도가 정치적으로 악용되었던 가장 명확한 사례이다.2) 사형 문제를 뼈저리게 

느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인권대통령’을 자부하면서 임기 중 단 한 번의 사형 집행

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1999년에는 사형폐지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3) 또한, 헌법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법학박사.

논문투고일 : 2018. 1. 22., 심사개시일 : 2018. 1. 31., 게재확정일 : 2018. 2. 12.

 1) 한국 사형제도의 역사적 고찰에 관해서는 김인선,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역사적 고찰과 그 위헌성 

여부”, ｢비교법학｣ 제2집, 2002, 3-12면 참조.

 2) 정치 때문에 사형이 폐지되지 않는다는 견해로는 배종대, 형사정책(제11판), 홍문사, 2017, 446면.

 3) 1999년 12월 7일 유재건 의원 외 90명이 발의한 사형폐지특별법안(의안번호 2463). 이후 2001년 

10월 30일 정대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형폐지에관한특별법안(의안번호 1085), 2004년 1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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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는 무분별한 사형 확대에 제동을 하는 판결을 내렸다.4) 그러나 이제 그 대통령

이 직에서 물러나고 나서 네 번째 대통령이 취임하였지만, 아직도 한국 형법에는 사형

제도가 남아있다.5) 그리고 세계적으로 사형제도가 폐지되거나 축소되는 과정에서도 한

국은 일부 죄목에 대해서 사형을 삭제한 1995년 형법개정시안이 형법을 개정할 때 반

영되지 못하고 오히려 형사특별법의 지속적인 제정으로 사형대상 범죄가 더 확대되었

다.6) 또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사형제도가 합헌이라는 견해를 변함없이 고수한다. 

다만, 한국은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서 2007년 12월 30일 사실상 

사형폐지국이 되었다.

1997년 1월 16일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 ‘빌 코스비’의 외아들이 로스앤젤레스 부근 

도로변에서 총격을 받고 숨졌다. 이 사건 범인이 잡히고 나서, 빌 코스비는 지난 15년 

동안 사형제도 철폐를 강력히 주장해온 전미 범죄 및 비행위원회에서 정력적인 활동을 

해왔으므로 과연 그가 자기 자식을 살해한 흉악범에게도 사형을 반대할 것인지에 관해

서 관심이 쏠렸다.7) 이때 빌 코스비는 아들을 죽인 범인에게 사형을 구형하지 말라고 

검사에게 요청하였다고 한다.8) 하지만 그가 자식을 살해한 범인에게 사형을 내려달라

고 요구한다고 하여 그가 그동안 위선적인 행동을 해왔다고 볼 수 있을까? 자식을 잃은 

슬픔은 평생 잊히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큰 것이라서 이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이성적

인 판단을 요구하는 자체가 무리가 아닐까? 그가 흉악범에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호소

한다고 하여도 그의 이성과 감성 싸움에서 감성이 승리하였다는 것 이외에 아무런 의

유인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형폐지에관한특별법안(의안번호 1129), 2008년 9월 12일 박선영 의원

이 대표발의한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928), 2009년 10월 8일 김부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6259), 2010년 11월 22일 주성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형폐

지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9976), 2015년 7월 6일 유인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15958)이 있었다. 그러나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4) 헌재 2002. 11. 28. 2002헌가5, 판례집 14-2, 600.

 5) 형법전은 내란죄(제87조 제1호와 제2호), 내란목적살인죄(제88조), 외환유치죄(제92조), 여적죄(제

93조), 모병이적죄(제94조), 시설제공이적죄(제95조), 시설파괴이적죄(제96조), 간첩죄(제98조), 폭

발물사용죄(제119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제164조 제2항), 살인죄(제250조), 위계 등에 의한 촉

탁살인죄(제253조), 강간등살인죄(제301조의2), 인질살해죄(제324조의4), 강도살인죄(제338조), 해

상강도살인･치사･강간죄(제340조 제3항)에 관해서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한다. 이중 여적죄는 법

정형으로 사형만을 규정한다. 

 6) 300종이 넘는 특별형법 중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면, 국가보안법 사형규정 23개, 폭력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 1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13개 그리고 군형법 96개 항목이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

하고, 이 가운데 절대적 사형을 규정한 것만도 15개 항목에 달한다. 형법과 이러한 특별형법을 합

치면 전체 사형규정 149개, 그중에 절대적 사형만도 16개에 달한다[이상 배종대, 형법총론(제13판), 

홍문사, 2017, 570-571면].

 7) 동아일보 제23483호, 1997. 3. 18., 13면.

 8) 이상헌, 우리는 조금 불편해져야 한다, 생각의힘, 2015, 269-2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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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 없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나타난 언론의 태도와 사람들의 관심에서 알 수 있듯

이 그동안 사형제도 폐지 문제에 관해서 이성적 접근보다는 감성적 접근이 우세하였다. 

특히 사형제도 존치론의 가장 강력한 근거로서 주장되는 법감정은 이러한 면을 바로 

보여준다. 한국에서도 끔찍한 범죄가 발생하면 여지없이 그런 짐승만도 못한 인간은 사

형에 처하여야 한다는 감정적인 말을 자주 듣게 된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가중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으로 화답하곤 하였다. 하지만 모든 법학적 문제가 그렇듯 

문제에 대한 접근은 이성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사람이 흥분하여 어떠한 것을 

주장할 때 그러한 흥분을 가라앉히고 설득하면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법학의 

임무이다. 따라서 법학은 사형제도 폐지 문제도 이성적인 접근을 통해서 합리적인 결론

을 도출하여야 한다. 여기서는 사형이라는 형벌을 헌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사형제도의 개선방안과 대안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다만, 종교적인 측면의 

검토는 논의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종교적 논거는 그 종교를 믿는 사람에게는 무엇보

다 강하고 확실한 논거로 작용할 수 있지만, 그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의미한 

논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를 중심으로 헌법 개정 움직임이 활발하다. 여기

서 생명권 신설 여부가 주요 의제 중 하나이다.9) 이때 생명권 조항에 사형 금지를 함께 

규정하는 것이 논의된다.10) 이러한 논의에 본 논문이 조금이라도 이바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Ⅱ. 사형제도의 정당화 가능성

1. 사형과 국가의 생명박탈권

사형은 국민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이다. 따라서 생명박탈권이 국가권력에 포함되

지 않는다면, 국가가 어떠한 내용과 절차로 사형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포장한다고 하여

도 사형을 규정한 자체가 국가권력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당연히 위헌이 된다. 따라서 

먼저 국가의 목적에 비추어 국가 형벌권 한계를 살펴봄으로써 국가 형벌권에 생명박탈

권이 포함되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다음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므로(헌법 

제1조 제2항) 국가권력은 예외 없이 국민에게서 정당성을 부여받아야 한다. 따라서 사

형제도가 사회계약을 근거로 정당화하여 국가가 사형제도를 둘 수 있는지와 국민 법감

 9) 헌법개정 주요 의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2017, 38-39면.

10)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보고서 – 전문･총강･기본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제1소위원

회 기본권･총강 분과, 2017. 10. 20., 19-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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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국가의 생명박탈권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권력

은 헌법을 통해서 부여되므로 한국 헌법이 사형제도를 인정하여 국가의 생명박탈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2. 국가의 목적과 국가형벌권의 한계

다른 사람을 살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가가, 법의 이름으로 사람을 사형시키는 것

은 명분만 바뀐 살인이 아닌지 의문이 있다. 그러나 다른 형벌, 예를 들어 자유형이나 

명예형, 재산형도 모두 국가가 하지 말 것을 명령한다. 따라서 국가가 어떠한 것을 금

지한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그러한 것을 하지 못한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정당성이 

인정될 때만 국가는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다. 특히 국가가 국민에게 절대적으로 금지하

는 것을 할 때는 매우 엄격한 정당성이 요구된다.

국가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합목적적으로 조직되는 이성의 산물이다. 

특히 현대 헌법학에서 국가는 선재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자기목적적 존재가 아니라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즉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한다(헌법 제10조 

제2문). 국민의 기본권 보호만이 국가의 유일한 목적이다. 국가는 이러한 존재의의를 

달성하려고 개인의 무장을 해제하고 사적 재판을 금지하여 분쟁수단으로 물리력 사용

과 같은 위협 행위를 일절 금지하고 개인에게 평화의무를 부과한다. 대신 국가는 국가

에 대한 개인의 복종을 전제로 권력을 독점하면서 질서를 유지한다. 이러한 국가권력에 

형벌권이 포함된다(헌법 제12조 제1문). 따라서 형벌권은 국가가 독점하고 국가 이외의 

어떤 개인이나 단체도 행사할 수 없다. 이러한 형벌권도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여 개인

과 집단의 법익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형벌 내용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고, 여기에 형벌권의 한계가 있다.11) 헌법이 형벌권을 문화인의 

기준한도 안에서 행사하여야 하도록 명령하고, 참혹하고 이상한 형벌을 금지하여 비문

화적이고 비인간적인 형벌을 배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12)

인간은 사회 속에서만 인간답게 살 수 있어서 자연상태에서 벗어나 인간답게 살려고 

국가를 창설하였다. 따라서 국가가 개인 생명을 박탈하여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

은 국가를 창설한 본질에 어긋난다. 즉 보호대상을 제거하는 보호수단은 그 수단의 목

적을 절대 달성할 수 없어서 그 자체로 정당성이 없다. 특히 개인 생명은 개인이 인간

11) 심재우, “형벌의 본질”, 한국형사법학회 편, 형사법강좌 Ⅱ - 형법총론(하), 박영사, 1984, 802-803면.

12) Furman v. Georgia 408 U.S. 238 (172) 브레넌(Brennan) 대법관의 찬성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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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든 법익을 누리기 위한 전제라는 점에서, 국가가 개인의 이러한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개인의 법익을 보호하여야 할 국가가 오히려 개인 법익을 모두 박탈하는 것이라

서 국가 형벌권의 목적에도 어긋난다. 비록 박탈되는 생명이 전체의 극히 일부라고 하

더라도 국가는 최소한 구성원의 존엄성에 관해서는 가치평가를 할 수 없고 구성원 전

체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며 전체 이익을 조화시킬 의무가 있다. 따라서 국가는 개인 생

명을 박탈할 수 없다. 그리고 인간 존재는 국가공동체의 존립기반이므로 국가가 이러한 

개인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자기 존립기반을 부정하는 것이다. 특히 국가 이전 단계부

터 국가를 창설하여 권력을 부여한 국민이 자기 생명 처분권을 국가에 위임하였다는 

것은 국민주권원리(헌법 제1조 제2항)에 어긋난다. 또한,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

할 의무가 있고 국민의 존엄성에는 어떠한 차별도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국가는 자기 

국민을 최후의 1인까지도 포기할 수 없다(헌법 제10조). 그러므로 국가 형벌권에는 생

명박탈권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3. 사회계약을 통한 사형제도 정당화 가능성

루소는 사회계약론을 근거로 사형제도를 정당화한다. 그는 우리가 살인자에게 사형 

선고를 하는 데 동의하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살인자에게 희생당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한다. 이러한 사회계약을 체결할 때, 우리는 자기 생명을 처분하는 것으로 생각하기는

커녕 자기 생명의 안전을 보증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한다. 그래서 계약당사자들은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이 사형을 당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사회적 권리

를 침해하는 모든 악인은 그 죄악 때문에 조국에 대한 반역자와 배신자가 된다고 한다. 

그는 조국의 법률을 어김으로써 그 구성원 자격을 상실하고 심지어 조국에 대해서 전

쟁을 일으키기까지 한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국가 존속은 그 자신의 존속과 양립할 수 

없어서 한쪽이 멸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죄인을 사형에 처할 때 우리는 그를 시

민으로서가 아니라 적으로 처벌하는 것이고, 그 심리와 판결은 그가 사회계약을 파기하

였으므로 이미 국가 구성원이 아니라는 증명이며 선언이라고 한다.13)

반면 베카리아는 사회계약론을 근거로 사형제도를 부정한다. 그는 법률은 각 개인의 

사적 자유 가운데 최소한의 부분을 모은 총체 이외의 어떠한 것도 아니라고 한다. 그리

고 법률은 개개인의 특수의사 총체인 일반의사를 표시한다고 한다. 그런데 자기 생명을 

빼앗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고 싶은 사람은 없다고 한다. 그리고 각자가 누리

는 자유에 대한 최소한의 희생에 무엇보다 큰 재산인 생명의 희생이 포함되지 않는다

13) 이상 쟝 자끄 루소, 이태일 옮김, 사회계약론(외), 범우사, 1991, 44-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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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다. 사람이 자신을 죽일 권리가 없는 이상, 그 권리를 다른 사람이나 일반사회에 

양도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한다.14)

사람은 공동체적 동물15)이라고 한다. 이는 사람이 오직 다른 사람들과 결합한 사회 

속에서만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즉 사람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

를 맺으며 생활을 한다. 인간은 무인도에 사는 로빈슨 크루소처럼 특수한 상황에 부닥

치지 않는 이상 공동생활을 한다. 인간이 공동생활을 영위할 때, 충돌하는 이해관계 조

정이라는 문제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해관계를 함께 하는 공통과제 해결이라는 문제

와 만난다.16)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간들은 서로 합의를 하며 이를 사회계약이

라고 한다. 이때 계약 대상은 인간이 처분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개인에게는 자기 생명을 처분할 권리가 없다. 즉 인간은 자신을 죽일 권리가 없다. 설사 

일반적 행동 자유의 내용으로 자살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하여도 그 권리 양도는 금지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 생명권을 처분하도록 위임하거나 동의하여도 다른 사

람은 살인죄로 처벌받는다(형법 제252조). 따라서 개인은 사회계약을 통하여 국가에도 

생명을 박탈할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그리고 법률 위반을 이유로 국민 지위를 박탈할 

수 없으므로 사형수를 국민이 아닌 적으로 볼 수 없다. 또한, 국민이 아닌 적이라는 이

유는 국민과 무국적자를 포함한 외국인을 정당하게 차별하는 근거로 인정되기 어렵다. 

따라서 사회계약을 근거로 사형제도를 정당화할 수 없다.

4. 법감정을 통한 사형제도 정당화 가능성

사형제도의 근거로서 법감정, 국민 일반의 가치관, 도덕감정 등을 주로 든다. 헌법재

판소도 “사형은 인간의 죽음에 대한 공포본능을 이용한 가장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그 위하력이 강한 만큼 이를 통한 일반적 범죄예방효과도 더 클 것이라고 추정되고 또 

그렇게 기대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나 소박한 국민일반의 법감정에 비추어 볼 때 결코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라고 하면서 “우리는 형벌로서의 사형이 우리의 문화수준이나 

사회현실에 미루어 보아 지금 곧 이를 완전히 무효화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14) 이상 체사레 벡카리아, 한인섭 신역, 체사레 벡카리아의 범죄와 형벌, 박영사, 2006, 111-112면.

15) 아리스토텔레스의 ‘폴리스적 동물(zoon politikon)’을 번역한 말인데, ‘본질적으로 국가에서 살도록 

되어 있는 동물’, ‘정치적 동물’, ‘사회적 동물(animal sociale)’ 등으로도 번역한다. 아리스토텔레스, 

라종일 옮김, 정치학(올재 셀렉션즈 07), 올재클래식스, 2015, 20면; 이진우, “사회-자유의 토대인가 

아니면 구속의 그물인가”, 우리말 철학사전 1, 지식산업사, 2001, 64면 참조.

16) 김선택, “헌법이란 무엇인가”, ｢고시계｣ 제44권 제9호(통권 제511호), 1999. 9., 79면; 이진우, 앞의 

논문(각주 15), 6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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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우리의 현행 헌법질서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바이지만”하고 “우리는 

위헌･합헌의 논의를 떠나 사형을 형벌로서 계속 존치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바

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찬반의 논의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고, 한 나라의 문화가 

고도로 발전하고 인지가 발달하여 평화롭고 안정된 사회가 실현되는 등 시대상황이 바

뀌어 생명을 빼앗는 사형이 가진 위하에 의한 범죄예방의 필요성이 거의 없게 된다거

나 국민의 법감정이 그렇다고 인식하는 시기에 이르게 되면 사형은 곧바로 폐지되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벌로서 사형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당연히 헌법에도 위반되

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라고 하여 법감정을 사형제도의 중요한 합헌근거로 

제시한다.17) 그리고 대법원도 사형제도는 언제나 국가의 형사정책과 인도상 문제로서 

심각하게 고려되고 비판될 문제이기는 하나 이것은 국가의 발전과 도덕적 감정 변천에 

따라 그 제도의 입법적 존폐가 문제 될 것이라고 하여 역시 법감정을 사형제도 존치 근

거로 삼는다.18)

먼저 법감정, 국민 일반의 가치관, 도덕감정 등은 통상 국민 여론으로 볼 수 있다. 하

지만 진정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개념의 불명확성은 사형제

도 폐지에 관한 논의를 불분명하게 한다. 따라서 그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해명이 필

요하다. 그리고 이것은 법이념과 갈등을 빚으면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 즉 국민 합

의의 산물인 현행 헌법질서의 기본이념과 충돌하는 국민 일반의 법감정은 법해석 기준

이 될 수 없다. 또한, 한국 국민은 사리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이성적 인간이다. 그리고 형법이라는 것은 지고의 선이 아니라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동해보복의 형벌인 사형은 한국 국민감정에 잘 어

울린다는 생각은 한국 국민을 지나치게 무시하는 것이다.19) 특히 아직 한국 국민의 법

감정이 성숙하지 못해서 사형제도 폐지가 시기상조라는 것은 한국 국민의 미성숙을 지

적하여 무시하는 것이고 법이 지니는 국민계몽적 성격을 무시한다. 게다가 법감정 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사형에 관한 국민 여론은 이성적인 법적 판단에 근거하기보다는 

감정적･즉흥적 판단에서 비롯되는 때가 대부분이다.20) 따라서 여론 자체를 국민 법감

17) 헌재 1996. 11. 28. 95헌바1, 판례집 8-2, 537, 547-548.

18) 대법원 1963. 2. 28. 선고 62도241 판결; 대법원 1967. 9. 19. 선고 67도988 판결;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3248 판결(집31-1, 314; 공1983, 695);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도2906 판결(공1991, 

1125).

19) 허일태, “한국에서 사형제도의 존치에 대한 정당성 문제”, 법철학의 기본문제, 세종출판사, 1998, 

372면.

20) 김인선･한용순, “우리 나라 사형집행 현황과 사형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사형대체형을 중심으



116  法學論叢 (第38卷 第1號)

정으로 바로 간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특히 여론을 조사할 때 사형 이외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추가하여 선택 범위를 넓히면 대부분 종신형을 선택한다고 한다.21) 덧

붙여 검사가 사형 구형을 꺼리고 판사가 사형을 선고하는 것을 고민하며 법무부 장관

이 사형 집행 허가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교도소 직원이 사형 집행에 나서기를 주저한

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의 일반적 감정이 사형을 정당하다고, 아니면 적어도 사형이 떳

떳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방증한다. 과거에 사형을 집행하던 망나니가 사회

적으로 천대받던 사실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런데도 일반인이 오히려 사형을 찬성하

는 것은 그것이 자신과 관련이 없는 일로 여겨서 깊은 성찰 없이 대답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사형을 당한다면 그리고 자신이 사형을 구형하고 선고하고 집행하여야 한다면 

선뜻 사형제도가 지속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지 의심스럽다. 

