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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2004년 북한형법 개정, 그 내용과 의미*

―죄형법정주의를 향한 일대 진전인가―

1)

韓 寅 燮**

Ⅰ. 서론

2004년 4월 29일자로 북한의 형법이 대폭 개정되었다.1) 가장 최근의 북한 형

법 개정이 1999년이니까, 그로부터 만 5년이 되지 않아 또 한 번의 형법개정이 

이루어진 것이다.2)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조문수가 대폭 확대된 것이다. 1999년

에 총 161개조 던 것이 총 303개조로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다.

변화의 양상은 형법 개정 직후에 2004년 5월 6일 형사소송법이 대폭 개정된 

데서도 뚜렷이 드러난다.3) 역시 조문수가 305개조(1992년) 던 것이 총 439개조

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규정의 내용이 보다 세분화된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북한은 2004년도에 들어 대중용 법전을 만들어 보급하 다.4) 이같은 북한의 활

*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간접연구경비에서 지원되는 통일학연구사업비에 의해 수행되었음.
    연구과제명 ｢남북한법의 비교와 통일법의 모색｣(연구책임자 한인섭, 공동연구자 최종

고․김도균)의 일부를 구성함.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副敎授

1) 형법의 입법사는 다음과 같다(1987. 2. 5.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2호로 채택), 
(1995. 3. 15.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54호로 수정보충). (1999. 8. 11. 최고인
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953호로 수정), 그리고 (2004. 4. 29.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원회 정령 제432호로 수정보충).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그 임무와 권
한의 하나로서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 법안과 규정의 제정․심의․채택”의 권한을 갖
고 있다.

2) 필자는 최신판 형법 및 형사소송법을 북한법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장명봉 교수(국민
대)로부터 입수할 수 있었다. 이 자리를 빌어 각별한 감사를 표한다.

3) 1992년의 형사소송법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2호로 채택되었다. 이 형사소
송법은 2004. 5. 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36호로 “수정보충”되었다.

4) 북한은 1990년대 이후 제․개정한 법전들을 묶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법률
출판사)을 2004년 8월 간행하 고, 그 표지에는 ‘대중용’이라 표기하고 있다. 모두 
112개의 법령이 포함되어 있으며, 모두 1095쪽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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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한 법개정은 매우 주목할만한 새로운 경향이다.

북한형법은 1950년 제정되었고, 그 형법은 인민민주주의혁명의 성과를 담았다

고 주장된다. 그 형법의 제정에는 소련형법의 향이 적지 않았으며, 구 일본형

법과의 절대적인 단절과 형성기의 사회주의 형법의 특성을 두루 갖고 있다. 이 

형법은 1974년 일차 개정되었는데, 1974년 형법은 ‘반혁명범죄’에 대한 무자비한 

진압과 가혹한 형벌을 특징으로 한다. 많은 ‘반혁명범죄’에 대해 ‘사형 및 전재산

몰수’의 형이 부과되었다. 이러한 가혹한 형법은 1987년에 크게 개정된다. ‘반혁

명범죄’로부터 ‘반국가범죄’로의 용어의 수정, 체제방위형법으로부터 범죄통제형

법으로의 순화, 그리고 형벌의 완화 등이 눈에 두드러졌다. 아마 1980년대 후반 

북한체제의 제한적 개방화, 특히 1989년 평양청년축전으로 상징되는 내적 변화 

및 세계의 냉전구조의 완화 등이 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1987년 형

법은 1995년에 ‘수정보충’되었고, 1999년에 또 한 차례의 ‘수정’을 하게 된다. 

1974년 형법이 가장 극단적인 체제방위형법의 모습을 띤 것이라면, 1987년→

1995년→ 1999년 형법으로의 변화는 통상적인 범죄통제형법으로의 회복 및 형벌

완화의 경향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5) 그러나 1999년까지 종래 

많은 비판을 받았던 총론상의 여러 문제들이 충분히 시정되지 않고 있었다.

이렇게 12년 사이에 3차례의 형법개정이 이루어졌는데도, 왜 2004년 들어 형

법의 개정, 그것도 대규모의 개정이 이루어진 것일까. 형법의 조문과 체제를 꼼

꼼히 분석해보면, 형법규범의 변화는 북한의 법현실의 변화 및 그에 따라 형법의 

기능상의 변화를 반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단기간에, 대규모의 형법의 

변화가 일어난 것은 무엇을 의미함인가. 이 글은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

Ⅱ. 형법의 기본 및 범죄론상의 변화

1. “형법의 기본”에 대하여

형법의 사명, 범죄자의 처리원칙과 관련하여 ‘범죄와의 투쟁’이란 용어를 쓰지 

않고 있다. 1999년 형법에는 제1조부터 “범죄와의 투쟁을 통하여 국가주권과 사

회주의제도를 보위하며”라고 표현하던 것을, 2004년에는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 

5) 1999년 이전까지의 형법의 경과에 대하여는 한인섭, “북한형법 반세기”, 이장희 편, 
북한법 50년, 그 동향과 전망, 아세아사회과학연구원, 1999; 1999년 형법에 대하여는 
한인섭, “북한의 형법, 변화하고 있는가”, 북한법연구, 제6호, 2003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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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형벌제도를 바로 세워…”라고 수정하고 있다. 제2조에서 “범죄와의 투쟁에

서…”로 시작되는 것을 지금은 “범죄자의 처리에서…”라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

다. 다만 제3조에는 “국가는 모든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존엄있게 대하고 엄격히 

지키며 범죄와의 투쟁에 적극 나서게 하여 범죄를 미리 막도록 한다”고 함으로

써 ‘범죄와의 투쟁’이란 용어를 보전하고 있다. 다른 규정들6)과 함께 본다면, 범

죄를 투쟁의 대상으로 생각하던 사고방식이 범죄에 대한 형법규범의 정확한 적

용을 강조함으로써, 범죄처리에서 보다 객관화된 방침을 기하는 방향으로 일부 

변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유추 조항의 삭제: 결정적 변화의 축

2004년 북한형법에서 총칙상의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유추해석 조항의 삭제이

다. 형법 제6조에는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에 대해서만” 형사책임을 지우

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87년 형법에서 법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그 

종류와 위험성으로 보아 가장 비슷한 행위를 규정한 조항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

운다”는 유추규정이 삭제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근대적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을 사전에 명확히 규정하고 

유추적용을 배제하는 것을 주요한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북한형법은 1950년 제

정 이래 지금까지 유추규정을 두고 있었다. 물론 북한형법은 일제 하의 의용형법

을 비롯한 식민지법제를 ‘범죄적 문건’으로 규정하고 이를 일체 철폐했고, 종래

의 국가와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상을 표방하고 있었던 만큼 완비된 형사법전을 

가질 수 없었다. 이러한 법적 공백상태에서 나름대로의 새로운 규범질서를 만들

어가는 과정에서 범죄개념은 실질적 범죄개념을 채택했다. 그에 따라 사회적 위

험성은 있지만 실정법규가 미비한 공백지대를 처벌하기 위해 유추규정을 두어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법창조의 현실적 배경은 별개로 하고, 법리적으

로 볼 때 유추규정의 도입은 권력에 의한 형법의 자의적 활용과 남용가능성에의 

문호를 여는 것이며, 그로 인해 형법의 보장적 기능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6) 형사소송법에서도 같은 변화가 보인다. 1999년 형사소송법 제1조는 “조선민주주의인
민공화국 형사소송법은 범죄와의 투쟁을 통하여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고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 한다”고 하 지만, 2004년
의 제1조(형사소송법의 사명)에는 “수사, 예심, 기소, 재판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형사사건을 정확히 취급, 처리하는데 이바지 한다”고 개정함으로써, 형사절차에
서 이데올로기적 요소를 강조하지 않고 객관화된 규범으로서의 변모를 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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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을 받아왔으며,7) 북한형법의 후진성을 대표하는 조항으로 널리 지칭되었다.

<표 1> 유추규정의 변화

1950년 형법 1987년 형법(1995, 1999년 동) 2004년 형법

제9조: 범죄적 행위로

서 그에 직접 해당하

는 규정이 본법에 없

는 것에 대하여서는 

본법중 그 중요성과 

종류에 있어서 가장 

비슷한 죄에 관한 조

항에 준거하여 그 책

임의 기초와 범죄 및 

형벌을 정한다.

제10조: 범죄행위를 한 경우 형사법에 그와 

꼭같은 행위를 규정한 조항이 없을 때에는 

이 법 가운데서 그 종류와 위험성으로 보아 

가장 비슷한 행위를 규정한 조항에 따라 형

사책임을 지운다. 그러나 규범의 종류와 위

험성으로 보아 그와 류사한 행위를 규정한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으며 해당 조항에서 규정한 침해대상과 

사회관계, 주관적 표징과 범인의 표징의 한

계를 넘어 류추할 수 없다.

제 6 조 ( 형법에 

규정된 행위에 

대해서만 형사

책임을 지우는 

원칙) 국가는 

형법에서 범죄

로 규정한 행위

에 대해서만 형

사책임을 지우

도록 한다.

북한의 학자들도 이런 점을 의식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변호하고 있다. 북한문

헌을 보면 이 유추제도는 엄격한 준법성의 조건 하에 적용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있으며, 그 조건에 대한 해석론을 전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8) 물론 실제로 그 

유추원칙이 엄격한 준법성의 조건 하에 적용되었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유추라

는 제도를 도입한 이상 엄격준법성의 요건을 쉽게 이탈할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리하여 1987년 형법에서는 유추해석의 제한규정을 새로 부가

하 다. 즉 동 제10조는 “범죄행위를 한 경우 형사법에 그와 꼭 같은 행위를 규

정한 조항이 없을 때에는 이 법 가운데서 그 종류와 위험성으로 보아 가장 비슷

한 행위를 규정한 조항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운다. 그러나 범죄의 종류와 위험성

으로 보아 그와 류사한 행위를 규정한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으며 해당 조항에서 규정한 침해대상과 사회관계, 주관적 표징과 범인의 표

징의 한계를 넘어 류추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사실 이미 

북한 형사법 교과서에서 주장되었던 것이다.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9)

7) 강구진, 북한법의 연구, 박 사, 1975, 182면.
8) 심현상, 조선형법해설(총칙), 국립출판사, 1957, 77-81면.
9) 김근식, 형법학 I,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6, 112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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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유추란 ‘공화국 형사법에 직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없는 범죄행위에 

대하여 그 종류와 사회적 위험성으로 보아 가장 비슷한 행위를 규정한 조항에 

따라 그 책임의 기초와 범위를 확정하고 형벌을 정하는 것’이다. 이런 유추가 필

요한 이유는 ‘같은 형태의 범죄인 경우에도 그것을 감행하는 환경과 조건이 다르

며, 특히 감행 수법과 방법이 부단히 달라지’는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을 형법조

문에 일일이 다 규정하여 놓을 수 없으므로 (형법전에는) 해당 범죄들과 투쟁할 

수 있는 일반적 표준, 기준만을 설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범죄행위의 다양성에 

비해 형사입법 자체는 불가피하게 제한적이므로 유추가 필요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행위가 사회적 위험성만 있으면 범죄행위로 유추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유추적용을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우선 유추

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행위가 명백히 ‘범죄’여야 한다. 다시 말해 형

사법에서 범죄로 되지 않던 행위를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범죄로 보는 것

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것은 법률의 개정이나 새로운 입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유추는 명백히 범죄행위인 경우에 다만 그와 꼭 같은 행위를 규정한 조문이 없

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형사법에 그 종류와 사회적 위험성으로 보아 비

슷한 행위를 규정한 조항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된다. ‘만일 형사법에 그 행위

와 비슷하게라도 규정한 조항이 전혀 없다면 류추적용은 할 수 없으며 그것은 

… 다른 립법절차로써 해결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유추적용은 법조문상의 사회관계의 표징, 범죄자 표징, 범죄의 주관

적 표징의 한계를 넘을 수는 없으며, 단지 범죄의 객관적 표징에만 해당되는 것

이다. ‘사회관계의 표징’이란 우리 식으로 말하면 보호법익에 해당한다. 그리하여 

예컨대 ‘개인재산훔친죄’를 ‘국가재산훔친죄’로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고 한다. 또 

범죄자 표징의 한계를 넘을 수 없다는 것은 관리일군이 아닌 자가 직무상범죄행

위와 유사한 행위를 하 다 하여 그에게 직무상범죄의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범죄의 주관적 표징이란, 우리의 경우에 주관적 구성

요건요소를 말하는 것으로 예컨대 ‘과실적국가재산파괴죄’에 ‘고의적국가재산파괴

죄’를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류추적용은 범죄에 의해 침해되는 

사회관계도 같고 범죄자로 되는 표징도 맞으며 주관적 표징도 맞는데 범죄적 활

동형태가 다를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왜냐하면 류추는 같은 종류의 범죄에 있어

서 범죄적 활동형태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설정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1987년 개정형법 제10조는 이같은 유추제한이론을 입법화하 다는 의미를 갖는



韓 寅 燮 [서울대학교 法學 제46권 제1호 : 413～445418

다. 물론 실제로 이러한 유추제한법률이 얼마나 ‘제한’되고 있는지 알 길은 없다. 

다만 1995년 및 1999년 형법개정에서도 유추규정은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이어

지고 있어, 유추해석 허용에 대한 그간의 비판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수 있었

다. 그러던 것이 2004년에 이르러 드디어 유추규정이 폐지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렇게 법규정상 ① 유추규정의 단순규정단계(1950년∼1986년), ② 유추규정에 

대한 제한요건의 부가단계(1987년∼2003년)를 거쳐 ③ 유추규정의 삭제단계(2004

년∼  )의 발전이 이루어진 것이다. 유추규정의 삭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

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북한식의 형사입법이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유추규정을 두지 

않아도, 실질적 범죄의 대부분을 정형화된 구성요건으로 조문화하는 단계에 이르

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유추규정에 대한 외부적 비판에 귀를 열어놓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미 ②의 단계에 이를 때, 북한학자들은 유추규정이 제한된 목

적에 한정하는 것이고, 무한정 확대해석을 허용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었

다. 그러나 그 정도의 해결책으로, 외부의 비판을 충분히 감당할 수 없음을 인식

한 듯하다. 그것이 현재의 삭제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짐작할 수 있다. 셋째, 유

추규정의 삭제로 형법규범이 어느 정도 보장적 기능을 담보하는 것으로 이행할 

수 있는 조짐이 열려지는 것이 아닌가 추론할 수 있다. 형법을 정치적 목적의 실

현도구로써만 간주하던 시대로부터, 미약하지만 형법을 보다 객관화된 규범으로

의 기능을 앞세우는 방향으로의 진전의 조짐이 보여진다. 이러한 단계적 변화가 

북한형법에도 몇 십 년의 역사를 통해 진행되었음을 보면, 비교법적으로 매우 흥

미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법의 변화에 미친 중국법의 향도 있는 것 같다. 중국은 1979년 형법을 

제정하면서 유추규정을 두면서 최고인민법원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 한하여 유추

할 수 있다는 제한을 부과하 다. 그런데 1997년 형법의 대폭 개정을 함에 있어 

유추규정을 삭제하 다.10) 물론 중국법의 향에 대하여는 보다 세세한 검토를 

거쳐야 하겠지만, 유추규정 삭제와 구성요건의 세분화는 중국형법과 변화방향을 

같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0)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중국 형사소송법 해설(법무자료 제256집), 법무부, 2004는 중국
의 前 북경대학교 법학원 교수 王國樞 주편(主編)의 ｢刑事訴訟法學｣을 번역․출판한 
것이다. 이 책의 826∼955쪽에는 중국 형법 전문을 번역하여 게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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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형법에서 유추규정의 변화

비교법적으로 볼 때 사회주의 형법에서 유추에 대한 취급의 변화는 매우 흥미롭다.

(1) 유추규정은 1922년 <러시아공화국 형법전> 제10조에서 처음으로 채택되었다. 
그런데 이 규정을 소비에트 법의 본질과 관련하여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를 

둘러싸고 커다란 논쟁이 야기되었다. 당시 이 규정을 지지했던 논자들은 찬성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즉 모든 종류의 범죄가 구형법전에 규정하는 범죄와 상이한 오

늘날에 있어서는 모든 종류의 범죄를 망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때문에 실제로 법

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행위가 생겨난 경우 재판소는 유추적용할 권리가 있어

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추제도를 인정할 경우에도 이를 무원칙하게 적용하는 것

은 허용되지 않았다. 유추는 항상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로 적용되었고, 재판소가 새로

운 노동권력의 법질서의 관점에서 명백히 위험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만 허용되었다. 이

와 같이 학설과 판례 및 사법인민위원부 훈령 등을 통해 유추에 대한 엄격한 적용기

준이 정립되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추규정은 스탈린 비판 이후 제정된 

1958년 <형사입법의 기초>를 통해 명시적으로 배제되기에 이른다.