더군다나 한국 국민이 태어나서 자라는 동안 줄곧 사형제도가 있었고, 그에 대한 비판

의 소리를 거의 듣지 못하여 이에 관한 깊고 진지한 고민 없이 자라왔다. 따라서 사형

제도는 익숙한 것으로 다가와 그 폐해나 위험성 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한국 국

민이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국민 모두에게 사형제도의 합

헌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옹글게(완벽하게) 제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긍정적 

견해가 국민 사이에서 형성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에 있는 일반인의 생각이 과

연 사형제도에 관한 진정한 법감정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게다가 생명은 평범 

이상의 신비스러운 외경의 존재이므로 평범한 시민 감각을 국민 일반의 법감정으로 승

화하거나 정당화할 수도 없다.22) 따라서 확인되지 않거나 확인할 수 없는 국민의 법감

정은 사형제도를 정당화할 근거가 될 수 없다.

5. 헌법의 사형제도 허용 여부

헌법 제12조 제1항 제2문은 형벌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법률로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여 어떠한 종류의 형벌을 정할 것인지를 입법자에게 위

임한 것처럼 보인다. 즉 헌법은 입법자에게 사형을 형벌의 하나로 선택할 권한을 부여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헌법 제12조 제1항 제2문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죄

형법정원칙)만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적법절차에 따라서 형벌이 부과되어야 함도 규정

한다. 여기서 적법절차원칙은 절차적 적법성과 실체적 적법성을 모두 아우른다.23) 따

로”, ｢교정｣ 제304호, 2001, 33면.

21)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사형없는 세상을 위하여, 1995, 5면; 허일태, “사형의 대체형벌로서 절대적 

종신형의 검토”, ｢형사정책｣ 제12권 제2호, 2000, 225면.

22) 같은 견해: 헌재 1996. 11. 28. 95헌바1, 판례집 8-2, 537, 561-562 재판관 조승형의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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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법률이 정한 형벌도 적법절차에 합치하려면 그 형벌 내용이 정당하고 합리적이어

야 한다. 즉 입법자가 사형을 형벌의 하나로 규정하려면 헌법이 사형제도를 정당화하여

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헌법 제12조 제1항은 사형제도의 합헌성을 심사하는 기준은 될 

수 있지만, 사형제도의 (간접적인) 근거로 볼 수는 없다.24)

헌법 제110조 제4항 단서는 사형을 선고하면 비상계엄 아래 단심 군사재판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일정한 조건에서 사형제도가 허용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헌

법재판소도 이 규정에 적극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면서 사형제도를 간접적으로 인정한다

고 하여 사형제도의 합헌성을 뒷받침하는 논거로 든다.25) 그러나 소수의견은 헌법 제

110조 제4항 단서가 비상계엄 아래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하는 것을 인정하므로, 

비상계엄 아래 군사재판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헌법 스스로 허

용하여서 사형제도는 헌법 제110조 제4항 본문에 해당할 때 적용하면 헌법에 위반된다

고 할 수 없지만, 그에 해당하지 않을 때 적용하면 생명권을 침해할 정당할 사유 없이 

생명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한

다.26) 이에 대해서 헌법 제110조 제4항 단서는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 범위가 아

니라 사형이 선고되는 절차에 관해서 규정할 뿐이어서 사형이 선고될 범죄를 한정하려

는 의도는 없다고 보이므로 헌법 제110조 제4항 본문에 열거된 것 이외의 범죄에 대해

서 사형이 선고될 수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27)

헌법 제110조 제4항 단서만으로 한국 헌법이 사형을 ‘일반적으로’ 인정한다고 볼 수

는 없다고 생각한다. ① 본 조항은 형식상 제110조 제1항 내용을 제한하는 단서 조항이

고, 입법사적으로도 기존의 제110조 제1항을 제한하려는 목적으로 현행 헌법에 추가된 

점에 비추어 그 입법목적은 단심 군사재판의 범위를 제한하려는 데 있다고 보아야 한

다. 따라서 본 조항이 적극적으로 사형제도를 인정한다고 보기는 어렵다.28) ② 본 조항

23) 헌법재판소 1992. 12. 24. 92헌가8, 판례집 4, 853, 885.

24) 같은 견해: 김선택, “사형제도의 헌법적 문제점”, ｢고려법학｣ 제44호, 2005, 147면.

25) 헌재 1996. 11. 28. 95헌바1, 판례집 8-2, 537, 544-545; 헌재 2010. 2. 25. 2008헌가23, 판례집 22-1상, 

36, 56. 이를 따르는 견해로는 권영성, 헌법학원론(개정판), 법문사, 2010, 412면; 김경제, “사형형벌 

합헌결정을 통하여 본 헌법재판의 논증방법”, ｢공법학연구｣ 제11권 제2호, 2010, 72-74면; 김상겸, 

“생명권과 사형제도”, ｢헌법학연구｣ 제10권 제2호, 2004, 245-246면; 양  건, 헌법강의(제6판), 법문

사, 2016, 368-369면; 장영수, “사형제 합헌판결의 함의… 사형제폐지는 입법자의 과제인가 헌법재

판소의 과제인가?”, ｢고시계｣ 제55권 제4호(통권 제638호), 2010, 66면.

26) 헌재 2010. 2. 25. 2008헌가23, 판례집 22-1상, 36, 76-78 재판관 조대현의 일부위헌의견.

27) 정주백, “사형제의 위헌 여부에 대한 본질침해금지원칙의 적용”, ｢헌법재판연구｣ 제3권 제1호, 

2016, 230-232면.



118  法學論叢 (第38卷 第1號)

은 이미 사형이 있던 현행 헌법에 처음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이 규정은 사형을 선고할 

때 신중한 고려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사형제도에 관한 부정적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 조항을 삽입한 입법취지는 사형을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형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권을 인정하

는 헌법 제10조 제1문과 제37조 제2항 그리고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항 2문에 비추어 헌법 제110조 제4항 단서는 위헌적 헌법규범일 가능성이 

있고,29) 위헌적 헌법규범이라는 개념을 부정하더라도 헌법의 통일성에 비추어 최소한 

다른 헌법조항과 맺는 관계 속에서 제한적인 엄격한 해석을 요구한다. ④ 헌법 제110조 

제4항 단서가 ‘비상계엄 아래 군사재판’에 그것도 제한적인 범죄에 국한한다는 점에서 

본 조항은 국가비상사태에서 극히 예외적인 범죄에만 사형이 인정될 수 있음을 규정한

다. 따라서 본 조항만으로 헌법이 사형제도를 일반적으로 허용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

다.30) ⑤ 본 조항은 사형제도를 두어야 할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는다. 다만, 예외적일 

때 사형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허용할 뿐이다. 따라서 사형을 형벌의 종류에서 제거하는 

데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31) 즉 법률차원에서 사형제도가 폐지되면 본 조항은 

사문화하므로 동 단서의 실제적 의미는 법률차원에서 사형제도가 계속 존속하는지에 

달려 있다.32) 결국, 이 조항은 소극적으로 제한적인 사형제도 도입 가능성을 허용하는 

데 불과하다. 따라서 본 조항은 ‘비상계엄 아래 군사재판’에서 특정한 범죄를 제외하면 

사형을 헌법이 허용하는 근거로 삼기 어렵다.

28) 같은 견해: 권건보, “생명권의 보장과 본질적 내용의 침해 금지”, ｢부산대 법학연구｣ 제54권 제4호, 

2013, 19면; 김선택, 앞의 논문(각주 24), 149면; 김수갑, “기본권으로서의 생명권”, ｢과학기술과 법｣ 
제1권 제1호, 2010, 24면; 윤영철,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2010. 2. 25, 2008헌가23)의 

문제점과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소고”, ｢중앙법학｣ 제12집 제3호, 2010, 256면; 주호노, “사형제도의 

폐지와 그 대안에 관한 소고”, ｢경희법학｣ 제47권 제4호, 2012, 600면; 헌재 1996. 11. 28. 95헌바1, 

판례집 8-2, 537, 553-555 재판관 김진우의 반대의견; 헌재 2010. 2. 25. 2008헌가23, 판례집 22-1상, 

36, 79-80 재판관 김희옥의 위헌의견; 헌재 2010. 2. 25. 2008헌가23, 판례집 22-1상, 36, 92-93 재판

관 목영준의 위헌의견 .

29) 위헌적 헌법규범에 관해서는 김선택, “형식적 헌법의 실질적 위헌성에 대한 헌법재판”, ｢고려대 법

학논집｣ 제32집, 1996, 329-356면 참조.

30) 같은 견해: 김선택, 앞의 논문(각주 24), 150면; 조  국, 절제의 형법학(제2판), 박영사, 2015, 26-27

면; 허일태, 앞의 논문(각주 19), 370-371, 375-376면.

31) 같은 견해: 양  건, 앞의 책(각주 25), 369면; 장영수, 앞의 논문(각주 25), 67면; 같은 사람, 헌법학

(제10판), 홍문사, 2017, 599면; 한지민,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소고”, ｢서강법률논총｣ 제2권 제1호

(통권 제3호), 2013, 209면.

32) 헌재 1996. 11. 28. 95헌바1, 판례집 8-2, 537, 553 재판관 김진우의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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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형제도의 인간의 존엄성 침해 여부

1. 인간의 존엄성과 사형제도

인간의 존엄성은 헌법이 보장하는 최고 가치로서 모든 기본권의 이념적 기초를 형성

한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행위는 이루어지고 국가의 모든 제

도는 형성되어야 한다. 사형제도는 인간을 수단으로 삼음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

한다는 의심이 있다. 따라서 인간 존엄성의 의의를 살펴보고 나서, 사형제도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2. 인간 존엄성의 의의

가. 인간 존엄성의 개념

헌법 제10조 제1문 전단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라고 

규정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한다. ‘존엄’만으로 충분한 본 규정에 ‘가치’를 명시한 

것은, ‘가치’라는 말 자체에서는 아무런 적극적 표지를 발견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존

엄’이 존재 개념이 아니라 가치개념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헌법질서의 핵심규정에 명시

함으로써 헌법의 가치질서적 성격을 뚜렷하게 하려는 것이다.33) 인간의 존엄성이란 

모든 개개의 인간이 ‘단지 인간이라는 (종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인간으로 구성된 

법공동체 안에서 인정받는 주체로서 가지는 기본적 지위, 즉 인격주체성을 말한다.

나. 인간의 존엄성의 법적 성격

인간의 존엄성 규정은 한편으로 객관적 (헌법)원리로서 성격34)이 있고, 다른 한편으

로 주관적 권리로서 성격이 있다. 객관적 헌법원리의 성격을 인정하는 데는 다른 의견

이 없다. 그러나 주관적 권리의 성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견해가 대립한다. 

(객관적) 헌법원리만을 규정한 것이라는 견해는 인간의 존엄성 규정은 구체적인 주관

33) 김선택, “헌법 제9조 제1문 전단 인간으로서의 존엄의 의미와 법적 성격”,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

문, 1983, 26-27면.

34) 구체적으로 ① 헌법의 최고구성원리로서 국가활동의 이념이나 목표를 지시하는 최고의 헌법원리

이고 국가가 인간을 위해서 있다는 원칙을 확인하는 법의 해석기준이면서 법의 보충근거이며, ② 

헌법의 한계원리로서 국가작용 한계로 작용하고 헌법 개정과 기본권 제한의 한계이고, ③ 원칙규

범의 성격이 있으며, ④ (행복추구권과 함께) 헌법 제37조 제1항의 열거되지 아니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인정표지이다[김선택, 앞의 논문(각주 24), 151면; 방승주, “헌법 제10조”, 한국헌법학회, 헌

법주석[Ⅰ], 박영사, 2013, 289-290면].



120  法學論叢 (第38卷 第1號)

적 공권을 보장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기본권의 이념적 출발점이나 모든 기본권의 

가치적 전제가 되는 객관적 헌법원리를 규범화한 것이라고 하여 존엄성 규정의 독자적 

기본권성을 부정한다.35) (주관적) 기본권도 보장한 것이라는 견해는 주기본권설(포괄

적 권리설)과 개별기본권설로 나뉜다. 주기본권설은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가 불가

분의 긴 한 관계에 있으므로 인간의 존엄성 규정과 행복추구권 규정을 통합하여 통일

적인 기본권으로 보는 견해이다.36) 이 견해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이라는 

기본권을 인정하고 이것을 이른바 주기본권이라고 부르면서 다른 모든 기본권을 포괄

하는 권리라고 한다. 개별기본권설은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각각을 독자적인 보

호영역이 있는 개별 기본권으로 파악한다.37)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

35) 권영성, 앞의 책(각주 25), 378면; 안용교, “인간으로서의 존엄･가치와 행복추구권”, ｢월간고시｣ 제
10권 제10호(통권 제117호), 1983. 10., 32면; 장석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단
국대 법학논총｣ 제12집, 1982, 38-39면; 정종섭, 헌법학원론(제11판), 박영사, 2016, 410면; 허  영, 

한국헌법론(전정13판), 박영사, 2017, 344면. 간접적(제2차적)으로는 대국가적 방어권 근거규정의 

성격도 있다는 견해도 있다[권영성, 앞의 책(각주 25), 379-380면].

36) 김철수, 학설･판례 헌법학(상), 박영사, 2008, 507면. 이에 대해서는 제10조를 한편으로는 주기본권

으로, 다른 한편으로 협의의 기본권으로 이해하는 것은 기본권체계에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는 비판이 있다[성낙인, 헌법학(제17판), 법문사, 2017, 1041면]. 인격적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하는 포괄적 권리라고 하는 견해도 있다(구병삭, 신헌법원론, 박영사, 1996, 400-401면).

37) 계희열,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고려대 법학논집｣ 제32집, 1996, 321면; 같은 사람, 헌법학

(중)(신정2판), 박영사, 2007, 208면; 김선택, 앞의 논문(각주 33), 80-93면; 같은 사람, ““행복추구권”

과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의 기본권체계적 해석”, ｢안암법학｣ 창간호, 1993, 189-196면; 방

승주, 앞의 논문(각주 34), 288-289면; 이준일, 헌법학강의(제6판), 홍문사, 2015, 392-394면; 장영수, 

앞의 책(각주 31), 562-563면; 정재황, 신헌법입문(제7판), 박영사, 2017, 318면; 한수웅, 헌법학(제7

판), 법문사, 2017, 396-397면; 홍성방, 헌법학(중)(제2판), 박영사, 2015, 17-24면. 인간으로서 가지

는 존엄과 가치가 다른 모든 기본권의 이념적 출발점이며 기본권보장의 목표임과 동시에 그 자체

로서 기본권의 성격도 있고 이때의 기본권은 일반적 인격권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성낙인, 앞

의 책(각주 36), 1037-1038, 1041면].

  그리고 이념은 옳다고 전제하므로 끝없이 추구하여야 할 무엇이고, 이러한 속성 때문에 이념은 

현실이 되는 순간 이념성을 잃게 되므로 현실은 이념일 수 없고, 이념인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과 

가치를 동시에 현실태인 기본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논리적 모순이라고 할 수는 없더라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개별 기본권과 같다고 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홍성방,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

치: 인간의 존엄에 대한 헌법적 고찰”, ｢가톨릭사회과학연구｣ 제11집, 1999, 75-76면; 같은 사람, 앞

의 책(각주 37), 17-18면]. 하지만 이 견해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구체적 기본권으로 보호할 수 

없는 인간의 존엄 침해에 대해서 인간의 존엄을 보호하는 ‘포괄적 구성요건’을 그 내용으로 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 견해는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과 가치의 이념성과 구체적 기본권성을 하나로 보

려는 과정에서 나온 견해이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념인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과 가

치가 주관적 권리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념의 기능을 하는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과 가치가 있고 

주관적 권리인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과 가치도 있으며, 이들을 모두 헌법 제10조가 포괄하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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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

하고 있는데, 이 때 인간의 존엄성은 최고의 헌법적 가치이자 국가목표규범으로서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하며, 그리하여 국가는 인간존엄성을 실현해야 할 의무와 과제를 안게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은 ‘국가권력의 한계’로서 국가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개인의 방어권일 뿐 아니라, ‘국가권력의 과제’로서 국민이 제3자에 의하여 인

간존엄성을 위협받을 때 국가는 이를 보호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하여 인간의 존엄

성의 주관적 권리성을 인정한다.38)

인간의 존엄성은 개개 인간이 인격체로서 법공동체의 주체임을 인정받는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인간이 인격주체성이 있다면 스스로 인격주체성을 주장할 주관적 권리

도 있어야 하는 것이 논리적인 귀결이다.39)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에 구체적 기본권성

이 인정된다. 인간의 존엄성 규정이 기본권의 성격이 있다고 하여 이 규정을 주기본권

으로서 포괄적 권리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독일 기본법과 달리 한국 헌법은 제10

조 제1문 후단에서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제37조 제1항과 같은 포괄적 권리규정을 두

기 때문이다. 개별적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권으로 보호되는 내용으로서는 첫째, 인간의 

‘인간임’이 보호되어야 한다(인간의 인간성이나 인격성). 따라서 인간으로서 격을 부정

하는, 즉 인간을 동물이나 물건처럼 취급하는 것이나 물적 재화의 가치를 인간의 가치

보다 높이 평가하는 것을 배제해 주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둘째, 인간을 ‘주체’로, 즉 

목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인간의 주체성). 따라서 인간을 국가적(사회적) 행위의 단순

한 객체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을 거부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셋째, 특

정 인간의 ‘자기 자신임’이 보호되어야 한다(인간의 고유성이나 정체성). 따라서 인간은 

독립한 개체로서 고유한 가치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인간은 그가 누구이든 누군가

로 대체할 수 없고, 언제나 ‘누군가’로 특정될 수 있는 존재로 대접받아야 한다. 그에 따

라 인간은 그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40)

38) 헌재 2011. 8. 30. 2008헌마648, 판례집 23-2상, 417, 434.

39) 계희열, 앞의 책(각주 37), 208면; 김선택, 앞의 논문(각주 33), 94면; 같은 사람, 앞의 논문(각주 24), 

152면.

40)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김선택, 앞의 논문(각주 33), 80-101면; 같은 사람, “헌법상 인격권의 보장

체계와 보호법익”, ｢헌법논총｣ 제19집, 2008, 498-499면 참조. 참고로 독일의 형법학자 힐겐도르프

(Eric Hilgendorf)는 인간의 존엄에서 나타나는 주관적 권리의 범주로 ①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화(예를 들어 음식, 공기, 공간)를 개개인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물질적인 최소한의 생존조건에 

관한 권리), ② 최소한의 자유권을 개개인에게서 박탈하는 것(자율적인 자기실현의 권리), ③ 극심

하고 오래 지속하는 (신체적이거나 정신적) 고통을 (작위나 부작위로) 다른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

(고통에서 벗어날 권리), ④ 다른 사람의 초개인적인 사생활 영역을 밝혀내거나 이에 관한 정보를 

제3자가 수집할 수 있게 하는 것(사생활 영역의 보장권), ⑤ 마약이나 혹은 ‘세뇌’와 같은 어쩔 수 

없는 수단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의식을 지속해서 심하게 변경하는 것(정신적이고 심리적인 통



122  法學論叢 (第38卷 第1號)

3. 인간의 존엄성 침해 여부

가. 사형수

사형을 형벌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선고･집행하는 주된 근거는 그 위하력을 통한 일

반예방효과라고 주장된다. 즉 사형은 사형수를 처형함으로써 사형을 법정형으로 규정

한 범죄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위하력을 발휘하여 일반예방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사형은 사형을 당하는 당사자에게는 아무런 의

미가 없고 오로지 다른 사람의 범행 방지라는 일반예방이나 사회방위만을 지향하는 형

벌에 불과하다. 따라서 사형에서 사형수는 자기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국가의 형사정책

적 수단으로 전락한다. 이처럼 사형은 인간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다루므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41) 자유형도 인간을 국가목적의 수단으로 이용하지만, 수형자의 교

화･개선의 목적이 주된 것이고 회복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형과는 다르다. 즉 자유형은 

수형자에게 개과천선할 기회, 즉 자기의 도덕성을 회복할 기회를 남기므로 사형과 같이 

인간을 국가목적에 일방적으로 이용하는 것과는 다르다. 무기형도 수형자의 도덕성 회

복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42) 그리고 사

형을 선고할 때는 사형을 당하는 당사자가 인간으로서 생존 가치가 없다는 것을 전제

한다. 이것은 사형을 당하는 당사자를 더는 인간으로서 대우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즉 사형은 당사자가 인간이 아니라고 판단함으로써 당사자의 존엄을 부정한다.