(2) 중국(중화인민공화국)은 1979년에 이르러 형법이 제정되었다. 그 때까지는 몇 

가지 단행 조례가 있었을 뿐 통일된 형법전은 없었다. 1979년 형법을 제정하면서, 범

죄현상에 대한 법률적 규제의 경험이 미숙하고 문화적․경제적 발전정도의 현저한 지

역적 불균형으로 인하여 통일법제에 의한 일률적 규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유추의 불가피성을 내세웠다. 그러나 입법화단계에서는 그래도 법적 엄격성이 보

다 강조되어, 동법 제79조에는 “이 법 각론에 명문규정이 없는 범죄는 이 법 각론의 

가장 유사한 조문에 비추어 범죄를 확정하여 형벌을 언도할 수 있다”고 유추를 규정

했지만, 단서로 “다만 이 경우 최고인민법원에 보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절차

상의 엄격한 제한을 부과하게 되었다.11) 하지만 1997년에 이르러 유추규정은 삭제되

었다. 이러한 사정에 대하여 중국의 공식적 註釋을 참고해보기로 하자.12)

1997년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조에서는 “법이 명시적으로 범죄행위로 규

정한 것은 법에 따라 定罪處刑해야 한다. 법이 명시적으로 범죄행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定罪處刑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 다.
죄형법정원칙은 중국 형법의 기본원칙 중의 하나이다. 죄형법정원칙은 또한 罪刑法

定主義라고도 하는데 이는 자산계급 혁명시기에 봉건전제통치를 반대하고 사법관의 자

의적인 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기된 중요한 법치원칙이다. 目前, “죄형법정”원칙은 

세계적으로 공인된 법치원칙의 하나로서 이미 절대다수 국가의 입법적인 확인을 거쳤

다. 중국의 1979년 형법도 기본적으로 죄형법정원칙의 관점에 따라 제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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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당시 형법 각칙에는 모두 103개 조항만 있었다. 일부범죄에 대해서는 반드

시 추궁해야 하지만 그에 대한 형법상의 명시적인 규정이 없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러한 경우에 유추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 다. 동시에 절차상 극히 엄격

한 제한을 하여 형법 각칙에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 반드시 최고인민법원의 

심사와 동의를 거쳐야만 형법 각칙 중 제일 유사한 조항으로 定罪處刑할 수 있다고 

규정하 다.
형법에서 비록 유추를 규정하 지만 사실상 실제 사례에서 사용된 경우는 아주 적

었다. 우리나라 형사입법의 완성과 범죄와의 투쟁에서의 경험 증가와 더불어 형법 각

칙의 규정은 원래 103조항으로부터 350조항으로 되었으며 각 범죄에 대하여 더욱 구

체적이고 명확히 규정을 하 다. 따라서 형법은 죄형법정원칙을 더 명확하게 규정하

게 되었다. 죄형법정원칙의 명확화는 사법관의 권력남용을 방지하고 공민의 합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罪刑法定原則은 간략히 말하면,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도 없다는 것이다. 이 

규정에 따라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는 

미리 성문의 형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사법기관은 한 사람의 행위가 범죄를 구

성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죄 지은 자에 대한 형벌 처벌을 적용함에 있어서 엄격

히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형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범죄로 간주해서는 안 될 뿐더러 형벌을 처해서도 안 된다. 중국 형법은 죄

형법정원칙을 규정한 동시에 유추 관련 규정을 취소하 다. 그리고 범죄의 개념, 종

류, 각 범죄의 구성요건, 형벌의 종류와 그 적용에 있어서의 조건 및 각 범죄의 양형 

등등에 대하여 모두 명확하고 구체적인 규정을 하 다.

3. 특별구성요건의 명확화

유추금지의 규정이 도입되었다 하더라도 만일 구성요건 자체가 광범․애매하

게 되어 있다면 그 도입의 의미가 반감될 수 있다. 그런데 각칙상의 개별 구성요

건을 살펴보면, 명확화를 위한 개정의 뚜렷한 노력을 볼 수 있다.

첫째, 1999년 형법까지는 행위태양을 한정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기타 … 한 

자”와 같은 개방적 요건을 정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예컨대 “무장폭동을 조직한 

것 같은 음모”(구 44조)라고 할 경우, 거기에는 무장폭동 조직을 비롯한 공화국

11) 법무부 법무실, 중국법연구(Ⅱ) ―형사법―(법무자료 제158집), 법무부, 1992, 51∼
52쪽.

12) 全國人代常委會 法制工作委員會, 刑法室, 中華人民共和國刑法新注, 中國法制出版社, 
2002,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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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복하려는 각종 음모가 포함될 수 있게 된다. 그에 반해 2004년 형법은 “정변, 

폭동, 시위, 습격에 참가”라고 하여 행위태양을 제한적으로 열거함으로써 구성요

건의 확장을 제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구 104조에는 “폭행, 협박, 모욕과 같

은 방법으로 관리일꾼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직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2004년 형법 제220조에는 “폭행, 협박, 모욕의 방법으로 관리일꾼의 직무집행을 

방해”라고 수정함으로써 구성요건의 명확화를 기하고 있다.13) 이러한 “것(과) 같

은”이 포함되어 있던 조항들이 반국가범죄, 행정질서침해죄 등 체제나 정부의 권

위에 대해 도전적인 범죄라는 것을 감안하면 그 의미는 적지 않다. 유추금지규정

과 함께 이러한 규정의 개정은 국가권력의 형법적용범위를 제한하려는 방향성을 

표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표 2> 특별구성요건의 정비

1999년 형법 2004년 형법 비고

제44조: 공화국을 전복하

려는 무장폭동을 조직한 

것 같은 음모에 가담하

거나 무장폭동에 참가한 

자는…

제59조: 반국가적 목적으로 

정변, 폭동, 시위, 습격에 참

가하 거나 음모에 가담한 

자는…

‘것 같은’ 등의 기타조항 

대신 행위태양의 열거를 통

한 명확화 도모(다수의 규

정에 산재해있던 ‘것 같은’ 
표현의 삭제) (1999년 형법

규정 중 44. 47, 52, 103, 
104, 126, 145, 149조 해당)

제45조: 테로한 자는… 제60조: 살인, 랍치하 거나 

그들에게 상해를 입힌 테로

행위를 한 자는…

행위태양의 열거를 통한 명

확화 도모

제51조: 외국인에 대한 적

대행위를 감행한 자는…

제66조: 다른 나라 사람의 

인신, 재산을 침해한 자는…

적대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
제48조: 정탐을 목적으로 

간첩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63조: 정탐을 목적으로 비

을 탐지, 수집, 제공한 경

우에는…

행위태양의 명확한 열거를 

꾀함.

둘째, 다소 애매한 규정의 명확화를 기하고 있는 것도 주목을 끈다. “테로”란 

말 대신 “살인, 랍치, 상해를 입힌 테로”라 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한정하는 부

13) 구형법에서 “것 같은”, “것과 같은”, “과 같은”이란 개방적 표현을 갖고 있는 조문은 
총 8개이다. 반국가범죄에서 3개, 일반행정질서침해가 2개, 국토관리질서침해 1개, 공
민의 생명․신체․건강침해가 2개이다.



韓 寅 燮 [서울대학교 法學 제46권 제1호 : 413～445422

분도 있고, “간첩”이란 말 대신 “비 을 탐지, 수집, 제공”이라 하여 그 의미를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한 조문에 여러 행위유형이 포괄되어 있던 것을, 개개의 행위유형에 맞

추어 조문을 나누고 있는 곳이 적지 않다. 예컨대 구형법 제72조는 인민경제계획

의 수립, 실행, 보고, 규율위반에 관한 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신형

법에서는 이를 제127조부터 제131조에 이르기까지 무려 5개 조문으로 세분화하

고 있다. 경제관련형법 조문에서 이러한 경향이 뚜렷한데, 이를 통해 북한의 형

법개정의 초점이 정치형법 분야가 아니라 경제형법 분야에 있음을 또한 분명히 

알 수 있다.

<표 3> 구성요건 및 형벌의 세분화의 예

1999년 형법 2004년 형법

제72조: 인민경제계

획을 되는 대로 세

우거나 국가계획을 

마음대로 고치거나 

계획실행정형을 거

짓 보고하거나 계획 

및 계약규률을 어기

는 행위를 여러 번 

하여 인민경제의 정

상적인 발전에 큰 

혼란을 준 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

에 처한다.

제127조(인민경제계획을 되는 대로 세운 죄): 인민경제계획을 되

는 대로 세워 인민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에 지장을 준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28조(인민경제계획을 고친 죄): 인민경제계획을 비준한 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고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29조(인민경제계획을 미달한 죄): 경제조직사업을 짜고 들지 

않아 인민경제계획을 상당히 미달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

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

한다.

제130조(인민경제계획수행정형을 거짓보고한 죄): 인민경제계획수

행정형을 거짓보고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31조(계약규률위반죄) 계약규률을 어겨 인민경제계획수행에 

지장을 준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요컨대, 범죄론에 있어서 북한 신형법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원칙인 유추금지의 도입, 그리고 개별 구성요건에서 명확성의 원칙에 접근하

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을 경주한 점이다. 외부세계에 대한 개방의 준비작업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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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도, 적어도 외부적 비판을 수용하여 북한형법의 수준을 끌어올린 특색은 뚜

렷하다.

Ⅲ. 형벌론상의 변화

1. 자유형의 변화: 무기자유형 및 로동단련형의 신설

북한에서는 1987년 이래 자유형이 로동교화형으로 단일화되었다. 1999년 형법

에서 형벌의 중심은 로동교화형이다. 로동교화형이 없는 범죄는 하나도 없었다. 

다시 말해 북한에서 범죄라 함은 (예외적인 사형을 제외한다면) 곧 로동교화소에 

수감될 행위라는 말이 된다. 로동교화형의 기간은 6월부터 15년까지로 규정되어 

있었다(제24조).14) 그러나 2004년 형법에서는 자유형은 크게 3가지로 재분류되었

다.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그리고 로동단련형이 그것이다(제27조). 그

리고 로동교화형이 없이 로동단련형으로 처벌받는 범죄가 대단히 많다.

<표 4> 형벌의 변화

1999년 형법 2004년 형법  비고

기본형벌
사형

로동교화형

사형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

유기로동교화형은 1
년∼15년. 로동단련형

은 6월∼2년. 로동단

련형 2일을 로동교화

형 1일로 계산함.

부가형벌

선거권박탈형

재산몰수형

자격박탈형, 자격정지형

선거권박탈형

재산몰수형

자격박탈형, 자격정지형

보안처분 등

집행유예(로동교화형)
교양처분

의료처분(정신장애범죄자)

집행유예(로동교화형)
사회적 교양처분

의료처분(정신장애범죄자)

종래 북한에서는 무기형이 없었는데, 이번에 무기로동교화형이 신설되었다. 그 

처우내용은 ‘범죄자를 교화소에 넣어 로동을 시키는 방법으로 진행된다’(제30조)

로 하고 있어, 유기로동교화형과 기간 이외의 차이는 없다.

14) 한인섭, 앞의 글(20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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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로동교화형은 모두 18개 조문에 포함되어 있다. 우선 사형을 처할 수 있

는 범죄 총 5개조에 모두 무기로동교화형을 처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즉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하는 반국가범죄에 있어,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제59조, 60조, 62조, 67조)로 바뀐 경우가 있으며, 그 

밖에는 고의적중살인죄에서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고 되

어 있던 것을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제278조)고 개정되었다. 이

는 대체로 무기형이 형벌가중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사형만 규정할 때 생기는 불

합리점을 면하기 위해 무기형을 둔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형벌의 선택여지를 넓

힌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사형이 없는 조문에서 무기로동교화형을 최고형으로 한 조문은 모두 13개이다. 

모두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

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조문들은 최근 북한에서 특히 엄격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부각된 행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한 지표가 될 수 있으며, 북한사회의 

변동을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첫째, 제64조(파괴암해죄), 제75

조(전투기술기재, 군사시설 고의적 파손죄) 등은 반국가적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보여준다. 둘째, 제94조(특히 무거운 형태의 국가재산략취죄), 제95조(국가재산강

도죄), 제97조(국가재산 고의적 파손죄) 등에 무기형을 가중하게 된 것은 국가재

산에 대한 침해가 심각한 문제로 부각됨을 시사한다. 셋째, 제99조(화폐위조죄)는 

통화의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그 위조행위가 늘어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북한의 

경제사정의 악화와 대외적 접촉의 증가와 함께 귀금속, 역사유물, 마약 등에 대

한 수․ 매죄에 대한 가중처벌이 눈에 띈다. 제115조(귀금속, 유색금속 매

죄), 제198조(역사유물 수, 매죄), 제218조(마약 수, 매죄)가 그것이다. 넷째, 

금전을 목적으로 한 반인륜적 범죄가 문제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있다. 제

214조(사람의 장기, 태아, 혈액의 취득, 매매, 이용죄) 및 제290조(유괴죄)가 그것

이다. 아울러 개인재산에 대한 강도행위도 보다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302조(개인재산강도죄)). 그리고 제121조(철도, 수상, 항공운수질서 위반죄)도 

무기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유기로동교화형은 범죄자를 교화소에 넣어 로동을 시키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제30조). 그 집행기간 동안은 공민의 기본권리가 정지된다. 기간은 1년에서 15년

까지로 한다. 이렇게 로동교화형의 상한은 동일하나, 하한은 종전의 6월에서 1년

으로 인상하 다(제30조). 이는 형벌인상이라기보다는, 1년 이하의 경우에는 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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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미한 로동단련형을 신설한 결과로 이해된다.

로동단련형은 범죄자를 교화소가 아닌 “일정한 장소에 보내어 로동을 시키는 

방법으로 집행”(제31조)하며, “해당 권한있는 기관에 판정서 등본, 확정통지서를 

보내어 한다.”15) 그 “일정한 장소”는 어디이고, 권한있는 기관이 누구인지는 형

법 조문만으로 알 수는 없다. 다만 로동교화형과는 달리 교화소와 같은 폐쇄형 

수감시설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또한 로동교화형의 집행기간동안은 공민의 기본

권리가 정지(형법 제30조)되는데 반해, 로동단련형 집행기간동안은 공민의 기본

권리가 보장된다(제31조).

로동단련형의 기간은 6개월부터 2년까지로 한다. 로동단련형의 강도는 얼마나 

될까. “로동단련형 기간 2일을 유기로동교화형 기간 1일로 계산한다”(제45조)의 

규정을 본다면, 그 강도는 로동교화형의 절반에 해당하는 정도로 볼 수 있다.

형법 각칙 중에서 로동단련형이 규정된 조항은 총 165개조에 이른다. 각칙 규

정이 총 245조이니까, 그 중 2/3가 로동단련형을 기본형으로 하고 있는 셈이며, 

그에 대해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 로동교화형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반국가

범죄에는 로동단련형이 없지만, 국방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는 과반수가 로동단

련형을 두고 있다. 경제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는 총 74개조 가운데 57개조가 

로동단련형을 기본형으로 하고 있으며, 국토관리․환경보호․노동행정질서에 관

련된 범죄는 거의 모든 조항에서 로동단련형을 두고 있다. 사회주의문화를 침해

한 죄는 비교적 경죄이기에 다수의 로동단련형을 두고 있는 셈이다. 이같이 로동

단련형은 경미범죄, 행정질서범죄 중 대다수에 적용되고 있으며, 신설된 구성요

건에 대폭 적용됨을 볼 수 있다. 기왕에 로동교화형에 처하던 범죄의 경우도 로

동단련형으로 이동한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전반적으로 형벌의 완화에 기여한

다고 할 수 있다.

2004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보면, 로동단련형의 처리는 통상절차보다 신속한 

처리를 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심의 기간이 2개월인데 반해 로동단련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죄사건의 예심은 10일 안으로 끝내야 한다(제151조). 체포, 구

류구속처분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만, 로동단련형을 적용할 수 있는 피심자(피의

자)에 대하여는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제179조). 구류기간은 통상

은 2개월이나 로동단련형 대상사건의 경우 10일을 넘을 수 없다(제187조). 제1심 

재판의 기간은 25일 이내이나, 로동단련형 대상사건의 경우 10일 안으로 끝내야 

15) 판결, 판정집행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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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제287조). 이와 같이 로동단련형의 경우에는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신속한 

절차로 재판을 종결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

로동단련형은 2004년 형법에 처음 기본형벌의 하나로 들어왔으나, 다른 북한

법령에는 “처벌”의 하나로 들어 있음을 볼 때16) 이미 법적 제재로서 시행 중이

었으나,17) 형벌로 분류된 것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던 것이 형법의 대폭 

정비와 함께 가장 중심적인 형벌로 자리잡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사형의 제한: 1999년 형법과 변화 없음

1987년, 1995년의 개정을 거쳐 1999년 형법개정에까지 북한에서 형벌로서의 

사형의 제한은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사형범죄의 수가 

1974년에는 33개이던 것이 5개 범죄로 축소되었다. 반국가범죄(내란=44조, 테로

행위=45조, 공화국전복목적의 탈출=47조, 민족반역행위=52조) 및 고의살인죄(141

조)의 5가지 범죄에만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1974년 개정형법상의 반혁명범죄는 

몇몇 조문을 제외하고는 법정형이 “사형 및 전재산몰수형”으로 되어 있었으나, 

1987년 반혁명범죄는 반국가적범죄로 바뀌면서, 반국가적범죄의 조문의 숫자도 

줄어들었고, 법정형도 다소 완화되었다. 북한당국의 보고로는, 그 밖의 어떤 범죄

에 대해서도 사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사형선고에 대한 절차법적 제한이 있다.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사건, 사형, 

16) 1998년 시행중인 판결․판정집행법(1998년 11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60호로 수정보충) 제18조(집행중지․정지사유판정) 제1호에는 “로동교화형, 로동단
련, 무보수로동의 처벌을 받은 자가 중병에 걸려있거나 산전 3개월부터 산후 7개월까
지의 녀성일 경우” 그 집행을 중지한다는 규정이 있으며, 제22조에도 같은 방식으로 
나열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로동단련”은 로동교화형보다 그 처벌정도가 경미하
고 무보수로동보다는 더 처벌강도가 강하다고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로동단련
이 어떤 법적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는 아직 알지 못한다.

17) 서정남, 북한 화탐사, 생각의 나무, 2002에는 로동단련이 나오는 북한 화 한편을 소
개하고 있다. “주인공 류승철은 모범적인 탄부의 아들로 태어나 당의 품 속에서 자라
온 새세대 청년이다. 그는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고 편부 슬하에서 아버지의 눈먼 
사랑 속에 나쁜 버릇과 습성이 생겨나 ‘빽자루’라는 폭력조직을 결성하고 두목이 되
어 나쁜 짓을 일삼다가 법적 제재[로동단련]을 받는다. 탄광련합기업소 당 위원회의 
책임비서는 류승철이 일시 그릇된 길을 걷는 것에 대해 누구보다도 가슴아파하며 진
정으로 그를 설득한다. 이에 헛되게 산 지난 날을 뼈아프게 반성한 류승철은 로동단
련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로 속도전청년돌격대에 입대하여 분골쇄신, 열심히 일을 한
다.” 이 내용을 보면, 로동단련은 기업소 등 단위기관에서 강제노역을 시키면서 교화
개선을 기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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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로동교화형으로 기소된 일반범죄사건의 경우에는 도(직할시) 재판소가 제1심

으로 재판하며(형사소송법 제127조), (시․군의) 인민재판소는 사형을 선고할 권

한을 갖고 있지 않다. 중앙재판소는 도(직할시)재판소의 제1심재판에 대한 상소

사건을 제2심으로 재판한다(형사소송법 제129조).