또한, 사형은 인간이 권리와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바탕인 생명 자체를 박탈하므로 죽

는 순간의 공포와 고통은 물론 사형을 기다리는 동안에 느끼는 공포와 고통도 어느 형

벌보다 가혹하며 인간이 무방비상태의 인간을 강제로 죽인다는 점에서 가장 잔인하다. 

그래서 사형이 형벌 중 가장 중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인도주의적인’ 사형 선고와 

‘인도주의적인’ 사형 집행이라는 말은 형용모순으로 사형의 잔인성과 가혹성을 은폐하

합권), ⑥ 사람에게 법주체로서 가지는 지위를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근본적인 법적 평등에 

관한 권리), ⑦ 어떠한 인간을 위에서 언급한 ①에서 ⑥까지의 침해형태를 초월해서 극단적인 방식

으로 비하하거나 그 자신의 자존심을 침해하는 것(최소한의 자존에 관한 권리)의 7가지를 제시한

다(Eric Hilgendorf, 김영환･홍승희 옮김, “남용된 인간의 존엄-생명윤리논의의 예에서 본 인간의 존

엄이라는 논증점의 문제점”, ｢법철학연구｣ 제3권 제2호, 2000, 273면).

41) 같은 견해: 김선택, 앞의 논문(각주 24), 152-153면; 한지민, 앞의 논문(각주 31), 210면.

42) 같은 견해: 심재우, “인간의 존엄과 사형폐지론”, ｢고려대 법학논집｣ 제34집, 1998, 460-461면. 

재판관 김진우는 소수의견에서 “형벌로서의 사형은 자유형과는 달리 사형선고를 받은 자에게 개

과천선할 수 있는 도덕적 자유조차 남겨주지 아니하는 형벌제도로서 개인을 전적으로 국가 또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단순한 수단 내지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서 사형수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다.”(헌재 1996. 11. 28. 95헌바1, 판례집 8-2, 537, 551)라고 하여 같은 

견해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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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에 불과하다. 즉 사형이 아무리 신중하게 선고･집행되고 그 집행방법이 아무리 고

통을 줄이고 공포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형이 잔인하고 가혹한 형벌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사형제도가 그만큼의 잔인성과 가혹성이 없다

는 자유형보다 중한 형이라는 것 자체가 성립할 수 없을 것이다. 게다가 기존 형벌 중

에서 사형보다 중하지 않은 신체 일부를 상하게 하는 신체형은 잔인하다고 폐지하면서 

신체의 전제가 되는 생명 자체를 빼앗는 사형을 형벌의 하나로 계속 인정하는 것은 모

순으로 보인다.43) 이처럼 사형이 잔인하고 가혹한 형벌이라는 점에서도 사형제도는 인

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44)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가 인간존엄성의 활력적인 기초를 의미하는 생명권 

제한에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헌법적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사

형제도가 범죄자의 생명권 박탈을 내용으로 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일반조항인 헌법 제10조에 어긋나서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고, 사형은 

43) 조효제, “사형은 또다른 사형이다”, ｢월간조선｣ 제110호, 1989. 5., 278-279면.

44) 같은 견해: 김선택, 앞의 논문(각주 24), 153면.

   헌재 2010. 2. 25. 2008헌가23, 판례집 22-1상, 36, 85 재판관 김희옥의 위헌의견: “헌법 제10조는 인

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는 인간은 “모든 국민”이라고 하고 있고, 이는 극악무도한 범죄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필요성 이전에 존재하는 상위의 헌법적 가치질서이다. 또한 인간을 오로지 다른 목적

에 대한 수단으로만 보아서는 아니 된다는 의미에서 형벌제도는 범죄행위와 그에 대한 책임을 전

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범죄인의 악성에 대응하여 그를 오로지 사회방위라는 공적인 이익 추구를 

위한 객체로만 취급하는 관점을 배제한다. 그러므로 비록 타인의 생명과 인권을 유린하고 훼손하

는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가지는 것이며, 그

를 단순히 사회방위에 위협이 되는 장애물로서만 취급할 수는 없다. 그런데 사형제도는 범죄인을 

예외적으로 인간으로 보지 않고, 단지 재범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사회전체의 이익 

또는 다른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수단 또는 복수의 대상으로만 취급하는 것으로서, 그로 하여금 한 

인간으로서 자기의 책임 하에 반성과 개선을 할 최소한의 도덕적 자유조차 남겨주지 아니하는 제

도이므로, 헌법 제10조가 선언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위배된다.”

  헌재 2010. 2. 25. 2008헌가23, 판례집 22-1상, 36, 97 재판관 목영준의 위헌의견: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는 인간을 “모든 국민”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비록 타인의 생명과 인권

을 유린하고 훼손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물론 그러한 

범죄자는 고도의 악성을 가지고 사회 전체의 위협이 되는 존재이며,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사형은 범죄가 이미 종료된 이후에 상당 기간에 

걸쳐 수사 및 재판을 받고 형이 확정되어 수감 중인 인간에 대하여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인간이 선악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범행 당시 

극도의 악성이 발현되었던 범죄인도 위와 같은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인간의 본성을 일부라도 회복

하여 반성과 회개를 할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또한 범죄인은 교도소 수감 중의 제한되고 절제된 

생활 속에서 삶의 안정을 찾아가면서 삶에 대한 애착과 죽음에 대한 공포가 심화되게 된다. 즉, 

사형은 악성이 극대화된 흥분된 상태의 범죄인에 대하여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이성이 일

부라도 회복된 안정된 상태의 범죄인에 대하여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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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의 한 종류로서 다수의 무고한 생명을 박탈하는 살인범죄 등의 극악한 범죄에 예

외적으로 부과되는 한, 그 내용이 생명권 제한에서 헌법적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사형제도는 공익 달성을 위해서 무고한 국민의 생명을 그 수단으로 삼

는 것이 아니라, 형벌의 경고기능을 무시하고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그 

중한 불법 정도와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이는 해당 범죄자가 스

스로 선택한 잔악무도한 범죄행위 결과이고, 이러한 형벌제도를 두고 범죄자를 오로지 

사회방위라는 공익 추구를 위한 객체로만 취급함으로써 범죄자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

한 것으로 보아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다.45)

나. 사형제도 운영관계자

사형은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선고하고, 법무부 장관 명령에 따라서(형사소송법 제

463조), 검사와 검찰청 서기관,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가 참여하여(형

사소송법 제467조 제1항), 교정시설(교도소･구치소와 그 지소) 사형장에서(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교수하여 집행한다(형법 제66조). 다만, 

군형법은 사형은 소속 군 참모총장이나 군사법원 관할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로써 

집행한다고 규정한다(군형법 제3조). 이처럼 사형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이 관

여한다. 이들은 단지 직업적인 이유로 자신들의 자유의지와 관계없이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에 관여한다. 즉 그들은 국가가 사형제도를 운영하는 데 사용하는 수단에 불과하

다. 그리고 사형제도 운영에 관계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하기 싫거나 하여서는 안 될 일

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할 수 있다. 이러할 때 자기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사형제도 운영에 관계하는 사람들도 사형제도 운영 수단으로 이용됨으로써 그

리고 그로 말미암아 자기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옴으로써 자신들의 존엄성을 침해받는

다.46) 그들 자신이 사형제도에 관여할 것을 그 직업을 선택할 때 이미 동의한 것이라는 

45) 헌재 2010. 2. 25. 2008헌가23, 판례집 22-1상, 36, 62.

46) 헌재 2010. 2. 25. 2008헌가23, 판례집 22-1상, 36, 85 재판관 김희옥의 위헌의견: “나아가 사형제도

는 법률에 따라 사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법관, 이를 집행하여야 하는 교도관 등 직무상 사형제도의 

운영에 관여하여야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적·법적 평가가 용인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인간

의 생명을 계획적으로 빼앗는 과정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그들 역시 인간으로서의 양심과 무관하

게 단지 국가목적을 위한 수단으로만 전락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이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과 

가치 또한 침해하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사형제도는 형사법의 영역에서도 지도적 원리로 작용하고 

있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 제도라고 아니할 수 없다.”

  헌재 2010. 2. 25. 2008헌가23, 판례집 22-1상, 36, 97 재판관 목영준의 위헌의견: “나아가 사형의 

집행을 위하여는 법관의 사형판결 이외에도, 법무부장관의 명령이 필요하고, 사형의 집행에는 이

를 직접 집행하여야 하는 실무자는 물론, 검사, 검찰청서기관,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

리자가 참여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463조, 제467조), 사형제도는 직무상 사형제도의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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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형 자체가 매우 드물어서 직업을 선택할 때 사형제도에 

관여할 것을 예상하기 어렵고 사형제도에 관한 관여를 사전에 통지하거나 동의를 받지 

않으며 오히려 국가가 사형제도를 채택하여 이에 반대하는 사람이 그러한 직업을 선택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는 점에서 타당한 주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들이 사형제도에 관여하는 것을 

꺼리고 두려워한다는 것 자체가 그들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결정적 증거로 볼 수 있다. 

또한, 사형제도 운영관계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인간이 본질에서 꺼리는 일이지 개개인의 양심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양심의 자유보다는 인간의 존엄성 침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

러나 헌법재판소는 사형을 선고하는 법관이나 이를 집행하여야 하는 교도관 등은 인간

의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을 선고하거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인간으로서 자책감을 가질 

여지가 있으나, 이는 사형제도가 본래 목적한 바가 아니고 사형의 적용과 집행이라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부수적인 결과일 뿐이고, 사형을 직접 집행하는 교

도관의 자책감 등을 최소화할 사형집행방법 개발 등은 필요하지만, 사형제도는 무고한 

일반 국민의 생명 보호 등 극히 중대한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생명권 제한에

서 헌법적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이러한 공익을 보호하여야 할 공적 

지위에 있는 법관과 교도관 등은 다른 형벌의 적용･집행과 마찬가지로 사형의 적용･집
행을 수인할 의무가 있어서, 법관과 교도관 등이 인간적 자책감을 가질 수 있다는 이유

만으로 사형제도가 법관과 교도관 등을 공익 달성을 위한 도구로 취급하여 그들의 존

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형벌제도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다.47)

Ⅳ. 사형제도의 생명권 침해 여부

1. 생명권과 사형제도

사형제도는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으로 생명권을 제약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문제는 사형제도가 생명권을 제약하는 것이 헌법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지이

다. 따라서 생명권의 의의와 헌법적 근거 그리고 내용을 살피고 나서 사형제도의 생명

권 침해 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사형제도의 생명권 침해 여부에서 목적의 정당

관여하여야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양심과 무관하게 인간의 생명을 계획적으로 박탈하는 

과정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과 가치 또한 침해한다고 할 것이다.”

47) 헌재 2010. 2. 25. 2008헌가23, 판례집 22-1상, 36, 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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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수단의 비례성, 본질내용 침해 여부 그리고 생명보호의무 위반 여부를 따져보려고 

한다.

2. 생명권의 의의와 헌법적 근거 그리고 내용

가. 생명권의 의의

생명권은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는 기본권이다. 생명권이 보호하는 생명은 죽음에 

대칭되는, 아직 생명이 아닌 것과 죽음에 반대되는 인간의 육체적 존재 형태, 즉 인간 

생존(‘살아 있음’) 그 자체를 뜻하는 순수한 자연적 개념이다.48) 생명에 관한 사회과학

적 평가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따라 생명을 

차별할 수 없다. 즉 모든 생명은 동등한 법적 가치가 있다. 따라서 생명을 가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별할 수 없다. 즉 인간의 생명은 조건 없이 언제나 보호된

다. 결국, 생명권을 통한 생명 보호는 어떠한 전제에 좌우되거나 특정 요건 충족을 요

구하지 않는다. 생명 보호의 유일한 요건은 인간임(정확하게는 인간이라는 종에 속함)

뿐이다.

나. 생명권의 헌법적 근거

헌법에는 생명권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다. 하지만 생명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다른 

개별 기본권 보장이 무의미하다. 따라서 생명권이 헌법상 권리(기본권)라는 점에 관해

서는 의문이 없다.49) 다만, 생명권을 헌법이 명문화하지 않아서 그 헌법적 근거가 무엇

인지 문제 된다.

①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인간으로서 생존가치가 도출된다는 견해,50) 

②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하는 헌법 제10조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고, 생명권을 헌

법상 구체적 권리로서 인정하여야 한다면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 언급하는 헌법상 열

거되지 아니한 권리로 볼 수 있다는 견해,51) ③ 생명권의 헌법적 근거는 헌법 제10조의 

48) 같은 견해: 김선택, 앞의 논문(각주 24), 153면.

49) 이것은 판례도 마찬가지다(대법원 1967. 9. 19. 선고 67도988 판결 참조).

50) 김민우, “생명권에 관한 헌법적 논의”, ｢경북대 법학논고｣ 제42집, 2013, 9면; 김수갑, 앞의 논문(각

주 28), 7면; 김인선, 앞의 논문(각주 1), 14면; 김인선･한용순, 앞의 논문(각주 20), 17면; 김종

세, “생명권과 사형제도”, ｢한양법학｣ 제17집, 2005, 242면; 김철수, 앞의 책(각주 36), 517-518

면; 양  건, 앞의 책(각주 25), 365면; 정문식, “기본권으로서의 생명”, ｢전남대 법학논총｣ 제31집 

제2호, 2011, 17면; 정재황, 앞의 책(각주 37), 321면; 한수웅, 앞의 책(각주 37), 401면; 한지민, 

앞의 논문(각주 31), 203면; 홍성방, 앞의 책(각주 37), 25면.

51) 김상겸, 앞의 논문(각주 25), 2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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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존엄성에서 비롯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생명은 인간의 신체의 안전과 자유의 

본원적 기초이므로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 기초가 되는 권리라는 견해,52) ④ 인간의 

존엄성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신체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1항 그리고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까지도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헌법 제37조 제1항 등을 드는 

견해,53) ⑤ 인간존엄성과 연관하여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에서 도출된다는 견해,54) 

⑥ 헌법 제37조 제1항의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이 보장한다는 견해,55) ⑦ 헌법 제37조 

제1항의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 규정을 생명권의 헌법적 근거로 보면서 헌법 제10조의 

존엄권 규정은 이것을 인식하는 내용적 표지로서 제37조 제1항과 더불어 생명권의 헌

법적 근거가 된다는 견해,56) ⑧ 생명권은 명시적 규정이 없어서 일단 열거되지 않은 개

별적 기본권에 해당하여 헌법 제37조 제1항이 직접적 근거이고, 헌법 제10조 제1문 전

단과 후단은 생명권의 내용을 보완하는 간접적 근거가 된다는 견해,57) ⑨ 생명권은 신

체의 자유의 당연한 전제일 뿐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그 가치적인 핵으로 하는 한국 

헌법 기본권 질서의 논리적 기초이므로 생명권은 명문 규정 유무와 관계없이 당연한 

헌법상 권리로 인정된다는 견해58) 등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명문 규정이 없더

라도 인간의 생존본능과 존재목적에 바탕을 둔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로서 헌법

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고 한다.59)

명문 규정 유무와 관계없이 인정된다는 견해는 생명권의 법적 성격과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에 그칠 뿐이지 헌법적 근거를 밝히는 것은 아니다. 생명권은 일단 헌법의 

기본권규정에서 명문으로 규정한 기본권은 아니다. 따라서 생명권은 헌법 제37조 제1

항의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헌법 제37조 제1항은 국

민의 자유와 권리로서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즉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

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할 뿐이지 어떠한 것을 그러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로서 

인식할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적 표지가 빠져 있다. 이러한 표지로서 헌법 제10조의 인

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인간의 존엄성)나 행복추구권을 들 수 있다. 인간의 존엄성은 

52) 성낙인, 앞의 책(각주 36), 1096면.

53) 권건보, 앞의 논문(각주 28), 4면; 권영성, 앞의 책(각주 25), 410면; 정종섭, 앞의 책(각주 35), 480면.

54) 한수웅, 앞의 책(각주 37), 614-615면.

55) 윤명선, “생명권의 법리”, ｢월간고시｣ 제18권 제12호(통권 제215호), 1991. 2., 55면; 이강혁, “사형제

도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이강혁의 견해”, 헌법재판자료집 제7집, 헌법재판소, 1995, 106면; 장영수, 

앞의 책(각주 31), 595면.

56) 계희열, 앞의 책(각주 37), 273면.

57) 이준일, 앞의 책(각주 37), 439면.

58) 허  영, 앞의 책(각주 35), 370면.

59) 헌재 1996. 11. 28. 95헌바1, 판례집 8-2, 537,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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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영역이 정태적이고 범위도 협소하여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의 내용을 포착하는 표

지로서는 너무 제한적이다. 그러므로 행복추구권이 그 표지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

나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의 성격에 따라서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이 함께 내용

적 표지 역할을 할 때도 있을 수 있다. 이처럼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성이나 행복

추구권과 헌법 제37조 제1항이 개별 기본권을 형성하는 관계는 ‘쌍방적 (개별) 기본권

창설관계’이다. 생명권에서 생명은 인격과 접 불가분하게 연결되어서 인간의 존엄성

과 행복추구권 양자 모두를 실질적 근거로 보아야 할 것이다.60) 더하여 헌법 제30조는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서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것은 생명에 대한 피해 

보상을 규정한 것으로 헌법이 생명을 보호대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헌법 제30조는 생명권의 간접적 근거로 삼을 수 있다.61) 결론적으로 생명권은 제10조 

제1문 전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후단 행복추구권, 제37조 제1항의 헌법에 열

거되지 아니한 권리조항을 직접적 근거로 그리고 헌법 제30조를 간접적 근거로 볼 수 

있다.

다. 생명권의 내용(보호영역)

(1) 방어권적 내용

생명권은 살 권리, 즉 육체적 실존을 보호하는 기본권이다. 생명권은 먼저 생명에 대

한 모든 형태의 국가적 침해를 방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국가가 생명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없을 뿐 아니라 생명을 국가목적을 위한 수단

으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그래서 우생학적 단종시술이나 (특히 적극적) 안락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2) 생명의 처분권

생명권은 그 주체가 자기 생명을 자유로이 처분할 권능을 포함하지 않는다. 즉 생명

권이 ‘자신을 살해할 권리’를 뜻할 수는 없다(자기모순). 따라서 생명권에는 소극적 자

유가 인정되지 않는다.62) 이것은 생명권이 특정 행위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

60) 이상 계희열, 앞의 책(각주 37), 209면; 김선택, 앞의 논문(각주 37), 196-198면; 같은 사람, 앞의 논

문(각주 24), 154면.

61) 김민우, 앞의 논문(각주 50), 9면; 정문식, 앞의 논문(각주 50), 16-17면 참조.