1999년 형사소송법에는 사형의 집행은 북한의 최고권력기관인 조선민주주의인

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제297조). 사형승인의 요구

는 최고법원인 중앙재판소에 의해 이루어진다. 중앙인민위원회는 사형을 승인하

거나 특별사면할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2004년 형사소송법에는 그 규정이 삭제

되었으므로, 사형의 집행은 “형벌집행기관이 한다”(제422조)고 단순화하 다. 사

형에 대한 절차적 통제가 이완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미성년자와 임신여성에 대한 사형을 제한하고 있다. 형법 제29조는 “범죄를 저

지를 당시 18살에 이르지 못한 자에 대하여서는 사형을 줄 수 없으며 임신녀성

에 대하여서는 사형을 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조선민주주의인

민공화국의 창건 이래 이러한 자에 대한 사형집행은 한 건도 없었다고 공언하고 

있기도 하다.

북한당국은 사형제도 자체의 완전한 폐지를 지향하고 있다고 공언한다. 일차적

으로 1987년 형법개정을 통해 많은 사형조항이 로동교화형으로 완화되었으며,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만 사형을 과할 수 있다는 법문이 추가되어 사형이 

예외적이고 중대한 것임을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도 

긍정적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다.18)

1999년까지의 이러한 변화는 2004년에도 거의 변함이 없이 지속되고 있다. 종

전에 북한의 사형조항에 대한 비판은 사형조항 자체가 불명료한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으며, 특히 5개 조항 중 4개 조항이 정치범의 성격을 띤 것이므로 정치

적 탄압의 목적으로 남용될 수 있으며, 그 문언의 의미도 주관적인 기준에 입각

해 있는 데다 유추가 허용됨을 감안하면 남용가능성을 막기 어렵다는 것이다.19) 

사형집행을 총살의 방법으로 하는 것도 비판받을 만하다.20) 그러나 2004년에 이

18)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7/08/2001. CCPR/CO/72/PRK.(Concluding Observations/Comments).

19) Concluding People's Republic of Korea. 27/08/2001. CCPR/CO/72/PRK(Concluding 
Observations/Comments).

20) 판결․판정집행법에 따르면, “사형에 처할 데 대한 판결의 집행은 … 총살 같은 방법
으로 한다”(제32조)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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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면 이러한 비판의 일부는 해소되었다. 앞서 지적했듯이, 유추금지규정도 도입

되었고, 위에서 지적된 4개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맞추어 문언상의 개정이 이루

어졌기 때문이다.

3. 사회적 교양처분

2004년 형법 제49조는 “사회적 교양처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미성

년이 범죄를 저질 거나 성인이 범죄를 저질 다 하더라도 그의 개준성 정도, 범

죄의 위험성 정도에 비추어 사회적 교양의 방법으로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

회적교양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미성년 범죄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사회적교양처분을 할 수 있고, 성인범죄자의 경우에는 범죄 및 범죄자 특성을 고

려하여 그러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교양처분은 관

계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책임지고 교양하는 방법으로 한다(판결․판정집행법 

제38조).

북한 형법에서는 일찍이 “사회주의 하에서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한 미성

년자에 대하여 재판소의 판결로 정해지는 국가적 교양대책”으로 “교정처분”을 두

고 있었다. 1950년 북한형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

를 한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서는 교정처분을 적용할 수 있다.” 이

러한 교정처분은 징벌적 요소가 없다는 점에서 형벌과 구분하고 있다. 교정처분

은 미성년자의 범행에 대하여 사회적 감독과 교양을 통하여 능히 그것을 시정시

킬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된다.21)

1987년 북한형법 제11조에 따르면 “14살 이상 17살에 이르지 못한 자가 죄를 

범하 을 때에는 교양처분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교정처분을 교양처분

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적용대상자의 연령을 더 줄이고, 대상행위를 위험행위

가 아니라 범죄로 국한하는 방향으로 바꾸었다. 다시 1999년 북한형법 제11조에

는 14살 이상 16살 이하의 자가 죄를 범하 을 때에는 교양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다만 “17살 이상의 자도 그 개준성의 정도, 범죄의 엄중성 등에 비추

어 교양처분에 의하여 교화될 수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소와 재판의 단계

에서 교양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예외적으로 교양처분을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기소단계에서도 교양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음이 주목된다.22) 

21) 사회과학출판사, 법학사전, 1971, 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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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형법은 조문의 표현방식을 통해 볼 때 보다 원칙적으로 사회적교양처분을 

폭넓게 인정하려는 방침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미성년이 범죄를 저질 거

나 성인이 범죄를 저질 다 하더라도 그의 개준성 정도, 범죄의 위험성 정도에 비

추어 사회적 교양의 방법으로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회적 교양처분을 할 수 

있다”(동 제49조)고 하여, 미성년과 성인의 차이를 두지 않고 사회적교양처분을 

보다 확대할 수 있는 뉘앙스를 보여주고 있다. 검사는 사회적교양처분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재판소는 사회적교양처분의 판결, 판정을 할 수 있다. 사회적교양처분

을 받은 자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자와 같이 인정된다(형사소송법 제66조).

Ⅳ. 형법각칙상의 변화

1.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제59조～72조)

2004년 형법과 이전 형법의 반국가적 범죄에 대한 조문은 거의 같다. 다만 위

에서 지적했듯이, 구성요건의 명확화의 요청에 따라 여러 조항이 구체화되었다. 

예컨대 제59조(국가전복음모죄)의 규정을 보면, “정변, 폭동, 시위, 습격”으로 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제60조(테로죄)도 그냥 “테로”라 할 때 그 의미가 불

분명하 으나, 지금은 “살인, 랍치, 상해를 입힌 테로행위”라 하여 그 의미를 구체

화하고 있다. 제63조(간첩죄)의 경우에도 그냥 “간첩행위”라고 할 때의 막연한 의

미를 “비 을 탐지, 수집, 제공”으로 행위유형을 명확히 하고 있는 특색을 보이는 

것이다. 그리하여 총론상의 유추금지규정과 함께 반국가범죄의 구성요건들을 명확

화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의 요건을 충족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을 알 수 있다.23)

22) 남한의 경우와 비교한다면, 기소단계의 교양처분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와 유사하며, 
재판단계의 교양처분은 보호처분 내지 보호관찰과 유사한 것으로 생각된다. 남한에서
도 보호관찰 등은 소년에 대하여 먼저 실시되다가 성인에게 확대하는 수순을 밟았다.

23) 최근 언론보도에서는 반국가범죄의 구성요건이 더 확대되었다고 주장한다. “국가전복
음모죄(59조)의 적용대상에 기존의 ‘무장폭동참가자’ 뿐만 아니라 ‘시위․습격에 참가
한 사람’까지 포함시켰다”(조선일보 2004. 12. 8. 1면), “구법 46조에서 반국가선전선
동의 목적을 ‘국가전복음모’, ‘테러행위’ 등으로 명시했으나 이를 삭제해 ‘반국가적 선
전선동(61조)’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해 선전선동죄의 적용범위를 넓혔다”(동아일보 
2004. 12. 9)는 등이다. 그러나 국가전복음모죄에서는 신형법이 행위태양을 ‘정변, 폭
동, 시위, 습격’으로 적시하고 있는 반면, 구형법에서는 ‘무장폭동을 조직한 것 같은’
이라고 광범위한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반국가선전선동에 관해, 신형법은 ‘반국가적 
목적으로 선전, 선동행위를 한 자’라고 할 때 ‘반국가적 목적’이란 말 속에 ‘반국가범
죄’를 저지르려는 목적을 말하므로, 그 적용범위가 넓어졌다고 하긴 어렵다. 다른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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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의 비교

1999년 형법 2004년 형법

44조: 공화국을 전복하려는 무장폭동

을 조직한 것 같은 음모에 가담하

거나 무장폭동에 참가한 자는…

59조(국가전복음모죄) 반국가적 목적으로 정변, 
폭동, 시위, 습격에 참가하 거나 음모에 가담

한 자는…

45조: 공화국에 반항할 목적으로 간

부들과 애국적 인민을 테로한 자는…

60조(테로죄) 반국가목적으로 간부들과 인민들

을 살인, 랍치하 거나 그들에게 상해를 입힌 

테로행위를 한 자는…

 48조: 우리나라에 대한 정탐을 목적

으로 간첩행위를 한 자는…

63조(간첩죄) 우리나라에 대한 정탐을 목적으로 

비 을 탐지, 수집, 제공한 경우에는…

그러면 북한형법상의 반국가․반민족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논평을 시도해보자.