62) 같은 견해: 계희열, 앞의 책(각주 37), 275면; 권건보, 앞의 논문(각주 28), 5면; 권형준, “생명권의 

보호에 관한 고찰”, ｢한양대 법학논총｣ 제5권, 1988, 246면; 김민우, 앞의 논문(각주 50), 13-14면; 

김선택, 앞의 논문(각주 24), 155면; 김수갑, 앞의 논문(각주 28), 21-22면; 김학성, 헌법학원론(전정

판), 박영사, 2017, 403면; 엄주희, “환자의 생명 종결 결정에 관한 헌법적 고찰”, ｢헌법판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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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태를 보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른바 ‘죽을 권리(정확하게는 자살할 권리)’는 

생명권이 아니라 행복추구권의 내용인 일반적 행동 자유로서 논의될 여지가 있을 뿐이

다.63) 더불어 자기 생명에 대한 처분권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도 없다[형법상 촉

탁･승낙에 의한 살인 및 자살방조(형법 제252조)].

(3) 개인의 의사에 어긋난 생명 강제

개인의 외부에 있는 공익과 상관없이 개인이 자신의 의사에 어긋나게 생명을 강제할 

수 있는 법률적 제한을 합헌적 헌법질서 안에서 정당화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국가

가 관리하는 강제수용시설 수용자(예를 들어 수형자)가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는 수단

으로 단식을 하여 생명을 잃을 지경까지 이르렀을 때 본인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

라면 생명 연장을 위한 조치, 예를 들어 영양공급행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생

명 연장에 대한 반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명하였다면 영양공급행위를 할 수 없을 것이

다. 그러나 사전에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더라도 의식을 잃으면 국가로서는 국민의 생명 

상실을 방치하기는 어렵다.

(4) 존엄사

인간의 존엄에 합치하는 죽음을 맞을 권리, 즉 존엄사의 권리는 생명의 보호와 유지

에 관한 문제가 아니므로 생명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가치 문제이다.

(5) 국가의 생명보호의무

생명권은 생명에 대한 회복할 수 없는 침해 우려에 따른 국가의 보호의무를 내용으

로 한다. 즉 생명권은 소극적으로 국가(권력)에 대항한 방어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

가에 대해서 생명의 보호와 유지를 (위하여 행동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

제14권, 2013, 99면; 같은 사람, “생명권의 헌법적 근거와 연명치료중단에서의 생명권의 보호범위”, 

｢헌법학연구｣ 제19권 제4호, 2013, 291면; 윤명선, 앞의 논문(각주 55), 60면; 장영수, 앞의 책(각주 

31), 599면; 정문식, 앞의 논문(각주 50), 18면; 정종섭, 앞의 책(각주 35), 483면; 홍성방, 앞의 책(각

주 37), 26면; Volker Epping, Grundrechte, 6. Aufl., Heidelberg/Dordrecht/London/New York 2015, 

Rdnr. 106; Michael Sachs, Verfassungsrecht Ⅱ - Grundrechte, 3. Aufl., Berlin/Heidelberg 2017, S. 

259; Klaus Stern, Das Staatsre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d. Ⅳ/1, München 2006, S. 148. 

그러나 생명권은 생명이라는 상태, 즉 인간의 일정한 ‘속성’과 관련되는 자유로서 이것에는 죽을 

자유가 포함된다는 견해[이준일, 앞의 책(각주 37), 440면]와 생명권에는 생명을 보존, 연장하는 것

과 관련된 이익･가치에 관한 자유로운 결정뿐 아니라 생명을 단축, 마감하는 것과 관련된 이익･가
치에 관한 자유로운 결정도 포함된다는 견해(김하열, “생을 마감할 권리에 관한 헌법적 고찰”, ｢저
스티스｣ 제152호, 2016. 2., 20-21면)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견해들은 행위를 중시하는 일반적인 

자유권과 달리 상태에 주목하는 생명권의 특성을 소홀히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63) 같은 견해: 김선택, 앞의 논문(각주 24), 155면; 정문식, 앞의 논문(각주 50), 18면; Michael Sachs 

(Anm. 62), S. 259 f.; Klaus Stern (Anm. 62), S. 148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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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때 보호의무는 구체적･법적 의무를 뜻하고 그 이행에 관해서 국가는 광범위한 활

동의 여지가 있다. 생명권보호의무에 따른 국가의 의무에는 ① 국가 자신이 생명권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 ② 제3자의 생명 침해에서 국민을 보호하여야 하는 것, ③ 

각종 질병이나 사고 등에 따른 생명 위협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여야 하는 것의 세 

가지가 있다.

소극적 자유 보호라는 의미에서 생명권에는 자살할 권리와 자기 의사에 어긋나게 생

명을 연장하는 진료를 받지 않을 권리나 그러한 치료를 중단할 권리가 포함된다는 견

해는 자살할 권리를 생명권에서 배제하면서 일반적 행동 자유에 포함하는 것은 논리 

일관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한다.64) 그러나 자살할 권리를 일반적 행동 자유로 인정하더

라도 여전히 국가는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이러한 국가의 생명보호의무 때문에 

죽을 권리(정확하게는 자살할 권리)가 기본권으로 인정되더라도 국가는 개인의 자살시

도를 막을 수 있다. 즉 자살하려는 사람이 자살 못 하게 막을 헌법적 근거는 국가의 생

명보호의무이다. 이때 자살할 권리라는 개인의 주관적 권리(일반적 행동 자유)와 생명

을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생명권)가 충돌한다. 이것은 기본권의 주관적 측면과 객

관적 측면이 충돌하는 대표적인 예이다.65)

3. 생명권의 침해 여부

가. 생명권의 제한 가능성

① “생명권은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로서 이를 박탈할 수 없다. 헌법상 기본권

인 인간의 생명권으로서 법률상의 의미를 조영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생명권은 사람

의 생존본능과 존재목적 그리고 고유한 존재가치에 바탕을 두고 있으므로 이는 선험

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일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이 있다.66) 이를 따르면 생명은 절

대적 가치라서 법적 평가를 통하여 반가치판단을 하거나 박탈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생명권은 제한할 수 없는 기본권이므로 성질상 절대적 기본권이라는 견해도 

있다.67)

② 생명권은 인간의 본질적 가치를 구성하며 헌법 제37조 제2항 후단은 법률로써 기

본권을 제한할 때 본질적 내용침해를 금지하므로 생명권은 일반적 법률유보에 있지 않

64) Thorsten Kingreen/Ralf Poscher, Grundrechte – Staatsrecht Ⅱ, 33. Aufl., Heidelberg 2017, Rdnr. 471.

65) 허완중,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과 기본권보호의무 그리고 기본권충돌의 관계”, ｢헌법논총｣ 제25

집, 2014, 21면.

66) 헌재 1996. 11. 28. 95헌바1, 판례집 8-2, 537, 557 재판관 조승형의 반대의견.

67) 정주백, 앞의 논문(각주 27), 238-2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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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서 법률에 따르더라도 생명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68) 그러나 이 견해는 

생명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적용이 없으나 인간의 생명과 생명이 충돌하는 예외

적인 때(정당방위, 긴급피난, 전쟁 수행 등)만 다른 생명을 구하기 위한 법률적 제한이 

허용된다고 해석한다.

③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생명권을 포함한 모든 기본권의 제한 가능성을 인정한다. 그러나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생명권을 제한하더라도 생명권 제한과 관련하여서는 법익형량은 이루어질 수 없

다고 생각한다.69) 생명이라는 절대적 가치와 충돌하여 의미가 있는 것은 같은 생명이

거나 그에 버금가는 중대한 공공이익인데, 이들 사이에서는 형량 자체를 할 수 없기 때

문이다. 이때 충돌하는 생명이나 중대한 공공이익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고, 이러한 

선택에는 법적으로 부정적 평가를 할 수 없다(물론 선택과정 자체가 공정하지 못하거

나 선택이 정당하지 못한 고려를 통해서 이루어졌음 등을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

다). 어느 쪽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선택은 선택받은 생명이나 중

대한 공공이익이 더 중요하거나 더 가치 있다는 평가나 선택받지 못한 생명이나 중대

한 공공이익이 덜 중요하거나 가치 없다는 평가에 따른 결과가 아니다. 그래서 생명권 

제한과 관련하여 본질적 내용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70) 생명권이 제한될 때는 

68) 구병삭, 앞의 책(각주 36), 414면; 권형준, 앞의 논문(각주 62), 249면.

69) 같은 견해: 권형준, 앞의 논문(각주 62), 249면; 김종세, 앞의 논문(각주 50), 242면; 김천수, “사형제

도에 대한 법학적 접근”, ｢새한철학회 2001년 가을학술발표회 논문집｣, 2001, 43면.

70) 생명권은 존엄권과 더불어 보호영역과 본질적 내용이 일치한다는 특성이 있다(정태호,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보장에 관한 고찰”, ｢헌법논총｣ 제8집, 1997, 317면). 생명권에서 침해를 인정하고, 본질

적 내용 침해 금지와 관련하여 주관설과 절대설을 취하면 생명권이 보호하는 본질적 내용은 생명 

그 자체라서 생명 박탈은 곧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김선택, 앞의 논문(각주 

24), 158-159면]. 헌법재판소는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절대설을 따르지만

(헌재 1991. 7. 22. 89헌가106, 판례집 3, 387, 433), 사형제도의 위헌성을 심사할 때는 상대설을 취

하여(헌재 1996. 11. 28. 95헌바1, 판례집 8-2, 537, 546)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의 위헌성에 관한 두 번째 판결에서는 “… 생명권의 경우, 다른 일반

적인 기본권 제한의 구조와는 달리, 생명의 일부 박탈이라는 것은 상정할 수 없기 때문에 생명권에 

대한 제한은 필연적으로 생명권의 완전한 박탈을 의미하게 되는바, 이를 이유로 생명권의 제한은 

어떠한 상황에서든 곧바로 개인의 생명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본다면, 이는 생명권을 제한이 불가능한 절대적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것과 동

일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생명권 역시 그 제한을 정당화할 수 있는 

예외적 상황 하에서는 헌법상 그 제한이 허용되는 기본권인 점 및 생명권 제한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생명권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생명권의 박탈이 초래된다 하더

라도 곧바로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사형이 비례의 원칙

에 따라 최소한 동등한 가치가 있는 다른 생명 또는 그에 못지 아니한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성이 충족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됨으로써 생명권의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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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권을 제약할 때가 아니라 생명권을 보호할 수 없을 때이기 때문이다. 제약은 제약

하지 않을 가능성을 전제한다는 점을 잊지 말자. 이러한 점에서 생명권의 절대성은 생

명권이 절대 제한될 수 없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권은 법익형량 대상이 될 수 없

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의미 설정을 통해서 생명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법에 따라서 

보호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헌법 제37조 제2항을 생명권에 적용하면서

도 다른 기본권과 구별되는 생명권의 제한상 특별함을 인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생

명권 제한이 허용되는 예로 거론되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경찰의 범죄자 사살행위(특

히 인질범에 대한 조준･저격살해행위), 전쟁에서 적을 사살하는 행위 등은 한쪽을 선택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전제한다. 그러나 사형제도는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전제하지 

않는다.71) 따라서 사형은 생명권을 제한할 수 있는 예외적인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

한 인간존재의 근원”이라고 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이 생명을 부정하거나 그에 

못지아니한 중대한 공공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국법은 그 중에서 타인의 생명이나 공공

의 이익을 우선하여 보호할 것인가의 규준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고 한다.72) 

그런데 이것은 생명에 대한 가치평가나 법익형량을 허용하는 것으로 생명의 절대적 

가치성에 어긋난다. 마찬가지로 대법원이 “생명은 한번 잃으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존재이며 한사람의 생명은 전지구보다 무

겁고 또 귀중하고도 엄숙한 것이며 존엄한 인간존재의 근원인 것이다.”73)라고 하면서 

특별한 근거제시 없이 생명권을 입법으로 제한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나.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비례성원칙

헌법 제37조 제2항은 ‘필요한 경우’에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그것이 비록 생명권의 박탈을 초래하는 형벌이라 하더라도 이를 두고 곧바로 생명권이

라는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는 없다.”(헌재 2010. 2. 25. 2008헌가23, 판

례집 22-1상, 36, 57-58)라고 하여 생명권에서는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자체가 문제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를 따르는 견해로는 정종섭, 앞의 책(각주 35), 495-496면. 그리고 헌법에 특별한 근거가 

없는 한 생명권은 절대적인 효력이 있는 기본권이 아니므로 생명권은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의 

기준이 적용될 수 없는 기본권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는 견해로는 전광석, 한국헌법론(제12판), 집현

재, 2017, 280면.

71) 생명권 제한이 가능한 사례와 사형제는 기본권 제한 형태가 다르다는 지적으로는 이건호, “법치국

가의 국가형벌권과 사형제의 정당성”, ｢한림법학 FORUM｣ 21, 2010, 49-50면.

72) 헌재 1996. 11. 28. 95헌바1, 판례집 8-2, 537, 545-546.

73) 대법원 1963. 2. 28. 선고 62도2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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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란 보호하려는 구체적 법익 보호를 다른 방법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때를 말하고, 

기본권을 제한할 때도 그 제한은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곧 ‘필요한 

경우’는 기본권을 제한할 때 비례성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한 

것이다. 비례성원칙은 경찰행정법에서 비롯되었다. 비례성원칙은 법치국가원리, 더 근

본적으로는 공공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한도 안에서만 공권력이 제한할 수 

있다는 기본권의 본질 자체에서 도출된다.74)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원칙을 비례성원

칙과 같은 것으로 보면서 그 요소로서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든다.75) 헌법재판소가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비례성원칙의 요소로 

드는 것은 한국 헌법이 제37조 제2항에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서”라는 명문 규정을 두기 때문으로 보인다.76)

그러나 비례성원칙은 목적과 수단의 관계를 심사하는 모든 기준을 아우르는 것으로 

이해하여 과잉금지원칙과 과소보호금지원칙 나아가 자의금지원칙 등을 포함하는 상위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비례성원칙의 기본개념에 대한 충실성과 개념 구별의 용이성

이라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즉 목적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 비례관계가 있

어야 한다는 비례성원칙의 본뜻을 살려서 비례성원칙을 기본권 제한과 관련하여 목적

과 수단의 관계를 심사하는 모든 기준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헌법 제37조 제2항의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에서 오로지 과잉금지원칙

만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제한되는 기본권이 ‘자유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유와 권리’이고, 기본권은 국가의 적극적 작위뿐 아니라 소극적 부작위를 통해서도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비례성원칙은 목적과 수단의 관계를 전제로 한다는 점

에서 과잉금지원칙에 목적의 정당성은 포섭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77) 결국, 목적의 정

74) 홍성방, 헌법학(상)(제3판), 현암사, 2016, 483면.

75) 헌재 1990. 9. 3. 89헌가95, 판례집 2, 245, 260: “과잉금지의 원칙이라는 것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내지 입법활동의 한계를 의

미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입법의 목적이 헌법 및 법률의 체제상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고(목적의 정당성),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방법(조세의 소급우선)이 효과적이

고 적절하여야 하며(방법의 적절성), 입법권자가 선택한 기본권 제한(담보물권의 기능상실과 그것

에서 비롯되는 사유재산권 침해)의 조치가 입법목적달성을 위하여 설사 적절하다 할지라도 보다 

완화된 형태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하며(피

해의 최소성), 그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할 때 보호되는 공익

이 더 커야 한다(법익의 균형성)는 헌법상의 원칙이다.”

76) 홍성방, 앞의 책(각주 74), 486면.

77) 비례성원칙은 구조상 관계의 개념, 즉 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관계 개념을 처음부터 배제하는 목적

의 정당성은 비례성원칙의 부분원칙에 포함되지 않고, 목적 설정은 정책수립 문제로서 입법자의 

고유한 권한영역에 속하여 헌법재판소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목적의 정당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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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성은 별도로 심사되어야 하고, 과잉금지원칙은 수단의 적합성, 최소제약성78)(필요

성), 법익균형성(상당성)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로 과잉금지원칙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확정되거나 고정되지 않아서 개별 기본권의 본질과 기본권규정, 기

본권관계의 유형 등에 맞게 채워 넣어야 하는 백지규범이다.

생명권이 제한될 수 있으나, 법익형량 대상이 아니라고 보면, 생명권 제한과 관련하

여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성원칙이 문제 되지 않는다. 하지만 생명권도 제한될 수 

있다는 견해는 일반적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성원칙에 따라 위헌 여부를 심사

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생명권 제한과 관련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성원칙 

충족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비례성원칙에 따른 위헌심사를 하고자 한다.

다. 입법목적의 정당성

(1) 사형의 입법목적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그 목적이 헌법과 법률의 체계 안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때의 정당성이란 그 자체의 목적이 정당하여야 할 뿐 아니

라 헌법이 규정한 다른 헌법이념･헌법원리와도 배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입법의 목적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나 공공복리에 국

한된다. 사형은 형벌의 하나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입법목적을 구체화한 형벌의 

목적인 응보, 일반예방, 특별예방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응보는 책임상쇄에 따른 정

의실현을, 일방예방은 일반인에 대한 겁주기(위하)를, 특별예방은 범죄인의 교화･개선

을 뜻한다. 헌법재판소는 사형의 목적을 “국민일반에 대한 심리적 위하를 통하여 범죄

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를 집행함으로써 특수한 사회악의 근원을 영구히 제거하여 사회

를 방어”하는 것으로 본다.79)

비례성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견해로는 이준일, 앞의 책(각주 37), 350면. 그리고 과잉금지원칙

은 목적과 수단의 상관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목적 그 자체의 정당성을 묻는 목적의 정당성은 엄

한 의미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속하지 않는다는 견해로는 한수웅, 앞의 책(각주 37), 484면. 또한, 목

적의 정당성을 과잉금지원칙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나 목적의 정당성을 비례성

원칙에 포함하여 목적을 심사하든, 별도로 분리하여 심사하든 차이점과 실익이 별로 없고, 여기서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고, 목적과 수단 사이의 접한 상호연관성 때문에 비례성원칙 테두

리 안에서 목적을 심사하는 것이 오히려 유익할 수 있다는 견해로는 최갑선, “비례의 원칙에 따른 

법률의 위헌심사”, ｢공법연구｣ 제25집 제4호, 1997, 658면.

78) 일반적으로 ‘최소침해성’이나 ‘침해의 최소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침해’라는 용어에는 위법

이라는 뜻이 내포되어서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용어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중립적인 뜻을 품은 ‘최소제약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79) 같은 견해: 헌재 1996. 11. 28. 95헌바1, 판례집 8-2, 537,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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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제한의 목적이 되는 공익은 사형수를 포함한 사회 전체 이익이다. 그러나 사

형수는 생명을 박탈당하여 사회에서 배제되므로 어떠한 이익도 누릴 수 없다. 따라서 

사형제도가 추구하는 공익은 사형수를 제외한 사회 일부의 이익에 불과하다. 국가가 

추구하여야 할 공익은 모든 사회 구성원의 이익을 조화시켜서 균형을 이룬 것이어야 

하고, 누구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제외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사형수를 제외한 사회 일부

의 이익을 입법목적으로 삼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리고 생명권 제한은 정당방위나 

방어전쟁에서 일어나는 살인과 같이 가치판단을 할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보호 

대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때에 한정된다. 따라서 정당방위나 방어전쟁 혹은 이에 준

하는 때에 어쩔 수 없이 생명 보호 대상을 선택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면 생명권 제한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인질이 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인질

범을 죽일 수 있는 경찰의 조준사격은 인질을 구하기 위한 다른 적절한 수단이 없을 때

만 허용된다.80) 그러나 극악한 범죄인에 대한 형사처벌과정에서는 이미 범죄가 끝나

고 범인이 체포되면 정당방위나 방어전쟁과 같은 현재의 위법한 침해행위가 더는 없

다.81) 82) 따라서 생명 보호 대상을 선택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므로 이러

한 상황에서 생명권 제한은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도 허용될 수 없다.

(2) 형벌목적의 정당성과 한계

인간은 오직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사회 속에서만 사람답게 살 수 있다. 즉 인간은 

다른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다. 따라서 인간의 생활관계는 인간이 공동체

에 대한 관계와 다른 인간(개인)에 대한 관계의 이중성이 있고 이 두 가지 관계에서 동

시적으로 국가적 삶을 형성한다.83) 이러한 인간의 사회적 연대성에서 개인의 공동책

임이 발생한다. 개인의 공동책임은 개인이 사회 구성원 전체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한

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사회 구성원 각자가 자기의 개별 책임을 통해서 일정

한 몫의 사회적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동책임을 형벌의 기초로 삼으

면 범죄인은 자기 책임 한도 안에서 공동사회에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결론이 도

출된다. 그리고 각자가 자기 죗값으로 부담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이 바로 형벌이다. 국

가는 범죄를 범한 개인을 형벌로 처벌하는 대신에 그 개인을 포함한 국민 서로 간의 평

80) 같은 견해: 강태수,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규정에 관한 연구”, ｢청주법학｣ 제13권, 1998, 18면.

81) 같은 견해: 강태수, 앞의 논문(각주 80), 18면; 김일수, “사형제도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김일수의 

견해”, ｢헌법재판자료집｣ 제7집, 1995, 75면; 헌재 1996. 11. 28. 95헌바1, 판례집 8-2, 537, 563 재판

관 조승형의 반대의견.

82) 살인하려는 순간 범인을 사살하는 행위와 비교하면 명확하게 차이가 드러난다.

83) 자세한 것은 김선택, 앞의 논문(각주 33), 20-2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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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로운 공존질서와 안전, 그 밖에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공동생활의 조건을 보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형벌은 범인을 단지 다른 사람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다. 형벌의 적용･집행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설령 감내하기 어려운 자유 제한이 있

더라도 이것을 감수하여야 할 의무는 바로 범인이 자신의 나머지 자유를 사회에서 보

장받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도로 양도한 부분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이러한 공동책임사상은 법공동체도 그와 유기적인 관련을 맺는 구성원인 현실적 범죄

자의 범행에 대해서 공동책임을 부담하여야 함을 내포한다. 범죄인은 어느 정도 극단

적인 한계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이 범행에 대해서 범죄를 둘러싸는 사회적 주위

환경도 경험적으로 그 값을 정하기 어렵지만, 어느 정도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부정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법공동체가 공동죄책을 져야 한다고 하여 범죄인이 무책임

하거나 무죄가 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처벌주체인 국가는 이러한 공동죄책의 토

대에서 현실적인 범죄자를 대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가는 범죄인이라고 사회에서 단절

시킬 권한이 없다. 도리어 국가는 인간의 인격성과 연대성84)에서 도출되는 법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어서 범죄인에 대하여 사회적인 연대성을 높

이고 확고히 밝힐 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형벌은 범인과 단절된 연대성 

회복을 지향한다. 따라서 국가의 형벌은 공존자로서 범죄자와 수형자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여야만 비로소 정당성이 있을 수 있다.85) 이러한 점은 형법을 포함한 모든 법질

서가 전제하는 헌법의 인간상이 개인주의와 전체주의를 지양한 인격주의의 인간상이라

는 점86)에서도 타당하다.

그리고 형벌권력과 형벌폭력은 구별하여야 한다. 형벌권력은 형벌목적이 제한하는 

법적 힘이지만, 형벌폭력은 형벌목적이 제한하지 않는 사실적 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형벌 목적에 따른 제한을 모르는 형벌은 맹목적 응보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어서 형벌

을 위한 형벌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형벌 목적을 행정벌이나 민사벌로 달성할 수 있

으면 형벌 적용 필요성은 배제되고(형벌의 보충성), 형벌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형

벌로서 있어야 할 적성을 상실한다. 또한, 형벌은 법치국가에서 법익보호를 위한 수단

이다. 따라서 도덕이나 풍속의 보호가 아니라 오로지 법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에 제

한된다. 즉 형벌은 도덕감정이나 윤리감정을 충족하기보다는 인간의 사회적 생존조건

84) 이에 관한 자세한 것은 김선택, 앞의 논문(각주 33), 23-24면 참조.

85) 이상 김일수, “사형제도의 위헌여부”, ｢법조｣ 제46권 제1호, 1997, 193-195면; 같은 사람, “국가형벌

권의 정당화문제”, 김일수･배종대 편, 법치국가와 형법, 세창출판사, 1998, 7-10면.

86) 헌법재판소도 헌법의 인간상을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사회관을 바탕으로 사회공동체 안

에서 자신의 책임 하에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하는 성숙한 민주시민 …… 자기결정권을 지닌 창의

적이고 성숙한 개체로서의 국민”으로 본다(헌재 1998. 5. 28. 96헌가5, 판례집 10-1, 541,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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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법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수단에 국한된다.87)

(3) 응보

살인범이 한 사람의 생명을 부당하게 박탈하였으므로 살인범의 생명도 박탈하여야 

균형 잡힌 정의를 달성할 수 있고, 나아가 규범질서를 회복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이 주장은 먼저 정의와 복수를 혼동한다. 이 주장 논리를 따르면 살인은 ‘부당하게’ ‘남

의 생명을 박탈하였으므로’ 살인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 정의 구현이다. 그러나 피

해의 균형을 옹글게(완벽하게) 달성하려면 살인자도 누군가에게 ‘부당하게’ ‘그의 생명

을 박탈당하여만’ 한다. 하지만 사형은 ‘정당한’ 것이므로 살인범에게 살인 책임을 물을 

기본적 근거인 ‘부당성’, 즉 ‘위법성’이라는 점에서 균형이 깨진다. 그리고 응보가 규범

질서를 회복할 수 있다는 주장은 피해의 균형을 정의로 인식하는 근본적인 오류를 범

한다.88)

헌법재판소는 구체적인 논증 없이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불법적 효과로서 지극히 한정적인 경우에만 부과되는 사형은 죽음에 대한 인간의 본능

적인 공포심과 범죄에 대한 응보욕구가 서로 맞물려 고안된 “필요악”으로서 불가피하게 

선택된 것이며 지금도 여전히 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89)라고 

하여 응보를 근거로 사형을 정당화한다. 그러나 형벌의 본질을 응보형으로 보더라도 동

해보복의 형식적 응보가 아닌 비례성원칙에 합치하는 응보가 요구된다. 그러므로 생명

을 빼앗는 것만이 적합하고 피해를 최소한으로 일으키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특히 동해

보복은 복수의 최소한이 아니라 최대한임을 간과하면 안 된다.90) 그리고 중범죄(살인 

등)에 대한 정의로운 대가관계로 장기구금의 고통도 충분한 비례성이 있을 수 있다. 예

를 들어 응보적 관점에서 상해죄에 대한 형벌은 상해형이어야 하는데, 실정법은 상해죄

를 자유형인 징역형으로 처벌하지만, 이러한 징역형이 상해죄에 대한 응보라는 것에 의

문이 없다.91) 또한, 피해자의 응보감정을 충분히 만족시키는 것이 형벌로 추구되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순간적인 감성이 아닌 진지한 이성 판단만이 형벌을 정당화할 수 있

다. 그렇지 않다면 국가가 개인의 사적 보복을 금지하고 형벌권을 독점하는 것은 근거

를 상실한다. 특히 순간적인 감성에 따라 형벌이 가해진다면 죄형법정원칙도 그 의미를 

87) 심재우, “형벌권의 제한”, 한국형사법학회 편, 형사법강좌Ⅰ - 형법총론(상), 박영사, 1982, 81-83면.

88) 이상 김종민, “사형제도에 관한 학제간적 고찰”,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연락위원회 편, 사형제도의 

이론과 실제, 까치, 1989, 62-64면.

89) 헌재 1996. 11. 28. 95헌바1, 판례집 8-2, 537, 547-548.

90) 김도현,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결정과 사회과학적 논증”, ｢법과 사회｣ 제41권, 2011, 126면.

91) 윤영철, 앞의 논문(각주 28), 259-2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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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할 것이다. 그때 죄형법정원칙은 단순히 형벌을 가할 사람만 정하는 것이 될 것이

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미 발생한 인명 손실은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으로도 

회복할 수 없다.92)

국가에 형벌권이 있는 것은 국가가 법질서를 유지하여야 할 공적 책임을 지기 때문

이다. 따라서 형벌의 본질과 목적은 이러한 국가의 질서유지적 기능에서 이해되어야 한

다. 형벌의 질서유지적 기능에는 일반예방과 특별예방이 있을 뿐이다. 응보는 원시시대 

동해보복의 탈리오 사상에 근거하는 것으로서, 감정적･보복적･위하적 반작용을 본질로 

하며, 결코 이성적･합리적･합목적적 법작용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응보는 국가의 질

서유지적 기능과 무관하므로 형벌의 목적이 될 수 없다.93) 그리고 사람은 고정되지 않

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바뀐다. 따라서 일순간 잘못하였거나 어느 한때 악한이라고 해

서 그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것은 이러한 인간의 가변성을 무시한다.94) 게

다가 형벌의 목적으로 응보를 드는 것은 형벌 정도가 개별적인 책임 정도에 따라서 제

한된다는 점에서 비록 형벌척도로서 가져야 할 구체성을 결하지만, 어느 정도 범죄인에 

대한 자유보장책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현대 법치국가에서는 책임원칙이 

형법의 기본원리로서 자리를 잡음에 따라 응보가 그 의미와 기능을 그대로 간직하는지

는 의문이다.95)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응보는 형벌의 목적이 될 수 없어서 이를 사형제도의 입법목

적으로 삼을 수 없다.

(4) 일반예방

일반예방만을 지향하는(지향할 수밖에 없는) 사형에서 사형수는 자기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국가행위의 수단으로 전락하여 주체성을 상실한다. 따라서 사형제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헌법 제10조)에 어긋난다. 그리고 사형제도가 달성하려는 일반예방적 효과

라는 입법목적도 달성할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다.96) 즉 사형제도의 위하력에 관해서는 

실증적으로 증명된 바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다.97) 사형의 범죄예방효과와 범죄억지력

92) 김일수, 앞의 논문(각주 81), 80면.

93) 오영근, 형법총론(제3판), 박영사, 2014, 509면; 심재우, 앞의 논문(각주 42), 455면.

94) 김종민, 앞의 논문(각주 88), 65면 참조.

95) 김일수, 앞의 논문(각주 85), 18면.

96) 이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앞의 책(각주 21), 3, 6면; 김영옥, “사형제도에 

관한 연구”, 전주대힉교 박사학위논문, 1992, 158-175면; 에자트 A. 파타, “사형이 특별한 억지책인

가”,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연락위원회 편, 사형제도의 이론과 실제, 까치, 1989, 131-142면 참조.

97) 김경찬, “중국의 사형제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175면; 김선택, 앞의 논문

     (각주 24), 157면; 김성돈, 형법총론(제5판),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7, 787면; 박상기, 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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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형폐지국가의 경험과 통계를 따를 때 신화적 사고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즉 사형

폐지에 따른 중범죄 증가는 확인되지 않는다. 최근 실시된 사회과학적 연구에서도 사형 

집행과 살인범죄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가 없음이 밝혀졌다.98) 그리고 살인은 가장 감

정적이고 충동적인 범죄로서 이성으로 다스리거나 결과에 관한 염려로 억제되기 극히 

어렵다. 살인사건 대다수는 우발적인 충동이나 극단적인 감정폭발 때문에 발생한다. 이

러한 고조된 감정과 강력한 심리적 동기 때문에 살인자는 범행결과를 신중하게 고려하

지 않거나 그 어떠한 사 후징벌 위험도 무시한다. 그리고 살인사건은 자주 알코올, 마

약, 성적 자극이나 심리적 격분 등의 영향 아래 저질러지는데, 이때 범인은 처벌 가능

성을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살인사건 중 극히 일부만 사전에 계획되고 모의되는데, 이

러한 계획적 살인범 대부분은 범행이 잘못될 가능성을 배제하고 절대 발각되지 않으리

라고 생각하거나 잡혀서 처벌받는 것을 감수하려고 한다. 따라서 살인사건에서 사형제

도의 위하력은 인정하기 어렵다.99) 그리고 범죄 억지는 범죄인이 되는 환경적인 요인 

개선과 범죄인 교화를 통한 재범예방 그리고 범죄피해자학과 같은 다른 방책을 통해서 

더욱 적합하고 효과적으로 추구될 수 있다. 또한, 인간 정신에 무엇보다 큰 효과를 미

치는 것은 형벌 강도가 아니라 그 지속도이다. 사형이 주는 인상은 일시적이므로 범죄

억제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 하지만 노역형은 일반인에게 더 큰 공포를 준다. 그때그

때 다가오는 고통 감정에 사로잡혀 장차 다가올 고통 관념을 잊는 수형자와 달리 일반

인은 그 형의 모든 순간의 고통 합계를 고려하고 그 고통은 상상 속에서 더욱 확대되기 

때문이다.100) 게다가 사형제도가 해당 국가의 사회적 소수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의 범

죄에 대해서 오･남용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생명이라는 중대한 법익을 이러한 불확실

(제9판), 박영사, 2012, 533면; 배종대, 앞의 책(각주 2), 443면; 오영근, 앞의 책(각주 93), 509면; 

윤영철, 앞의 논문(각주 28), 260면; 윤진숙, “사형제도의 유효성에 대한 법사회학적 고찰”, ｢법조｣ 
제63권 제5호, 2014, 106-114면; 이덕인, “사형의 형벌적 특성에 관한 비판적 연구”, ｢형사법연구｣ 
제22권 제3호, 2010, 185-190면; 조준현, “사형제도 존폐논쟁의 현황과 전망”, ｢형사정책연구｣ 제
66호, 2006, 24-25면; 주호노, 앞의 논문(각주 28), 603-604면; 한인섭, “사형제도의 문제와 개선방

안”, ｢형사정책｣ 제5호, 1991, 30-33면. 헌법재판소도 “사형은 인간의 죽음에 대한 공포본능을 이

용한 가장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그 위하력이 강한 만큼 이를 통한 일반적 범죄예방효과도 더 

클 것이라고 추정되고 또 그렇게 기대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나 소박한 국민일반의 법감정에 비추

어 볼 때 결코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헌재 1996. 11. 28. 95헌바1, 판례집 8-2, 537, 547)라고 

하여 이러한 점을 시인한다. Furman v. Georgia 408 U.S. 238(172)에서 화이트(White) 대법관도 

사형이 사회방위에 큰 효과가 없다고 한다.

 98) 김도현, 앞의 논문(각주 90), 133-140; 박철현, “정치적 민주주의와 사형의 효과”, ｢형사정책연구｣ 
제77호, 2009, 1174-1185.

 99) 에자트 A. 파타, 앞의 논문(각주 96), 146-147면; 허일태, 앞의 논문(각주 19), 374면.

100) 이상 체사레 벡카리아, 앞의 책(각주 14), 113-1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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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목적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제한하기는 곤란하다. 그리고 생명권은 인간에게 기본적

인 기본권으로서 어느 기본권보다 신중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명확한 제한 

근거 입증이 없다면 제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입증되지 않은 사형제도의 

위하력은 사형제도의 합헌성 논거로 삼을 수 없다.101)

그리고 사형이 일반예방적 효과가 있다면 그 선고부터 집행까지 일일이 공개하여야 

한다. 특히 집행과정을 공개하여야 그 일방예방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하지만 몇몇 

국가의 공개처형 이외에 사형은 비 리에 집행된다. 즉 사형 집행 공개를 꺼린다. 이러

한 현실은 사형이 일반예방을 위해서 이루어진다는 주장과 상치된다.102) 그리고 극히 

소수의 범죄자에게 집행되는 사형이 얼마만큼의 위하력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오판으

로 말미암은 폐해는 사형제도가 달성하는 범죄억지효과를 고려하면 감내할 정도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범죄억지를 위한 다른 대안이 없거나 있더라

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발생하지 못할 때 타당성이 있을 수 있다. 교통사고로 많은 사람

이 생명을 잃어도 우리가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은 다른 대안이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

문이다. 그러나 사형제도는 자동차만큼의 효용성이 없다. 그리고 다른 처벌방식이 사형

제도와 같은 범죄억지효과가 있거나 처벌방식 중 어느 것이 더 큰 범죄억지효과가 있

을지를 알 수 없다면, 굳이 오판으로 말미암은 희생자를 감수하여야 하는 사형제도를 

선택할 이유는 없다.103) 또한, 설사 사형제도가 범죄억지에 효과가 있다고 증명되더라

도 그것만으로는 사형제도를 정당화할 수 없다. 사형제도는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

을 제한하고 다시 그것을 회복할 길이 없다는 점에서 다른 어떠한 수단보다도 더 큰 억

지효과가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비로소 정당화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에 관해서

는 아직 아무런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104) 게다가 사형으로 범죄예방을 할 수 있다

101) 같은 견해: 이준일, “헌법적 정의와 사형제도”, 현대공법이론연구(금촌 육종수박사 정년기념논문

집), 2002, 285-287면. 헌법재판소는 “사형의 범죄억제효과가 무기징역형의 그것보다 명백히 그리

고 현저히 높다고 하는데 대한 합리적･실증적 근거가 박약하다고는 하나 반대로 무기징역형이 

사형과 대등한 혹은 오히려 더 높은 범죄억제의 효과를 가지므로 무기징역형만으로도 사형의 일

반예방적 효과를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로서는 가설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

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헌재 1996. 11. 28. 95헌바1, 판례집 8-2, 537, 

547)라고 하여 오히려 입증부담을 사형폐지를 주장하는 측에 넘기는데[Furman v. Georgia 408 

U.S. 238(172)에서 버거(Burger) 대법관도 같은 의견이다]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는 국가

가 기본권 제한 근거를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법치국가원리에 합치한다.

102) 조효제, 앞의 논문(각주 43), 281면.

103) 조성민, “사형제도 존폐에 대한 윤리학적 접근”,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연락위원회 편, 사형제도의 

이론과 실제, 까치, 1989, 130면.

104) 변종필, “사형폐지의 정당성과 필요성”, ｢인제논총｣ 제14권 제1호, 1998, 360-361면; 에자트 A. 파

타, 앞의 논문(각주 96), 1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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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장은 먼저 인간은 합리적 행위주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인간의 행위동

기에는 합리성 이외에도 개인의 종교적 의식구조, 사회적 귀속감의 내용, 가치서열에 

관한 인식 등의 여러 가지 척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은 지나치게 단순화한 인간

상을 전제로 하는 문제점이 있다.105)

결론적으로 일반예방은 사형이라는 형벌의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없다.

(5) 특별예방

현대에 와서 형벌의 기본 목적은 범죄의 교화･개화이다. 이러한 점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조에도 잘 나타나 있다. 이처럼 형벌의 본질을 교육･개
선형으로 본다면 사형은 형벌의 목적과 기능 포기를 뜻한다. 즉 사형은 범죄자의 생명

을 박탈함으로써 범죄자에 대한 개선 가능성을 포기한 형벌이므로 그 자체가 형벌이면

서도 형벌의 목적의 하나인 특별예방, 즉 범죄인 개선･교화의 목적을 옹글게(완벽하게) 

배제한다.106) 따라서 사형은 헌법질서 안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형벌이 아니

다. 특별예방 배제를 동시적으로 그것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일반예방은 그 자체 형벌

의 목적으로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개선할 수 없는 범죄인에 대해서 특별예방은 

그 목적을 이룰 수 없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과연 개선이 절대적으로 불가

능한 범죄인이 있는지가 의문스럽다. 그리고 설사 그러한 범죄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를 절대적으로 명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인간의 판단력으로는 불가능하다.107) 따라서 

국가는 특별예방을 형벌의 목적에서 포기할 수 없다.