북한의 형사법을 비판할 때 그 초점은 체제의 반대자에 대해 무자비한 진압을 

한다는 것이다. 반혁명범죄자는 사형에다 전재산몰수가 과해지며, 사형도 공개처

형을 원칙으로 하고, 그 가족마저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는 어떤지 모르지만, 적어도 법조문상으로는 이러한 비판을 그대로 가하기엔 무

리가 있다.

1974년 개정형법은 위의 비판을 받기에 합당하다. “반혁명범죄”는 그 본질이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빼앗고 유린하기 위하여 우리 당과 로동자, 농민의 주

권과 사회주의 제도를 뒤집어엎고 낡은 착취제도를 복구하려 하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반대하는 고의적인 적대행위’라고 했다.24) 이는 사회적 위험성이 가

장 크고 극악한 범죄로 취급된다. 이같은 반혁명범죄를 진압하는 것은 ‘계급투쟁

의 중요한 일환으로서 …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날을 날카롭게 세워 착취계급 잔

여분자를 비롯한 우리 정권의 독재대상들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반항하는 자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함으로써 적대분자들의 책동을 앞질러 분쇄하고 혁명대오를 강

화’하기 위한 것이다.25) 다시 말해 반혁명범죄자들은 기본적인 인간의 양심과 도

덕도 없는 “계급적 원쑤”들이므로, 이들에 대하여는 “무자비한 진압”을 해야 한

국가범죄에서도 행위태양을 구체화, 객관화시키려는 시도가 있다. 예컨대 그냥 ‘테로
행위’, ‘간첩행위’를 훨씬 더 명료하게 구체화한 것이다. 더욱이 유추배제규정이 도입
되었기에, 처벌범위가 더 넓어졌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24) 김근식, 형법학 2,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7, 8쪽.
25) 김근식, 형법학 1,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6, 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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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이다. 따라서 반혁명범죄자는 때로는 공개재판을 통해서, 극히 사소한 것

이라 하더라도 단호하게 징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심지어 준비(예비)나 미수의 

경우에도 단호하게 징벌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한다.26) 1950년 형법에서 ‘국가주

권적대에 관한 죄’의 조문이 18개 던 데 반해, 1974년의 ‘반혁명범죄’는 모두 

16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2개 조문이 줄었지만, 그 구성요건에서 보다 추상적인 

개념을 쓰고 있기에 그 점은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법정형은 1974년 법이 훨

씬 무거워져, “사형 및 전재산몰수”가 기본적인 형벌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1974년 형법 중 ‘반혁명범죄’ 조항은 극단적인 악법으로써 가혹한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27)

그러나 1987년 형법은 1974년 형법과 크게 다른, 진전된 모습이 보여진다. 첫

째, 형법의 기본임무에서부터 차이가 난다. 1974년 형법은 “공화국 주석을 보위

하고 … 모든 범죄적 침해로부터 노동자, 농민의 주권과 사회주의 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고 …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역사적 위업에 기여

하는 데 있다”고 하여, 김일성의 존재와 사상을 형법적 보호의 중심에 놓고 있

다. 그러나 1987년 형법은 “범죄와의 투쟁을 통하여 국가주권과 사회주의 제도를 

보위하며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한다”라고만 규정하여, 직접

적인 정치적 표현을 삼가고, 다소 중립화된 범죄통제규범으로써 정리되고 있다.

둘째, “반혁명범죄”라는 장의 명칭이 사라지고, “반국가적 범죄”로 바뀌었다. 

조문의 숫자도 16개에서 12개로 줄어들었다. 조문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단순화되

고 구체적인 행위유형들이 구성요건에서 삭제되었다. 예를 들면 1974년 형법의 

‘국가주권전복음모죄(제51조)’나 ‘반동선전선동죄(제56조)’, ‘민족반역죄(제63조)’ 

등의 구체적인 행위유형들이 삭제되었으며 ‘공민의 조국반역죄(제52조)’와 ‘간첩

죄(제54조)’가, 그리고 ‘반혁명적 암해죄(제59조)’, ‘반혁명적 파괴죄(제60조)’, ‘반

혁명적 태업죄(제61조)’가 각각 한 조문으로 통합되었다. 완전히 삭제된 조문은 

제57조의 ‘무장침입죄’와 ‘사회주의국가 적대 및 혁명적 인민 적대죄’ 등 2개 조

문이다. 그 반면 ‘외국인에 대한 적대행위죄(1987년 형법 제51조)’가 신설되었다. 

26) 김근식, 앞의 책(1986), 38쪽.
27) 한편 이 시기의 남한의 형사법도 그에 못지 않다. 1972년 1인의 총통적 권력집중을 

꾀한 유신헌법이 탄생된 데 이어, 1974년과 1975년에는 긴급조치 제1호, 제4호, 제7
호, 제9호 등의 유신헌법 및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비판조차도 극형에 처하는 특별형
법이 잇달아 시행되었으며, 수많은 인사들이 투옥되고 고문당하고 또 사형에 처해졌
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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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역시 그 즈음의 개방조치의 향을 짐작할 수 있다.

셋째, 반국가적 범죄에 대한 형벌이 두드러지게 완화되었다. 1974년 형법상의 

반혁명범죄가 대개 ‘사형과 전 재산 몰수’라는 단일의 중형을 규정해 놓고 있었

던 반면에 1987년 개정형법은 모든 반국가범죄에 대하여 이른바 ‘로동교화형’을 

규정해 놓고 있다. 그 형기는 물론 각 범죄마다 달라 10년, 7년, 5년 등을 기준

으로 하고 있다. 이 중 특히 완화의 정도가 큰 것은 ‘반국가적 선전선동죄(1987

년 형법 제46조)’로서 사형에서 7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으로 개정되었다. 1987년 

개정시에는 반국가적 범죄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일반범죄에 대해서도 그 조문

이 정돈되면서, 법정형도 완화되는 경향을 뚜렷이 볼 수 있다.

이같은 1987년 형법상의 ‘반국가범죄’의 취지는 2004년에도 별로 변화가 없다. 

다만 ‘반국가범죄’의 장의 제목을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의 제목으로 바꾸고 있

으나, 내용상의 차이는 별반 없다. 구성요건의 명확화, 세분화에 따라 전체 조문

수가 12개조에서 14개조로 늘어났을 뿐이다.

<표 6> 반국가․반민족범죄에 대한 법정형의 비교

범죄 1999년 형법 2004년 형법

국가전복음모

44조: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

교화형(가중: 사형+재산몰수 or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

59조: 5년이상의 로동교화형(가중: 
무기 or 사형+재산몰수)

테로죄
45조: 5년이상(가중: 사형+재산

몰수)
60조: 5년이상(가중: 무기 or 사형

+재산몰수)

반국가선전선동 46조: 7년이하
61조: 5년이하(가중: 5년이상 10년

이하)

조국반역
47조: 5년이상 10년이하(가중: 
10년이상 or 사형+재산몰수)

62조: 5년이상(가중: 무기 or 사형

+재산몰수)

간첩죄 48조: 7년이상
63조: 5년이상 10년이하(가중: 10
년이상)

파괴암해
50조: 5년이상 8년이하(가중: 8
년이상)

64조: 5년이상 10년이하(가중:10년

이상)

다음 구형법과 신형법상의 반국가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비교해보자. 반국가범

죄 규정 등 “체제수호를 위한 조항이 강화”28)되었다는 주장이 있다. <표 6>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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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법정형의 상한이나 하한에 있어 종전보다 다소 인상된 느낌이 있다. 그러

나 좀더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조항에서 법정형의 하한은 종전과 동일하다. 문제

는 상한인데, 가중된 경우의 상한은 사형 및 재산몰수에 이르게 되는 점도 차이

가 없다. 차이점은 가중된 경우의 하한인데, 무기형이 새로 들어감으로써 사형보

다 낮아질 가능성을 열어놓았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요컨대 이같은 법정형으로

써는 앞으로 선고형의 동향에 의미있는 변화를 초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다.

오히려 뚜렷한 변화는 반국가선전선동죄와 간첩죄의 법정형의 하한의 인하이

다. 다른 반국가범죄와 달리 이 두 조항은 빈번히 적용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

되는데, 그에 대한 법정형의 하한이 낮아졌다는 것은 이전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가중조항을 신설하거나 강화하고 있으므로, 

일도양단하여 반국가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거나 약화되었다고 할 수 없

다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2. 국방관리질서 침해한 범죄(제73조～88조)

국방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의 장이 신설되어 총 16개 조문이 형법에 포함되

었다. 그 내용은 군사명령, 전시생산, 군수품, 군사복무, 국방비 루설에 관한 범

죄를 처벌하는 것이다. 우리의 병역법, 군형법, 군사기 보호법에 해당하는 것들

이다. 형은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하는 것이 많으며, 정상이 무거운 경우 

로동교화형에 처하도록 한다고 규정하는 식이다.