(6) 소결

응보와 일반예방은 사형제도의 정당한 입법목적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형제도는 

특별예방이라는 형벌목적을 포기하므로 사형제도에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없

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사형을 형벌의 한 종류로 규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에 대한 심

리적 겁주기(위하)를 통해서 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이를 집행함으로써 극악한 범죄에 

대한 정당한 응보를 통해서 정의를 실현하고, 해당 범죄인 자신에 의한 재범 가능성을 

영구히 차단함으로써 사회를 방어한다는 공익상의 목적을 가진 형벌이라서 사형제도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한다.108)

105) 김종민, 앞의 논문(각주 88), 64면.

106) 김성돈, 앞의 책(각주 97), 787면; 허일태, 앞의 논문(각주 19), 378-379면.

107) 헌재 1996. 11. 28. 95헌바1, 판례집 8-2, 537, 560 재판관 조승형의 반대의견.

108) 헌재 2010. 2. 25. 2008헌가23, 판례집 22-1상, 36,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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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수단의 비례성

(1) 수단의 적합성

법률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그 법률이 규정한 기본권 제한 방법은 입법목적

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이고 적절하여야 한다. 사형제도도 일종의 형벌이고 형벌의 궁극

적 목적은 범죄인의 교화･개선이다. 그런데 사형은 사람의 생명을 박탈함으로써 범죄

자의 교화･개선을 포기하는 형벌이므로 형벌로서 사형은 적합한 수단이 아니다. 그리

고 사형의 위하력이나 일반예방효과에 관한 많은 연구가 있었다. 그러나 그 효과를 검

증하기보다는 오히려 부정하는 연구결과가 많고 적어도 그 효과가 적절하게 증명되지 

않았다. 따라서 사형은 일반예방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보

기 어렵다.

사형제도가 비용을 절약해준다는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 무고한 사람들이 처형되는 

숫자를 줄이는 데 사용되는 예방책과 재심청구 과정에서 드는 비용은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비용보다 더 많이 든다.109) 그리고 수형자에게 작업을 부과하면 오히려 수형비

용보다 더 많은 수입을 국가가 올릴 수 있다. 더하여 경제적인 이유로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 물론 사회권은 국가 재정상태가 보호수준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최소한 생명권을 포함한 자유권은 그러한 가능성

이 배제된다.

한 사람의 생명은 그 자신의 선택에 따라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의사 이전

에 이미 주어진다. 그 바탕에는 가족관계라는 가장 원초적인 사회적 관계가 깔린다. 가

족공동체는 정치공동체나 민족공동체의 기본적 단위가 됨은 보편적인 사실이다. 따라

서 한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은 그 개인의 생명이 박탈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

고, 그가 속하는 가족공동체가 한 구성원을 잃게 됨을 뜻한다. 이에 따라 사형수와 1차

적 사회관계를 맺는 가족 구성원 역시 사형수에 준하는 사회적 제재를 감수하도록 강

요받는다. 그러나 그 가족 구성원은 그러한 사회적 제재를 받을 아무런 이유나 책임이 

없다. 따라서 사형수 가족이 당하는 사회적 제재는 일종의 연좌적 제재이다. 구체적으

로 사형수 아내는 인위적으로 과부가 되고, 사형수 자녀는 결손가정에서 살도록 강요

당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형수 가족은 사회 전체에 거부반응을 가지므로 사형은 사

회적 제재에 따른 규범의 사회화 기능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물론 이러한 문제

는 모든 자유형에도 수반된다. 그러나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므로 자유형과 달리 이러

109)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앞의 책(각주 21), 4면; Furman v. Georgia 408 U.S. 238 (172) 마샬

(Marschall) 대법관의 찬성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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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반사회적이고 비윤리적인 결과를 복원할 가능성이 배제된다.110)

이러한 점에 비추어 사형제도는 효과적이고 적절한 형벌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헌

법재판소는 사형은 인간의 죽음에 대한 공포본능을 이용한 가장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

서 이를 통한 일반적 범죄예방효과가 있어서 일반적 범죄예방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

합한 수단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다수 인명을 살해하는 등의 극악한 범죄에서는 그 법

익침해 정도와 범죄자의 책임 정도는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심대하며, 수많은 피해자 가

족의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 분노 및 일반 국민이 느낄 불안과 공포, 분노까지 

고려한다면, 이러한 극악한 범죄에 대해서는 헌법질서가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그 불법

정도와 책임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을 함이 정의 실현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하고, 가장 

무거운 형벌인 사형은 이러한 정당한 응보를 통한 정의 실현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한다.111)

(2) 최소제약성

입법자가 선택한 기본권 제한조치가 설사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것일지라

도 그 밖의 더 완화한 수단이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그 제한을 필요최소한의 것이 되

게 하여야 한다. 사형의 목적인 응보･일반예방･사회방위 등은 무기징역의 형벌을 통해

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물론 사형이 무기형보다 더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이에 관해서 증명된 바가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확실한 증명이 없는 한 이를 

채택할 수 없다. 특히 사형이 달성하려는, 범죄인을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

은 무기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달성할 수 있다.112) 그리고 무기형을 통해서 달성되는 

효과가 범죄예방에 의미 없다고 볼 이유도 없다.

그리고 헌법은 행정재판청구권(제27조)과 국가배상청구권(제29조), 형사보상청구권

(제28조)을 기본권으로 보장함으로써 국가권력이 오･남용될 소지를 인정하고 이에 대

한 구제수단을 보장한다. 국가형벌권도 국가권력의 하나로서 그 행사가 오･남용될 우

려가 있어서 이에 대한 구제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형제도는 앞날에 이러한 

형벌권의 오･남용에 대한 구제수단이 없다. 즉 오판에 따라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113) 다른 형벌도 이미 발생한 침해를 구제

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으나, 다른 형벌은 최소한 앞날에 침해가 없는 상태로 환원시킬 

110) 김종민, 앞의 논문(각주 88), 66-67면.

111) 헌재 2010. 2. 25. 2008헌가23, 판례집 22-1상, 36, 58.

112) 같은 견해: 임  웅, 형법총론(제9정판), 법문사, 2017, 645면; Furman v. Georgia 408 U.S. 238 (172) 

마샬(Marschall) 대법관의 찬성의견.

113) 임웅, 앞의 책(각주 112), 6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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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고, 피해자 자신에게 침해에 대한 금전보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사형은 침해 없는 

상태로 환원시킬 수도 없고 피해자 자신에게 금전보상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사형은 최소제약의 형벌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사형은 무

기징역형이나 가석방할 수 없는 종신형보다도 범죄자에 대한 법익침해 정도가 큰 형벌

로서, 인간의 생존본능과 죽음에 대한 근원적인 공포까지 고려하면, 무기징역형 등 자

유형보다 더 큰 위하력을 발휘함으로써 가장 강력한 범죄억지력이 있고, 극악한 범죄에

서는 무기징역형 등 자유형 선고만으로는 범죄자의 책임에 미치지 못하게 될 뿐 아니

라 피해자 가족과 일반 국민의 정의관념에도 부합하지 못하며, 입법목적 달성에서 사형

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면서도 사형보다 범죄자에 대한 법익침해 정도가 작은 다른 형

벌이 명백히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형제도가 침해최소성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오

판 가능성은 사법제도의 숙명적 한계이지 사형이라는 형벌제도 자체의 문제로 볼 수 

없고 심급제도, 재심제도 등의 제도적 장치와 그에 대한 개선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이

지, 오판 가능성을 이유로 사형이라는 형벌의 부과 자체가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다.114)

(3) 법익균형성

수단의 적합성과 최소제약성이 충족되더라도 어떤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초래되는 

사적 불이익과 그 행위를 방치함으로써 초래되는 공적 불이익을 비교하여 규제함으로

써 초래되는 공익이 크거나 적어도 양자 사이에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 사형이 응보

목적에 봉사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생명은 그 자체로서 절대적 가치가 있어서 헌법의 

최고가치인 개인의 존엄이라는 가치 이외에 어떠한 법익이라도 생명가치를 배제할 만

큼 우위에 있는 것은 찾을 수 없다. 그리고 사형이 일반예방 목적에 봉사한다는 측면에

서 보면, 사형이 예정된 지극히 한정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극소수 사

람에 대한 겁주기(위하)효과와 일반 국민 대다수의 응보적 복수감정, 비인도주의적 정

서의 유지나 촉진이라는 효과를 비교하면 현저히 균형을 잃는다. 또한, 생명과 비교형

량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다른 생명뿐이다. 생명은 인간존재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이보

다 더 큰 법익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명권에서 생명은 ‘자연적’ 개념이다. 따라서 

생명에 관해서 어떠한 가치판단도 할 수 없다. 다만, 생명과 생명이 충돌하는 예외적인 

상황처럼 양자의 생명을 모두 보호할 수 없는 상황에만 보호할 생명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허용되어 생명권이 제한될 수 있다. 그런데 사형을 당하는 범죄자는 이미 범행을 

끝내고 잡혀있는 상태이므로 보호할 생명 하나를 선택하여야 할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

114) 헌재 2010. 2. 25. 2008헌가23, 판례집 22-1상, 36, 5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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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므로 이러할 때에 범죄자에게 사형을 부과하는 것은 보호할 생명 하나를 선택

하여야 할 상황이 아니라서 생명권보호의 본질에 어긋나고, 어떠한 법익도 이 생명과 

균형을 이룰 수 없다. 게다가 생명을 빼앗은 사람의 생명을 뺏는 것이 단순히 대응적 

균형을 이룰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형제를 유지하고 집행하는 물질적 비용, 집행에 관

여하는 사람들의 심리적 비용, 오판에 따라 무고한 사람을 희생시킬 위험, 사형존폐를 

둘러싼 논쟁 격화로 말미암은 사회적 비용, 국제적 비난에 따른 국제적 지위 추락 등을 

함께 고려하면 법익균형성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115)

따라서 법익균형성도 충족되지 않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모든 인간의 생명은 자

연적 존재로서 동등한 가치가 있으나 그 동등한 가치가 서로 충돌하게 되거나 생명 침

해에 못지아니한 중대한 공익을 침해할 때 등에는 국민 생명 등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로서는 어떠한 생명이나 법익이 보호되어야 할 것인지 그 규준을 제시할 수 있고,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범죄행위 등에 대한 불법적 효과로서 지극히 한정적일 때만 

부과되는 사형은 죽음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인 공포심과 범죄에 대한 응보욕구가 서로 

맞물려 고안된 “필요악”으로서 불가피하게 선택된 것이며 지금도 여전히 제 기능을 한

다는 점에서 정당화할 수 있고, 사형으로 말미암아 침해되는 사익은 다른 사람의 생명

을 박탈하는 극악한 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의 생명 박탈인데, 이는 범죄자의 자기 책임

에 기초한 형벌효과에 기인한 것으로서 엄격하고 신중한 형사소송절차를 거쳐 생명이 

박탈된다는 점에서, 극악무도한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무고하게 살해당하였거나 살해당

할 위험이 있는 일반 국민의 생명권 박탈 및 그 위험과는 같은 성격이 없고, 두 생명권

이 서로 충돌하면 범죄행위로 말미암은 무고한 일반 국민의 생명권 박탈 방지가 더 우

선시되어야 할 가치라서 사형제도를 통해서 달성되는 범죄예방을 통한 무고한 일반 국

민의 생명 보호 등 중대한 공익의 보호와 정의 실현 및 사회방위라는 공익은 사형제도

로 발생하는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생명권 박탈이라는 사익보다 절대 작지 않

을 뿐 아니라, 다수 인명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극악한 범죄 등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부

과되는 사형이 그 범죄의 잔혹함과 비교하여 과도한 형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형

제도는 법익균형성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고 한다.116)

(4) 소결

사형제도는 수단의 적합성과 최소제약성 그리고 법익균형성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

여 수단의 비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115) 김도현, 앞의 논문(각주 90), 126-127면.

116) 헌재 2010. 2. 25. 2008헌가23, 판례집 22-1상, 36, 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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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본질내용 침해 여부

(1) 기본권의 본질내용 보장의 의미

먼저 본질내용 침해 금지가 보장하는 대상과 관련하여 기본권이 개인에게 부여하는 

주관적 권리내용이라고 보는 견해는 권리자 개인이 더는 주장할 아무런 내용도 남기지 

아니하고 법률로 제한되면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었다고 본다(주관설).117) 그리고 기본

권의 성격을 주관적 권리성 이외에 객관적 원칙규범으로서 나타나는 객관적 법익도 보

장하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에서는 어떤 개인 한 사람의 주관적 권리가 전부 유실되더

라도 국가질서에서 그 기본권이 원칙적인 성격을 견지하면 아직 본질내용이 침해된 것

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객관설). 나아가 본질내용 보장의 목표를 어떤 기본권의 실

체적인 내용에 두는 견해에 따르면 해당 기본권의 내용 가운데 핵심에 해당하는 사항

을 침해하면 본질내용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고(절대설),118) 본질내용 보장이 단지 기본

권 제한에서 비례성원칙 준수를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견해를 따르면 기본권 

내용이 남김없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전적인 제한을 정당화하는 목적과 비례

하는 관계가 성립하면 본질내용 침해로 볼 수 없다(상대설).119) 헌법재판소는 절대설

을 취하던 기존 견해120)를 바꾸어 사형의 위헌 여부 판단에서 “생명권에 대한 제한은 

곧 생명권의 완전한 박탈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사형이 비례의 원칙에 따라서 최소

한 동등한 가치가 있는 다른 생명 또는 그에 못지 아니한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

한 불가피성이 충족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한, 그것이 비록 생명을 빼앗는 

형벌이라 하더라도 헌법 제37조 제2항 단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

다.”121)라고 하여 상대설을 취하였다. 과잉금지원칙 외에 따로 본질내용 침해 여부를 

117) 강태수, “기본권의 보호영역, 제한 및 제한의 한계”, 한국에서의 기본권이론의 형성과 발전(연천허

영박사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1997, 143면; 김대환, 기본권제한의 한계, 법영사, 2001, 289-292

면; 김선택, 앞의 논문(각주 24), 159면; 성낙인, 앞의 책(각주 36), 1007면; 양  건, 앞의 책(각주 

25), 312면; 정태호, 앞의 논문(각주 70), 295-296면.

118) 강태수, 앞의 논문(각주 117), 142-143면; 같은 사람, 앞의 논문(각주 80), 11-13면; 김대환, 앞의 

책(각주 117), 294-307면; 김선택, 앞의 논문(각주 24), 159면; 김철수, 앞의 책(각주 36), 440면; 

정태호, 앞의 논문(각주 70), 314-322면; 홍성방, 앞의 책(각주 74), 500면.

119) 계희열, 앞의 책(각주 37), 161-162면; 권건보, 앞의 논문(각주 28), 14-16면; 성낙인, 앞의 책(각주 

36), 1006면; 양  건, 앞의 책(각주 25), 313면; 이준일, 앞의 책(각주 37), 353-354면; 장영수, 앞의 

책(각주 31), 517면. 헌법 제37조 제2항 단서의 “본질을 침해할 수 없다.”라는 구문을 과잉금지원

칙 중 방법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자는 견해[정주백, 

앞의 논문(각주 27), 247-249면]는 과잉금지원칙의 근거로 달리 찾아 그대로 두면서 본질내용 침

해 금지를 무력화한다는 점에서 상대설을 달리 설명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120) 헌재 1991. 7. 22. 89헌가106, 판례집 3, 387, 433.

121) 헌재 1996. 11. 28. 95헌바1, 판례집 8-2, 537,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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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하지 않는 헌법재판소 태도는 절대설로는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있다.122) 

헌법재판소 소수의견 중에는 기본권을 그 내용이 본질적인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중층적 구조로 구성된 기본권과 성질상 본질적인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구별되지 

않은 기본권으로 나누어 전자에만 헌법 제37조 제2항 후단의 본질내용 침해 금지가 적

용된다는 것이 있다.123) 이 소수의견에 대해서는 생명보호 문제를 인간의 존엄이나 신

체의 자유 문제로 다루면 본질내용 침해로 위헌이 되나, 생명권을 독자적 기본권으로 

도출하여 생명권 문제로 다루면 위헌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모순적 상황이 초래되고, 

본질이 침해되더라도 본질만으로 구성된 기본권은 위헌이 아니고, 본질적인 부분과 그

렇지 아니한 부분으로 구성된 기본권은 위헌이라는 기이한 결론에 이르게 되며, 일반

적으로 본질내용 침해 금지는 본질이 침해되면 위헌이라는 원칙으로 이해되고, 무엇이 

본질인지는 논의될 수 있으나, 본질만으로 구성된 기본권에서는 본질이 침해되어도 본

질이 침해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124)

본질내용의 보장대상과 관련하여서는, 기본권의 1차적 성격은 개인의 기본권을 국가

의 침해에서 방어하는 데 있어서 기본권 침해 여부는 해당 기본권을 원용하는 주체를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주관설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본

질내용 보장내용과 관련하여서, 상대설은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비례성원칙과 같아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본질내용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고 별도로 규정한 취지가 사

라지므로 기본권 제한에서도 개별 기본권마다 침해할 수 없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보는 절대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1972년 헌법에서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를 

삭제하여 기본권을 짓밟았던 경험이 있는 한국 헌법에서는 본질내용의 보장내용을 비

례성원칙과 실질적으로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은 규정취지를 몰각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2) 본질내용 침해 여부 검토

생명권은 본질적인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의 구별이 없는 기본권이라서 헌법 제37

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없고, 생명권이 형벌이라는 방법으로 영향력을 받게 될 때 그 영

향력이 헌법 제12조 제1항의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내려지면 그 결과에 따른다

는 견해125)가 있다. 그러나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의 적용 대상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라는 점에서 이러한 견해는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기본권의 본질내용에 관해서 

객관설이나 상대설을 따르면 아직 본질내용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다. 

122) 정주백, 앞의 논문(각주 27), 241-242면.

123) 헌재 2010. 2. 25. 2008헌가23, 판례집 22-1상, 36, 880.

124) 정주백, 앞의 논문(각주 27), 243-244면.

125) 김경제, 앞의 논문(각주 25), 77-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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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주관설과 절대설에 따라 판단하면, 생명권의 본질은 생명 그 자체이며 생명권 

제한은 곧 생명권 박탈을 뜻한다. 따라서 생명권을 제한하는 사형제도는 생명권의 본

질내용을 침해한다. 생명권이 제한되는 예외적인 때도 생명권의 본질내용 침해가 있다

고 볼 수 있지만, 이러한 때는 생명권 서로 간의 충돌로서 국가가 두 생명권을 모두 보

호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하나의 생명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국가의 기본권 

보호도 국가가 보호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할 때에 생명권의 본

질내용 침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바. 국가의 생명보호의무 위반 여부

헌법 제10조 제2문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여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를 규정한다. 이 조항은 헌법 제

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라는 조항과 더불어 국민의 생명에 대한 

국가의 특별한 보호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이해된다. 형벌의 한 종류인 사형은 그 대상

인 범죄자를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하려고 그의 생명이라는 법익을 박탈하는 제도이다. 

만약 사형 집행 후 오판으로 밝혀지면 이미 침해된 생명 법익은 원천적으로 회복할 수 

없다. 그런데 재판은 인식능력이나 판단능력에서 옹글(완벽할) 수 없는 인간이 운영하

는 것이고, 아무리 성실하게 재판에 임한다고 하더라도 오판 가능성을 옹글게(완벽하

게) 배제할 수 없다. 역사적으로 살펴봐도 사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무죄로 밝혀

지는 일이 적지 않았다.126)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이 “사형 

집행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집행 전 구금에 대한 보상금 외에 3천만원 이내에서 모

든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더하여 보상한다.”라고 규정

하는 것은 이미 국가 스스로 오판 가능성을 시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나아가 사형판결

을 받고 집행되는 사람은 성장기에 아무런 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였고, 범행 후에도 

자력이 없어 충분한 법률적 조력을 받지 못하는 이른바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사람들

이 대부분임이 밝혀졌다. 이는 사형이라는 형벌 운용에서 적정한 법 운용이 이루어지

지 못한 것이 아닌지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사형제도를 존치

시키고, 나아가 형법과 군형법에 광범위하게 사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가가 

생명보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생명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분명한 국가의 생명보호

126) 오판 실례는 류지영, “사형폐지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134-15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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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위반이다.

그리고 사형을 선고받는 사람이 소수이므로 사형제도 폐해가 크지 않다고 주장할 수

도 있다. 그러나 생명보호의무가 있는 국가는 아무리 소수, 아니 단 한 명이라도 그 생

명을 소홀히 대할 수 없다. 그리고 현대 민주주의국가에서 모든 사람의 생명은 평등하

므로 더 많은 사람을 위해서도 사람의 생명은 함부로 무시될 수는 없다. 따라서 ‘몇 명

의’ 생명이 사형제도를 통해서 사라지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이 사

라진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국가가 보호할 수 있을 때) 아무리 소수의 생명을

(심지어 오직 한 사람의 생명만) 보호하지 못하더라도 국가는 생명보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이다.

Ⅴ. 사형제도의 개선방안과 대안

1. 사형제도 폐지가 관철되기 어려운 현실

앞에서 검토한 것처럼 사형제도는 헌법에 어긋난다. 따라서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하지만 사형폐지법 통과가 요원한 국회나 굳게 합헌의견을 고수하는 헌법재판소

나 대법원의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이론적으로 확실해도 현실적인 관철은 아직 어려

워 보인다. 그것은 합헌론이 신봉하는 사형제도의 종교유사적 환상에서 비롯된다고 생

각한다. 이러한 점은 합헌론 근거가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며 논증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불가능한 사형제도 폐지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관철할 방법이나 과도기적 단계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현재 법감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국민 일반의 여론을 환기하여 사형제도 폐지를 앞당기는 길이 될 수 

있다. 여기서는 현행법에서 가능한 사형제도의 개선책을 살펴보고, 입법적인 개선책과 

대안을 검토하기로 한다.

2. 현행법에서 가능한 사형제도 개선

가. 현행법에서 최선책 모색

사형제도가 엄연히 존속하는 현실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사형 선고나 집행을 최소

화하는 것뿐이다. 즉 사형 선고를 신중히 하여 사형 선고를 최소화하거나 아예 사형 선

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사형 선고가 내려져도 그 집행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감형할 수도 있다. 사형 선고 측면에서 사형 선고 신중과 상소 포기 확인이 논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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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사형 집행 측면에서 사형 집행 보류와 특별감형을 검토할 수 있다.

나. 신중한 사형 선고

사형은 형벌 중에서도 가장 중하고 오판을 하였을 때 원상회복하거나 피해보상을 전

혀 할 수 없다. 따라서 사형 선고는 어떠한 형벌보다도 더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 그를 

위해서 사형 선고에 필요한 증거는 아무런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실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의심의 여지가 있는 증거만 있으면 사형 선고를 할 수 없어야 한다. 

그리고 고려할 수 있는 모든 사정과 상황을 빠짐없이 검토하여 사형 선고를 내릴 것인

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사회적 상황이나 국민 여론 그리고 사회적 필요성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유동적인 사회적 상황이나 국민 여론 그리고 사회적 필요성

은 피고인의 책임과 무관하여서 형의 종류나 형량을 결정할 근거로 삼을 수 없기 때문

이다. 헌법재판소는 “사형이란 형벌이 무엇보다 고귀한 인간의 생명을 국가가 법의 이

름으로 빼앗는 일종의 “제도살인(制度殺人)”의 속성을 벗어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우

리의 형사관계법령에 폭넓게 사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들 법률조항들(반대

의견의 <별지 3> 참조, 모두 89개조항임)이 과연 행위의 불법과의 간에 적정한 비례관

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할 것임은 물론 나아가 비록 법정형으로서

의 사형이 적정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선고함에 있어서는 특히 신중을 기하여야 한

다는 생각이다.”127)라고 하여 사형 선고를 신중히 하여야 한다고 한다. 대법원도 마찬

가지로 “사형은 인간존재의 근원이 되는 생명자체를 영원히 박탈해버리는 냉엄한 극형

으로서 그 생명을 존치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돼야 할 궁극의 형벌

이므로 사형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범행의 동기, 태양, 죄질, 살해의 수단, 방법의 집요

성, 잔악성,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 피해감정, 범인의 연령, 전과, 범행후의 정황, 

범인의 환경, 교육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죄책이 심히 중대하고 죄형의 균형이

나 범죄의 일반적 예방의 견지에서도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형의 선

택도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128)이라고 하여 사형 선고를 신중히 하여야 한다고 한

127) 헌재 1996. 11. 28. 95헌바1, 판례집 8-2, 537, 548.

128) 대법원 1985. 6. 11. 선고 85도926 판결(집33-2, 526; 공1985, 1038). 동지 판례: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240 판결(집35-3, 698; 공1987, 1742); 대법원 1992. 8. 14. 92도1086 판결(공1992, 

2709); 대법원 1995. 1. 13. 선고 94도2662 판결(공1995상, 940); 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도

1507 판결(공2000하, 1907);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736 판결(공2001상, 913);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24 판결(집51-1, 676; 공2003하, 1566). 그리고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5도

12980 전원합의체 판결(공2016상, 523):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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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입법자 권

한에 속하더라도, 형벌은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적절한 비례성을 지켜야 하는바, 

군대 안 명령체계 유지 및 국가방위라는 이유만으로 가해자와 상관 사이에 명령복종관

계가 있는지를 불문하고 전시와 평시를 구분하지 아니한 채 다양한 동기와 행위태양의 

범죄를 같게 평가하여 사형만을 유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하는 ‘상관을 살해할 때 사형만

을 유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하는’ 군형법 제53조 제1항은, 범죄의 중대성 정도와 비교

하면 심각하게 불균형적인 과중한 형벌을 규정함으로써 죄질과 그에 따른 행위자의 책

임 사이에 비례관계가 준수되지 않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려는 실질

적 법치국가의 이념에 어긋나고, 형벌체계상 정당성을 상실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

정하였다.129)

다. 상소 포기 확인

사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는 상소를 포기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49조 제1항 

단서). 이것은 사형이 피고인의 생명을 빼앗는 극형으로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사

형 선고를 신중히 하자는 것이다. 즉 상급법원 재심리를 통해서 사형 선고가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이 자포자기하여 상소를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상소 포기는 상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이므로 상소권 불행사와 다르다. 따라

서 사형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상소하지 않으면 사형판결이 확정된다. 이것은 사형 선

고를 신중히 하고자 하는 본조항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 형사소송법 제349조 제1항 

단서의 입법취지를 살리고 법원의 신중한 사형 선고 의지를 확인하려면 법관이 피고인

에게 상소 포기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피고

인이 상소를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형판결에 대해서는 필요적으로 상소가 이루어지게 

된다.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형의 선고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

51조가 규정한 사항을 중심으로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

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심리하여

야 하고, 그러한 심리를 거쳐 사형의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사정이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 한하

여 비로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도354 판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8980 판결 등 참조).”

129) 헌재 2007. 11. 29. 2006헌가13, 판례집 19-2,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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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형 집행 보류

사형은 법무부 장관의 집행 명령에 따라서 집행한다(형사소송법 제463조). 사형 집

행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65조 제1항). 

하지만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되고 나서 현재까지 사형 집행이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은 현재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사

형 판결부터 사형 집행까지 통상 2년여가 걸렸다. 따라서 6월 이내라는 기간 제한은 이

미 사문화하여 법무부 장관이 사형 집행 명령을 내리지 않고 언제까지나 보류시킬 수 

있다. 만약 법무부 장관이 법원의 사형 선고가 있어도 사형 집행을 보류시킨다면 사형

제도가 계속 존속하더라도 사형이 시행과정에서 무기징역으로 변질한다. 그러나 이러

할 때도 사형 집행 가능성은 계속 있으므로 사형의 위하력은 남는다. 그리고 일반인은 

사형 선고에만 관심을 두고 그 집행에는 무관심한 것이 일반적이므로 일반인의 감정에

도 배치되지 않는다. 또한, 이를 통해서 사형제도를 폐지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사전

에 살펴볼 기회가 제공되고, 오판 시정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사형제도가 

존속하는 동안에 사형 선고는 허용하되 사형 집행을 보류하는 것은 사형제도 폐해를 

방지하는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마. 특별감형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 대통령은 감형할 수 있다(헌법 제79조, 사면법 제3

조 제2호, 제9조). 따라서 사형제도가 있더라도 대통령이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모두 

무기징역으로 감형시킨다면 사형을 폐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사면권 

남용은 법원의 사형판결을 무력화하여 사실상 사형을 폐지하는 것이므로 개선 가능성

이 보일 정도의 행형 성적과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 등을 고려하여야 하거니와 극히 

제한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130) 하지만 사형제도의 위헌성에 비추어 

사형제도가 폐지되기 전에는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 모두를 감형할 필요가 있다. 그러

나 국민의 법감정 등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일반 국민의 공분을 사는 흉

악범 등을 배제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출 때만 선별적으로 감형하는 방법을 과도기적

으로 생각할 수 있다.

130) 서석구, 나는 왜 사형존치론자가 되었나, 월간조선사, 2003, 223면.



사형제도의 위헌성  153

3. 입법론적 개선과 대안

가. 바람직한 입법방향

헌법 제110조 제4항 단서는 사형제도를 (제한된 범위에서) 법률로 규정할 수 있음을 

규정할 뿐이지 사형제도를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형제도의 위헌성에 비추어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서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입법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사형제도 폐지를 지향하면서 과도기적인 법률의 제･개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입법방향에는 ① 사형 선고를 신중하게 하는 입법(자동상소제, 사형 선고

의 만장일치제), ② 사형제도 폐해를 제거하는 입법(재심 기회 확대, 사형대상 범죄 축

소), ③ 과도기적인 사형폐지입법(사형의 시험적 폐지, 사형집행유예제도)을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④ 사형제도의 대체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자동상소제

형사소송법 제349조 제1항 단서는 사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는 상소를 포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소하지 않으면 사형판결이 확정되는 문제점이 있

다. 따라서 사형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상소하지 않더라도 사형 선고를 신중히 하려면 

자동으로 상소가 되는 자동상소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 상소하더라도 사

형이 확정될 사건에서 심리적인 불안정상태 지속을 강제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바람직

하지 않고, 사형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 사법부의 헛수고만 강요한

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 오판을 하나라도 바로 잡을 수 있다면 

피고인의 존엄과 생명권의 가치에 비추어 도입 필요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다. 사형 선고의 만장일치제

사형 선고에 법관의 만장일치를 요구하여 사형 선고를 신중히 하도록 할 수 있다(예

를 들어 스위스 군형법 제146조). 이렇게 하면 누구에게나 명백하지 않으면 사형을 내

릴 수 없으므로 사형의 최후수단성을 살리면서 사형 선고를 억제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서 이것은 소수의견이 다수의견을 지배하는 결과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의결권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구하도록 하는 것은 모두 소수의견이 

다수의견을 지배하는 성격이 있는데도 헌법을 비롯하여 다양한 실정법이 규정한다. 이

것은 신중한 결정을 하도록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것인데 사형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사형에 반대하는 소수의견이 사형에 찬성하는 다수의견을 지배한다고 하여 전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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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이 없다.131)

라. 재심 기회 확대

재심은 법적 안정성을 흔드는 것이므로 정의 요청이 강할 때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즉 형사절차 1회성 원칙은 개인은 물론 법원과 일반인의 이익을 위해서 불가결한 것이

므로 확정판결을 다시 심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재심사유

는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사유에 국한된다. 하지만 사형은 사후에 원상회복이 절대적

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다른 형벌과 비교하여 재심 기회를 확대해 줄 필요성이 크

다. 따라서 허위증거 증명이나 새로운 증거 발견을 완화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즉 

사형에서는 예외적으로 허위증거일 가능성이 있거나 기존 증거의 새로운 해석 가능성

이 나타나거나 사형 선고 판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증거가 나타날 때도 

재심을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재심 신청이 급증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형 선고 자체가 매우 적고 피고인의 존엄과 생명권의 가치가 매우 

중하다는 점에서 재심 기회 확대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마. 사형대상 범죄 축소

사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형벌의 보충성이라는 특성과 사형이 형벌 중 가장 중한 

것이라는 점 그리고 사형이 침해하는 생명이라는 가치를 고려할 때,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아주 예외적일 때만 사형을 선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사형이 차별적이거나 

자의적으로 선고된다면 위헌이다.132) 또한, 여러 범죄에 광범위하게 사형을 규정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먼저 ① 사형이 허용되는 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국민 일반의 의

식이 약해지고 사형 집행 공포에 대해서 국민이 무감각해져서 일방예방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수 없다. 따라서 사형제도의 의의가 감소할 것이다. 다음 ② 사형을 과할 수 있

도록 규정된 범죄가 그 죄질과 최신 경향 등에 비추어 사형을 선고하기 곤란하면 사형

을 규정한 법문이 사문화할 것이다. 끝으로 ③ 사형을 허용하는 특별법규를 너무 많이 

만들면 기존 법체계에 혼란을 가져와 범죄 사이의 형량 균형을 깨뜨릴 염려가 있

다.133) 게다가 한국과 같이 아직 정치윤리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사회적 특수성을 

이유로 독재정권이 계속되었던 정치구조를 고려하면 사형이 정치적 반대자를 제압하는 

131) 오영근, 앞의 책(각주 93), 509면.

132) Furman v. Georgia 408 U.S. 238 (172) 더글라스(Douglas), 브레넌(Brennan) 대법관의 찬성의견.

133) 이상 김종덕, “사형제도의 개선방안”,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제20집, 2005, 27-28면; 최근혁･가재

창, “사형폐지론에 관한 연구”, ｢충남대 법률행정연구소 논문집｣ 제14권, 1986, 66-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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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은 매우 크다.134) 따라서 사상범이나 정치범에 대한 사형은 그 

한도를 무기징역으로 낮추어 후일 국민의 진정한 심판을 받을 여지를 남겨 두어야 할 

것이다.135)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한국은 사형대상 범죄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때를 

넘어 너무 많이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사형대상 범죄를 생명을 보호하는 데 불가결한 

때로 대폭 축소할 필요가 있다.136) 헌법재판소도 반국가적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자

에 대한 법정형의 최고를 사형으로 규정한 국가보안법 제1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

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아무리 중벌이 요구된다 하더라도 사형이라는 형벌은 비례

의 원칙에 따라서 최소한 동등한 가치가 있는 다른 생명 또는 그에 못지 아니한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성이 충족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헌재 1996. 11. 28. 95헌바1, 판례집 8-2, 537, 546), 단지 반국가적 범죄를 반복하

여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범한 죄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과 같이 비

교적 경미한 범죄라도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법정형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현저히 상실하여 정당성을 잃은 것이고, 이러한 형의 불균형은 반국가적 범

죄로부터 국가 및 국민을 보호한다는 위와 같은 입법목적으로도 극복할 수는 없는 것

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정할 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형벌이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정하여야 한다는 실질적 법치국가

의 이념에 반한다. 물론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사형을 선고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관

의 양형재량권 범위 내에 속하는 문제이므로 법정형에 사형을 추가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논리도 가능하다. 그러나 법정형의 문제에 있어 상한과 하한은 모두 결

정적으로 중요한 것이고, 양형재량권은 법정형의 상한과 하한이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정해져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법정형의 상한을 사형으

로 정함으로써 사형 선고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137)라고 하여 사형의 무분별한 확대를 지적하였다.

바. 사형의 시험적 폐지

사형의 완전폐지를 위한 과도기적 단계로서 몇 년간에 걸쳐 사형을 시험적으로 폐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사형을 시험적으로 폐지해 봄으로써 일시에 사형을 폐지할 

때 예상할 수 있는 부작용과 충격이 실제로 있는지를 미리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이 

134) 진보당 당수 조봉암과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선고가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135) 김인선･한용순, 앞의 논문(각주 20), 36면.

136) 이에 관한 명시적 검토로는 헌재 2010. 2. 25. 2008헌가23, 판례집 22-1상, 36, 70-74 재판관 민형기

의 합헌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137) 헌재 2002. 11. 28. 2002헌가5, 판례집 14-2, 600,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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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에 나타나는 문제점과 개선되어야 할 점을 검토하여 이를 보완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서 현재 사형 폐지에 관해서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진실을 알려줄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따라서 사형의 시험적 폐지는 사형 폐지 

시기를 앞당기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사형 폐지 시기를 결정하는 데도 좋은 참고자료

가 될 것이다.138)

사. 사형집행유예제도

사형집행유예제도란 사형수에게 사형을 바로 집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 사형 집행을 

보류하였다가 해당 기간의 수형 생활에 따라 무기징역이나 유기징역으로 감형하는 제

도를 말한다. 사형집행유예제도는 중국에만 있다. 중국에서는 사형선고를 받은 범죄자

에 대해서 바로 즉시 집행하여야 하는 때가 아니면 사형선고를 함과 동시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할 수 있다(중국 형법 제48조). 사형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집행유예기

간에 고의범죄를 범하지 않으면 2년 만기 후 무기징역으로 감형하고, 중대한 공적이 확

실히 있으면 2년 만기 후 25년 유기징역으로 감형하며, 고의범죄를 범하고 조사결과 그

것이 사실로 밝혀진 사람은 최고인민법원 심사를 거쳐 사형을 집행한다(중국 형법 제

50조).139)

사형집행유예제도를 도입하여 사형제도 폐해를 줄이자는 주장에 대해서 사형집행유

예제도는 광대한 국토에 수많은 국민을 상대로 법질서를 확립하여야 하는 중국의 특수

한 현실을 고려하여 그에 따르는 병폐를 바로잡는 방편으로 도입한 제도라고 하면서 

사형 선고와 집행을 극히 신중하게 하는 실정을 보더라도 선고와 집행 사이 기간이 2

년이 넘는 한국 현실에 이를 도입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140) 그리고 

오판으로 사형 선고하는 것을 안이하게 생각하여 오히려 더 많은 사형 선고를 조장할 

수 있고, 오히려 사형 폐지를 보류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도 있다.141) 142) 하지만 

사형보류제도 도입은 급속한 사형제도 폐지에 따른 국민 반감을 누그러뜨릴 수 있고, 

사형폐지 전 단계로서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불안감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무기징역

의 사형대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오판 가능성에 대한 구제 가능성을 열어

138) 김인선･한용순, 앞의 논문(각주 20), 36-37면; 한인섭, 앞의 논문(각주 97), 42면.

139) 이상 김경찬, 앞의 논문(각주 97), 121-122면; 이진권, “중국형법 제8차 개정의 주요 내용과 특징 

고찰”,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제48집, 2012, 284-285면 참조.