이 “국방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의 장의 규정에 들어 있는 것 중 일부는 

1999년 형법의 “일반행정질서를 침해한 범죄”에 들어 있었던 것들이다. 2004년

에 신설된 규정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제73조는 “국방위원회 결정, 

명령, 지시를 제때에 정확히 집행하지 않았거나 형식적으로 집행한 자는 2년 이

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김정일 집권후 “국방위원회는 국가주

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 국방관리기관”(1998년 헌법, 제100조)으로서

의 공식적 입지를 갖지만 실제로는 국방위원장인 김정일의 존재 때문에 국가의 

최고기관이 되고 있다. “국방위원회는 결정과 명령을 낸다”는 것이 헌법에 별도 

규정(제104조)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결정과 명령, 지시를 강제하기 위해 형법

28) 조선일보 2004. 12. 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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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특히 규정한 것이다. 국방위원회의 결정, 명령, 지시가 광범위할 것인 만큼, 

이 조항은 대단히 광범한 행위의 처벌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며, 그만큼 일반조항

으로 비판받을 소지가 많다. 둘째, 군수품의 생산불량, 유용, 분실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신설조항들이다. 이는 북한의 경제난과 함께 군수물자의 확보에 문제가 

적지 않음을 시사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군형법 등과 비교해볼 때, 그 

처벌의 수위가 경미함을 볼 수 있다. 국방에 관한 사안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행정질서에 관련된 범죄라고 인식하기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경제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제99조～172조): 형법의 중심으로 부상

종전에 “사회주의 경제관리질서를 침해하는 범죄”의 절 제명이 “경제관리질서

를 침해한 죄”로 바뀐 점에는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다고 해도, 경제관리질서

의 내용 속에 대외교역, 상거래의 확대, 새로운 경제환경의 변화 등이 대폭 들어 

있으므로, 이 조문들은 북한의 현재 경제관리의 초점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한 

지표가 될 수 있다. 특히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29)를 통해 가시화된 기

업의 경 자율권을 확대하고, 가격체계를 현실화하며, 대외교역과 내부의 시장경

제가 촉진됨에 따라 그 부작용을 형법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의지가 뚜렷하다. 

경제질서에 대한 관심은 조문의 수가 총 8개에서 74개로 현저하게 늘어난 데서

도 볼 수 있다. 실로 이번의 형법개정의 초점은 이 경제관리질서 침해관련범죄라

고 할 수 있으며, 이렇게 많은 조문이 신설된 데서 우리는 북한형법이 정치형법

으로부터 경제형법으로 중점이 확연하게 이동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신설된 조

문을 중심으로 변화의 경향을 추론해본다.

첫째, 외국과의 교역으로부터 생겨나는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화폐의 관리와 

관련하여, “외화관리질서를 어긴 자”(제106조), “비법적으로 공화국화폐를 다른 

나라로 내간 자”(제105조) 등이 새로이 처벌대상이 되고 있다.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이 고의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제108조)도 새로

29) 북한은 이 7․1조치가 시장경제체제로의 개혁․개방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어디까지
나 사회주의 경제원칙 속에서 사회주의 경제관리의 개선․완성이라 주장하 다. 그러
나 그 구체적 조치로써 기업의 이윤동기 부여, 노동동원에 대한 대가 보장, 농업부문
에서 인센티브 강화, 상품가치와 가격이 일치하도록 국정가격체계의 개혁, 수입품에 
대한 관세인상 및 환율의 현실화 등의 내용을 보면, 시장경제원리의 도입을 지향하는 
정책적 변화가 뚜렷하다. 현재 이러한 방향으로의 진전은 지속․강화되고 있는 중이
다. 통일부, 2002년도 북한경제 종합평가, 2003. 1 참조(www.uni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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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처벌대상이 되고 있으며,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일군이 수출입질서를 어

긴 경우”(제117조) 등도 처벌되고 있다. 외국인과의 접촉과 경제교류활동의 확대

의 증거는 “비법적으로 외화벌이를 조직”(제125조)한 경우, “비법적으로 돈 또는 

물건을 주고 외화원천을 동원한 자”(제126조), 그리고 “무역계약을 비롯한 다른 

나라와 경제계약을 잘못 맺었거나 대외경제활동을 무책임하게 하여 특히 대량의 

손실을 준 자”(제124조)까지 처벌하고 있다. 이는 대외교역 및 외국인 상대의 교

역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경향에 대한 불안 내지 경계심을 갖고 임

하고 있는 태도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계획경제로부터 대외거래에 본격적으로 노

출되기 시작하는 정부의 경계심이 이러한 조문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새로운 경제재화의 등장을 볼 수 있다. “무현금결제수단을 비법적으로 

발급하 거나…”(제103조)에서는 카드결제수단이 북한에 등장함을 보여주며, “세

금”(제108조), “국가납부금”(제104조) 등 조세수취의 상황을 보여주며, “귀금속, 

유색금속을 비법적으로 팔고 산 자”(제115조)를 벌할 때 이제는 귀금속 등도 매

매대상으로 떠오르는 실상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상표권침해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상표권”도 보호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새로운 종류의 상거래 유형의 등장을 볼 수 있다. “상적 행위”의 주체로

서 “개인”(제110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일군”(제111조) 뿐 아니라 “법인” 

(제112조)도 등장한다. 상적 행위의 새로운 유형으로 “거간행위”(제114조), “고리

대”(제118조) 등도 등장하는 데, 이는 중개행위 및 금전거래가 하나의 사회현상

으로 등장하면서 그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느끼기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인수품․수매품처분죄(제140조), 오작품․불합격품생산죄(제141조), 품질

감독질서위반죄(제142조) 등을 보면 제품의 품질을 높이고 질적 평가에 정확성을 

기하려는 노력을 볼 수 있다. 일반적 제품 뿐 아니라 건축의 수준도 보장하기 위

하여 설비점검, 준공검사, 건물변경, 오작설계와 시공을 범죄시하는 건축관련 범

죄조항도 상당수 신설되었다.

다섯째, 식량과 먹을 것을 확보하기 위한 형법적 노력을 들 수 있다. 농업, 양

어사업, 천해양식 등에 대한 생산, 공급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자들

을 처벌하고 있다. 기관, 기업소 등이 비법적으로 술, 맥주를 생산했거나, 개인이 

장사를 목적으로 술, 맥주를 만든 경우를 주죄로 처벌한다(제159조, 제160조). 

이러한 주죄는 악화된 식량사정을 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관리질서 위반죄에 대한 가장 빈번한 형사제재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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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다음으로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이다. 로동단련형은 교화소에 수용되지 

않고 강제노역을 하는 것이므로, 개개인의 경제활동과 완전히 분리되지 않는다. 

비교적 경미한 처벌이 규정되어 있는 것은 경제관리질서에 대한 경미한 제재의 

확보를 통해 경제적 효율성의 달성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려는 배려라 생각된다.

4. 국토관리 및 환경보호질서를 침해한 죄(제173조～제184조)

구법에서는 節의 명칭이 “국토관리질서를 침해하는 범죄” 지만, 신법에서는 

“국토관리 및 환경보호질서를 침해하는 범죄”로 바뀌었다. 이제 환경문제는 단지 

국토관리질서의 차원이 아니라 독립적인 중요성을 갖는 것으로 인식의 진전이 

이루어졌다. 조문이 보다 정비되었고, 금채취․제련죄(제176조)가 신설되었다. 환

경범죄에 대하여는 대부분이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을 규정하고 있다. 1990년

대 중반이후 북한의 자연재해의 파멸적 결과를 체험하면서, 환경문제에 대한 경

각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것은 각 조문이 보다 상세하고 정확한 방향으로 바뀌

고 있음에도 드러난다.

5. 성풍속규제, 컴퓨터범죄, 의료형법 등(제193조～218조)

사회주의 문화를 침해한 죄의 장은 구법에서는 총 6개조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총 26개조로 대폭 늘어났다. 이 조문들이 모두 사회주의문화에 직결된 것은 아니

다. 다른 장에 포함시키기 애매한 경우까지 여기에 ‘문화’의 이름 하에 폭넓게 

담아놓았다고 할 수 있다.

첫째, 교역과 교류의 확대에 따라 퇴폐풍조가 늘어나고 그에 대응하기 위한 

(성)풍속형법적 요소가 매우 확대되었다. “퇴폐적이고 색정적이며 추잡한 내용을 

반 한 음악, 춤, 그림, 사진, 도서, 록화물과 유연성자기원판, 씨디-롬 같은 기억

매체”를 “허가없이 다른 나라에서 들여왔거나 만들었거나 유포한” 행위는 퇴폐적

인 문화반입․유포죄(제193조)로 처벌되고, 그러한 매체를 “여러 번 보았거나 들

었거나 그러한 행위를 한 자”는 퇴폐적인 행위를 한 자(제194조)로 처벌된다. 음

란물의 반입․유포에다 반복시청행위까지 처벌범위를 넓히고 있으며, 음란행위자 

역시 처벌하고 있다. 북한사회의 개방화에 따라 비디오, 시디, DVD 등이 점차 

보급되고 있으며, 그와 함께 새로운 문화도 유입되면서 음란물이 유포되고 있는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장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성)풍속형법적 요소는 제8장의 “사회주의 공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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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질서를 침해한 범죄”에도 반 되고 있다. 매음죄(제261조), 음탕한 행위죄(제

262조) 등이 신설되었으며, 미신행위를 하거나 조장한 자(제267조, 제268조), “탐

욕 그 밖의 비렬한 동기에서 여러 대상과 혼인하 거나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

탄시킨 자”는 비법혼인죄(제270조)로 처벌받고 있다. 매음죄 같은 규정을 보면, 

북한에서 이제 성매매도 문제시되는 상황에 이르 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신설

규정은 풍속형법의 기능을 그만큼 강화하려는 노력으로 이해될 수 있다.