140) 서석구, 앞의 책(각주 130), 222면.

141) 김인선･한용순, 앞의 논문(각주 20), 35면; 한인섭, 앞의 논문(각주 97), 44-45면.

142) 사형집행유예제도에 관한 찬반론의 대략적인 정리는 손해목, “사형제도론 하”, ｢고시연구｣ 제10

권 제12호(통권 제117호), 1983. 12., 42-4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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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는다는 의미도 있고, 범죄자가 개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에게도 교화･개
선할 여지를 남겨주며, 해당 범죄에 관한 사회여론 변화나 법적 판단 변화 가능성을 고

려할 수 있다. 특히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되는 사형에 대한 확실한 견제장치가 될 수 

있고, 사형판결을 신중하게 하는 절차적 적법성이 보장되며, 사형을 시험적으로 폐지하

는 효과가 발생한다.143) 따라서 사형집행유예제도는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과도기적 

제도로서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144)

아. 사형제도 대체

사형제도를 폐지하면 이를 대체할 형이 문제 된다. 사형을 대체할 형은 사형이 담당

한다고 주장되는 기능을 수행할 의의와 가치가 있어야 한다. 형법체계에서 사형 다음 

형은 무기형이므로 무기형이 대체형으로 먼저 검토될 수 있다. 무기형은 형기가 무기이

므로, 생명이 다할 때까지 수형자로 될 가능성이 있고, 가석방이 없는 한 자연사할 때

까지 자유가 박탈된다는 점에서 독일의 종신형과 근본적인 점에서 차이가 없다. 그러나 

독일 형법 제57a조를 따르면 종신형을 받은 사람은 15년을 복역하고, 형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그 집행을 계속하여야 할 특별히 무거운 책임이 없으며, 일반인 안전을 고려

하여 가석방을 하여도 문제가 없고, 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동의하면 보호관찰을 조건

으로 가석방될 수 있다. 이에 반해서 한국은 무기형 집행 중인 사람이 그 행상이 양호

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할 때 20년 이상의 수형생활을 하면 행정처분으로 가석방할 수 

있다. 이러한 한국 무기형은 문제가 있다. 먼저 ① 무기형을 가석방할 때, 수형자의 범

죄 책임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무조건 20년 이상 수형생활을 하고 개전의 정이 있으

면 가석방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제아무리 반인륜적 흉악범죄인이더라도 수형자가 

143) 이상 김영옥, 앞의 논문(각주 96), 213-214면; 한인섭, 앞의 논문(각주 97),44-45면.

144) 범행에 상응한 죗값을 선고하여야 범죄자는 바람직한 속죄를 할 수 있고, 일반 국민의 규범의식

을 올바르게 강화할 수 있으므로, 법관에게는 적어도 범죄에 상응한 형벌을 범죄자에게 선고하여 

그 죗값을 인식하도록 할 의무가 있고, 수많은 무고한 국민을 아주 이기적인 동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사람에게 상응하는 죗값은 사형이어야 하며 법관은 적어도 이를 범죄자에게 선고하여야 

범죄와 형벌 사이의 정의가 실현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사형제도가 법정형으로서 존치되

어야 하고, 사형이 선고되어도 그 집행이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모든 사형수에게 

원칙적으로 일정 기간 그 집행을 연기하면서 그 사람의 개선효과를 재평가하여 무기형으로 감형

할 수 있도록 하는 중국의 사형집행연기제도를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는 손동권･김재윤, 

새로운 형법총론, 율곡출판사, 2011, 676면. 사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형법전에 별도로 규정하기

보다는 형사소송법 제465조 제1항을 “사형집행의 명령은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야 할 수 

있다. 또한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후 사형 집행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는 감형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견해로는 박기석, “사형제도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47호, 20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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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행상이 양호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하기만 하면 그 요건이 충족되어 가석방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러한 제도는 무기수를 가석방할 때, 그의 책임이 형 계속 

집행을 요구할 정도인지를 검토할 필요도 없이 가석방 조건만 충족되면 가석방할 수 

있어서 그 결과 일반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지 못할 뿐 아니라 책임제도에도 상응하

는지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다음 ② 헌법상 인신의 구속과 석방 문제는 근본적으로 법

원이나 법관이 행사할 수 있는데도 무기수 가석방 문제는 현행 실정법을 따르면 행정

처분으로 가능하여 이 역시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행정처분은 언제나 합법적으로만 

이루어지기보다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좌우되기 쉽기 때문이

다. 따라서 현행법의 무기형으로 사형을 대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145)

종신형은 수형자가 자연사할 때까지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로서 가석방을 할 수 없는 

절대적 종신형과 가석방을 할 수 있는 상대적 종신형으로 구분된다. 이중 가석방이 없

는 절대적 무기형도 사형의 대체형으로 선택하기 곤란하다. 먼저 ① 헌법 제37조 제2항

에서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라고 명시하여 어떠한 자유형도 기본적으로 

가석방이 가능한 자유형을 전제한다. 따라서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제도를 인정하

는 것은 수형자 신체의 자유의 본질내용을 침해할 수 있고 아울러 수형자의 사회복귀

를 전제로 하는 자유형의 사상과 원칙적으로 모순된다. 다음 ② 장기간의 자유형 집행

으로 반드시는 아니지만, 개별적으로 정신적 장애가 발생하여 인격 퇴화, 유년단계로 

퇴보, 사회생활 적응력 상실 등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20년 이상 구금생활은 수형자

를 정신적･육체적으로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146) 헌법재판소는 사형과 비교

하면 절대적 종신형이 생명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인도적이라고 할 수는 있으나, 절대적 

종신형도 자연사할 때까지 수용자를 구금한다는 점에서 사형에 못지않은 형벌이고, 수

형자와 공동체의 연대성을 영원히 단절시킨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한다.147) 독

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존엄성에 들어맞는 형 집행이 되려면 종신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언제나 다시 자유를 회복할 기회가 남아 있어야 하는데, 사면 가능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하여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위헌이라고 하였다.148)

145) 이상 허일태, 앞의 논문(각주 21), 228-230면 참조.

146) 이상 이승준, “사형폐지와 새로운 상대적 종신형의 채택”, ｢연세대 법학연구｣ 제17권 제3호, 2007, 

141-142면; 조 국, 앞의 책(각주 30), 25면; 허일태, 앞의 논문(각주 21), 232면.

147) 헌재 2010. 2. 25. 2008헌가23, 판례집 22-1상, 36, 64.

148) BVerfGE 45, 187 (192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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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절대적 종신형 도입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149) 이 견해는 먼저 ① 사회

방위를 위해서 재범 가능성이 아주 크거나 그의 반인륜적 행위에 대한 책임성이 형 집

행을 계속 요구하는 범죄인데도 무조건 일정 시점에 가석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정당

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한다. 다음 ② 절대적 종신형으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형사정책적 측면과 인권보장 한계라는 측면의 적절한 비례관계에 따라서 해결

될 문제라고 한다. 그리고 ③ 절대적 종신형을 두더라도 종래 무기형이 계속 존속하는 

한, 절대적 종신형 폐단은 상당 부분 감소할 거라고 한다. 또한, ④ 아무리 절대적 종신

형을 선고하더라도 절대적 종신형에 대해서 사회가 수용할 만한 개전의 정이 있는 한 

특별사면을 통해서 면제될 가능성이 크므로 절대적 종신형의 위헌성 문제는 상당 부분 

상쇄할 것이라고 한다. 끝으로 ⑤ 절대적 종신형을 채택할 때 발생하는 위헌문제는 헌

법재판에 따라서 결정되고, 만약 위헌으로 판단된다면 그때 가석방이 가능한 상대적 

종신형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면 될 거라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 ① 가석방 심사를 엄격하게 하여 일정한 요건

을 갖출 때만 가석방을 허용한다면 재범 가능성이 아주 높거나 그의 반인륜적 행위에 

대한 책임성이 형 집행을 계속 요구하는 범죄자가 가석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② 

수형자의 위험성이 사라져 구속할 필요가 없을 때도 적절한 비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③ 다른 형벌 선택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절대적 종신형을 선택하였

을 때의 폐단이 감소하지 않는다. ④ 특별사면을 요구할 권리가 없고 특별사면이 강제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특별사면 가능성만으로는 사회복귀 가능성을 인정하기는 곤란하

다. ⑤ 헌법재판을 통한 위헌심사 가능성이 위헌법률 제정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석방이 허용되는 종신형으로 사형을 대체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때 가

석방이 가능한 시기는 종래 무기형보다 더 오랜 기간을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무기형

에서는 20년이 지나야 가석방할 수 있고(형법 제72조 제1항), 유기형의 최고 30년인 

점을 고려하면, 최소 30년이 지나야 가석방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150) 

이때 가석방 심사는 수형자의 위험성이 옹글게(완벽하게) 제거되었음을 철저하게 판단

할 수 있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이러한 가석방 심사는 반드시 법원이 담

당하되 합의부 전원이 찬성할 때만 가석방을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149) 허일태, 앞의 논문(각주 21), 233-234면.

150) 최소복역 기간을 20년으로 설정하자는 견해로는 박기석, 앞의 논문(각주 144), 22-23면; 윤영철, 

앞의 논문(각주 28), 278면. 그리고 가중된 무기형이 상대적 종신형으로 타당하므로 최소복역 기

간을 25년으로 하자는 견해로는 주호노, 앞의 논문(각주 28), 615면.



160  法學論叢 (第38卷 第1號)

Ⅵ. 결론 - 성숙한 사회와 사형제도

현재 세계의 반이 훨씬 넘는 국가가 사형을 법적으로나 사실적으로 폐지하고 있

다.151) 그리고 그 숫자는 매년 한두 나라씩 계속 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사형

제도 폐지는 이제 세계적 대세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은 끊임없이 사형폐지운

동이 전개되는데도 아직 사형폐지의 날은 멀게만 느껴진다. 그러나 굳건히 사형제도 

합헌을 주장하던 대법원이 신중한 사형 선고를 거듭 천명하고,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

법의 사형가중조항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내렸으며, 국회에는 사형제도폐지법안이 계속 

제출되고, 최근 개헌 논의에서 사형폐지를 헌법에 명시하자는 주장이 제기된다. 분명 

어떤 변화의 조짐이 있다. 사형이 국가 시작부터 존재하면서 일반적인 형벌로서 잔인

한 집행방법을 채택하여 오다가 인류 문명이 발달하면서 예외적인 형벌로 바뀌고 집행

방법이 덜 잔인한 것으로 바꾸었다는 점은 사형제도는 성숙한 사회와 반비례관계가 있

음을 보여준다. 성숙한 사회는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를 뜻한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사

형제도를 이성적으로 접근하면 사형제도는 국가형벌권 측면이나 인간의 존엄성 측면, 

생명권 측면 어떠한 측면에서도 정당화할 수 없는 제도이다. 하지만 사형제도는 응보

와 일반예방에 현혹된 이른바 법감정이라는 감성의 힘 때문에 존속한다. 그러나 사형

제도의 위헌성에 관한 정보가 보편화하고 성숙한 이성적 사고로 사형제도의 종교적 환

상이 깨진다면 이러한 이른바 법감정도 성숙한 모습으로 나타나 사형제도를 거부할 것

이다. 그리고 그때 한국은 성숙한 사회로서 세계적 흐름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다. 따

라서 그러한 성숙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사형제도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널리 알

리고, 사형제도 폐해를 줄이고 사형제도 환상을 깰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실천하여

야 한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더 많은 자유와 권리를 누리며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한국에서 사형제도는 사라질 것이다.

151) 국제인권위원회의 최근 정보를 따르면 법률적 또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은 140개국이고, 사형존

치국은 58개국이다[https://amnesty.or.kr/what-we-do/death-penalty/ (2018. 1. 9.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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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사형제도의 위헌성

사형은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형벌이다. 그러나 사형은 자유형이나 벌금형 등의 다

른 형벌과 달리 범죄자의 법익 중 일부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존 근원인 생명 

자체를 옹글게(완벽하게) 빼앗아 종국적으로 모든 법익을 박탈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사형은 국민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이다. 따라서 생명박탈권

이 국가권력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국가가 어떠한 내용과 절차로 사형의 정당성과 필요

성을 포장한다고 하여도 사형을 규정한 자체가 국가권력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당연히 

위헌이 된다. 형벌권은 국가가 독점하고 국가 이외의 어떤 개인이나 단체도 행사할 수 

없다. 이러한 형벌권도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여 개인과 집단의 법익을 보호하는 데 목

적이 있다. 국가가 개인 생명을 박탈하여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국가를 창설한 

본질에 어긋난다. 그러므로 국가 형벌권에는 생명박탈권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그

리고 사회계약 대상은 인간이 처분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개인은 

사회계약을 통하여 국가에 생명을 박탈할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따라서 사회계약을 

근거로 사형제도를 정당화할 수 없다. 또한, 확인되지 않거나 확인할 수 없는 국민의 

법감정은 사형제도를 정당화할 근거가 될 수 없다. 더하여 헌법 제110조 제4항 단서는 

소극적으로 사형제도 도입 가능성을 허용하는 데 불과하다. 따라서 헌법 제110조 제4

항 단서는 ‘비상계엄 아래 군사재판’에서 특정한 범죄를 제외하면 사형을 헌법이 허용

하는 근거로 삼기 어렵다.

사형은 사형을 당하는 당사자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로지 다른 사람의 범행 

방지라는 일반예방이나 사회방위만을 지향하는 형벌에 불과하다. 따라서 사형에서 사

형수는 자기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국가의 형사정책적 수단으로 전락한다. 이처럼 사형

은 인간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다루므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 사형제도 운영에 

관계하는 사람들도 사형제도 운영의 수단으로 이용됨으로써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자

기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옴으로써 자신들의 존엄성을 침해받는다.

생명권은 제한될 수 있으나, 법익형량 대상이 아니라고 보면, 생명권 제한과 관련하

여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성원칙이 문제 되지 않는다. 이때 사형은 생명을 제한할 

수 있는 예외적인 때에 해당하지 않아 사형제도는 위헌이다. 하지만 생명권도 제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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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견해는 일반적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성원칙에 따라 위헌 여부를 심

사할 수 있다고 한다. 응보와 일반예방은 사형제도의 정당한 입법목적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형제도는 특별예방이라는 형벌목적을 포기하므로 사형제도에서 목적의 정당

성은 인정될 수 없다. 사형제도는 수단의 적합성과 최소제약성 그리고 법익균형성을 모

두 충족하지 못하여 수단의 비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기본권의 본질내용에 관해서 객

관설이나 상대설을 따르면 아직 본질내용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다. 하

지만 주관설과 절대설에 따라 판단하면, 생명권의 본질은 생명 그 자체이며 생명권 제

한은 곧 생명권 박탈을 뜻한다. 따라서 생명권을 제한하는 사형제도는 생명권의 본질내

용을 침해한다. 더하여 사형은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생명을 보호하기는커

녕 오히려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어서 국가의 생명보호의무 위반이다.

   

주제어 : 사형, 생명권, 인간의 존엄성, 국가형벌권, 사회계약, 법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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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e Verfassungswidrigkeit der Todesstrafe

Heo, Wan-Jung*152)

Die Todesstrafe ist die älteste Strafe. Im Gegensatz zu anderen Strafen wie Frei- 
oder Geldstrafe wirft die Todesstrafe jedoch ein ernstes Problem auf, da sie nicht nur 
einen Teil des Rechtsguts von Kriminellen begrenzt, sondern alles Rechtsgut beraubt. 
Die Todesstrafe ist die Strafe für die Beraubung des Lebens von Staatsvolk. Wenn 
also der Lebensentzug nicht in die Staatsgewalt einbezogen wird, ist die Todesstrafe 
natürlich verfassungswidrig. Die Strafbefugnis ist ein staatliches Monopol und darf 
keine Person oder Organisation außerhalb des Staates ausüben. Diese Strafbefugnis 
soll auch das Rechtsgut von Einzelpersonen und Gruppen durch Aufrechterhaltung der 
Gemeinschaftsordnung schützen. Es widerspricht dem Wesen des Staates, das Leben 
von Staatsvolk zu berauben. Daher beinhaltet die staatliche Strafbefugnis nicht die 
Befugnis der Lebensentzug. Und der Gegenstand des Gesellschaftsvertrags ist auf das 
begrenzt, was der Mensch veräußern kann. Einzelpersonen können jedoch nicht das 
Recht übertragen, ihrem Leben durch den sozialen Vertrag zu berauben. Folglich kann 
die Todesstrafe nicht auf der Grundlage vom Sozialvertrag gerechtfertigt werden. 
Darüber hinaus kann das unerkannte Rechtsgefühl des Staatsvolks nicht als Recht- 
fertigung für die Todesstrafe dienen. Außerdem erlaubt der Hinweis auf Art. 110 Abs. 
4 S. 2 Südkoreanische Verfassung lediglich die Möglichkeit, die Todesstrafe passiv 
einzuführen. Daher kann diese Bestimmung nicht als verfassungsrechtliche Grundlage 
verwendet werden.

Die Todesstrafe hat für die Partei keine Bedeutung und ist nur eine Strafe, die auf 
die allgemeine Verhinderung der Verbrechen anderer Menschen und nur auf die soziale 
Verteidigung abzielt. Der zum Tode verurteilte in der Todesstrafe ist daher nur die 
strafrechtlichen Mittel des Staates. Die Todesstrafe verletzt somit die Menschenwürde, 
weil sie Menschen nicht als Zweck, sondern als Mittel behandelt. Die Menschen, die 
an der Todesstrafe beteiligt sind, verletzen auch ihre Menschenwürde, indem sie als 
Mittel zur Verhängung der Todesstrafe benutzt werden und dadurch ihre Identität 
verunsichern.

Das Recht auf Leben kann begrenzt sein, aber wenn es kein Gegenstand der Inte- 
ressenabwägung ist, ist der Verhältnismäßigkeitsgrundsatz von Art. 37 Abs. 2 Süd- 
koreanische Verfassung kein Problem in Bezug auf die Beschränkung des Rechts auf 
Leben. Die Todesstrafe ist verfassungswidrig, weil es keine Ausnahme ist, das Leben 
zu begrenzen. Die Auffassung, dass das Recht auf Leben eingeschränkt werden kann, 
sagt, dass die Verfassungswidrigkeit der Todesstrafe nach dem Verhältnismäßig- 

* Associate Professor, Law School, Chonnam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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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tsgrundsatz von Art. 37 Abs. 2 Südkoreanische Verfassung überprüft werden kann. 
Die Vergeltung und die Generalprävention können legitime legislative Zwecke der 
Todesstrafe nicht sein, und die Todesstrafe hat keinen legitimen Zweck, weil die 
Todesstrafe die Spezialprävention aufgibt. Die Todesstrafe entspricht nicht der Ver- 
hältnismäßigkeit der Mittel, weil sie sowohl die Geeignetheit als auch die Erforderlichkeit 
und die Angemessenheit nicht erfüllt. Das Wesen des Rechts auf Leben ist das Leben 
selbst, und die Beschränkung des Rechts auf Leben bedeutet den Entzug des Rechts 
auf Leben. Daher wird das Recht auf Leben durch die Todesstrafe in seinem 
Wesensgehalt angetastet. Darüber hinaus ist die Todesstrafe die Pflicht des Staates, 
das Leben zu schützen, anstatt es zu schützen, sondern es verstößt gegen die Pflicht 
des Staates, das Leben zu schützen.

Stichwörter : Todesstrafe, Recht auf Leben, Menschenwürde, staatliche Strafbefugnis, 
             Gesellschaftsvertrag, Rechtsgefüh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