둘째, 역사유적도굴죄(제197조), 역사유물 수․ 매죄(제198조)가 신설되었다. 

이는 역사유물의 도굴과 수행위가 사회문제로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컴퓨터범죄 조항들이 신설되었다. 해킹행위를 컴퓨터망침입죄(제201조),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를 파손하는 행위(제202조), 컴퓨터망에 허위정보를 입

력시키거나 유포시킨 자를 허위정보입력류포죄(제203조)로 처벌하고 있다.30)

넷째, 의료형법적 요소가 대거 포함되었다. 치료거부로 인해 환자를 죽게 한 

자(제208조), 불량의약품․의료기구생산죄(제210조)가 신설되었다. 사람의 장기, 

태아, 태, 혈액을 취득, 매매, 이용죄(제214조)를 볼 때 장기이식이 북한에도 있으

며, 장기 등을 매매한 사례도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가짜의료약품․식료

품을 만들었거나 판 자의 처벌규정(제215조)도 신설되었다.

6. 탈북자에 대한 처벌: 제재의 완화

북한 헌법(1992년) 제86조는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예이다. 

…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것은 가장 큰 죄악이며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자

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1972년 헌법 제72

조의 내용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다. 헌법의 취지에 따라, 북한형법은 “반국가

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1998년 헌법에는 그 중 “조국과 

인민을 배반 … 엄중히 처벌한다”는 부분을 삭제하 다. 동 제86조는 “조국보위

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

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라고만 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식량난의 악화

로 탈북자가 증가하 고, 탈북자 엄벌방침을 계속 유지할 수 없기에 처벌완화를 

위한 헌법적 수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999년 형법에서 탈북행위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단순월경

30) 컴퓨터와 신종 기억매체가 형법 속에 등장함은, 최근 북한이 경제성장의 축으로 IT산
업을 표방하면서, 그에 대한 대비를 해오는 것과 연관하여서도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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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라 볼 수 있는 것으로 “비법적으로 국경을 넘는 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

형에 처한다”(제117조)는 규정이다. 다른 하나는 공화국전복목적탈출행위라 할 

수 있는 것으로, “공민이 공화국을 전복할 목적 밑에 다른 나라로 도망치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

히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전부의 재산몰수형에 

처한다”고 하여 가중처벌을 하고 있다. 1987년 형법의 해당규정31)이 탈북행위를 

“조국반역행위”라고 성격규정을 하고 있는 데 반해, 1999년 규정은 그러한 적극

적인 성격규정을 자제함으로써, 처벌의 완화를 꾀하고 있다.

2004년 형법에서 탈북행위는 두 가지 점에서 이전과 다르다. 첫째, 구형법이 

국경을 “넘는” 자라고 규정하는데 반해, 신형법 제233조(비법국경출입죄)는 국경

을 “넘나드는” 자라고 하고 있다. 이는 국경을 넘어간 자가 또다시 들어오는 경

우가 생겨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비법국경출입죄의 법정형이 “3년 이

하의 로동교화형”(1999년)으로부터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2004년)으로 대폭 

완화된 것이다. 즉 2년의 로동단련형은 1년의 로동교화형에 해당하니까 법정형이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 셈이다. 국경관리부문 일군이 비법적으로 국경을 넘나드

는 자를 도와준 국경출입협조죄(제234조)의 경우에도 “2년이상 7년 이하의 로동

교화형”(1999년)인데 반해, 지금은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2004년)으로 대폭 완

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실제로 탈북자의 수가 빈발함32)에 따라 탈북자의 엄벌

방침으로부터 온건처벌론으로 선회한 것으로, 매우 주목할 만하다. 셋째, 반면 제

62조는 “공화국 공민이 조국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로 도망쳤거나 투항, 변절하

거나 비 을 넘겨준 조국반역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

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

한다”고 하여, 조국반역죄 규정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이 규정에는 조국배반

의 탈북행위도 포함되어 있고, 법정형이 약간 격상된 느낌이 있다. 법집행의 실

31) “공화국 공민이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 또는 적의 편으로 도망치거나 간
첩행위를 하거나 적을 도와주는 것과 같은 조국반역행위를 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제47조)

32) 북한이탈주민의 숫자에 대한 공식통계는 다음과 같다.
(단위: 명)

   

구분
’89
까지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10 합계

인원 607 9 9 8 8 52 41 56 86 71 148 312 583 1,139 1,281 1,637 6,047
출처: http://www.uni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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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생계형 탈북자 혹은 단순탈북자(실제로 대부분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것

이다)의 경우 형량을 대폭 삭감시키고, 소수의 조국반역죄에 해당함으로 단죄되

는 자들에 대해서만 엄벌에 처하는 양극화 경향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7. 적대방송청취, 인쇄물, 유인물의 수집 보관 유포에 대하여

2004년 형법 제195조는 “반국가목적이 없이 공화국을 반대하는 방송을 체계적

으로 들었거나 삐라, 사진, 록화물, 인쇄물, 유인물을 수집, 보관하 거나 류포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

교화형에 처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다. 이는 북한형법이 체제유지를 위해 강

화한 예로 인용되기도 한다. 없던 조문이 신설된 것이므로 조문만 보면 일견 그

렇게 해석할 법하다. 그러나 북한의 식량난 이후 기아로 굶어죽게 되는 신세를 

한탄하거나 사소한 감정표현까지 고발당하여 정치범으로 몰리는 경우가 속출했

고, 외부로부의 방송청취 등 정보접근에 대해서도 정치적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중국이나 한국관련 방송을 보거나 듣는 행위가 엄중한 처벌대상이었던 것이 그

동안의 현실이었음33)음을 감안하면, 오히려 이 규정은 적대적 방송의 청취행위 

등을 반국가범죄로 몰지 않고,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할 정도의 경미한 

범죄로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형사정책을 변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최근에는 남한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많아져 강한 처벌을 하기 어려운 현실도 감

안하여.34) 규정에는 “체계적으로” 들었거나, 더 적극적인 행위(수집, 보관, 유포 

등)를 한 경우에 형법적으로 문제삼겠다는 식으로 통제가 후퇴한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위의 탈북자처벌이 온건화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궤를 같이 한다.

Ⅴ. 요약 ― 2004년 형법의 의의

2004년 북한형법의 조문상의 변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33) 좋은벗들, 북한식량난과 북한인권, 정토출판, 2004, 124쪽. 그 책의 다음 부분 참조. 
“저는 98년 7월에 라디오를 듣다가 억울하게 정치범으로 몰리어 10년 판결을 받았는
데…”(117쪽); “현실 국가정세를 알려면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 보도를 들어야 되겠
는데 라디오만 듣게 되면 쩍하면 반혁명분자 모자(주. 누명)를 씌워놓고 다른 나라에 
대하여 환상 갖고 있다고 정치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117쪽)

34) 탈북자의 증언에 의하면, 최근에는 남한방송을 그냥 듣는 것이 적발되면 비판서 정도
로 끝난다고 한다(서재진 박사로부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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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문이 대폭 확대되었다. 161개조에서 303조로 총 조문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② 유추규정이 삭제되고, 특별구성요건의 명확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죄형법정

주의 관점에서 획기적 진전이 이룩되었다. 유추 삭제와 명확화의 요청은 각칙 

조문의 수를 대폭 늘리는 효과를 낳고 있다. 각 조항마다 제목을 붙여 그 의미

를 분명히 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형법을 범죄통제의 중심입법으로 자리

매김하고, 형법에 의한 규율을 하려는 지향점을 보여주고 있다.

③ 형벌 분야에서 무기로동교화형이 추가되었으며,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로

동단련형이 추가되었다. 무기형은 첫째 사형을 두고 있는 규정에 무기를 추가한 

경우, 둘째 최근 심각한 현상에 대한 특별히 중한 처벌이 필요한 경우에 도입되

고 있다. 교화소 이외의 장소에서 강제노동을 과하는 로동단련형이 폭넓게 규정

되고 있다. 사형조항은 총 5개 조문에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④ 각칙에서는 경제관리질서를 규율하는 경제형법적 기능이 가장 중심적 위

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경제적 이익증진에 대한 관심과 함께 경제질서의 유지

를 위한 관심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대외교역의 확대에 대비, 새로운 경제주

체의 등장 및 새로운 종류의 상거래에 대한 대응, 농업/전력 등 경제의 재활성

화를 위한 몸부림, 상품화의 폐단 시정, 컴퓨터 및 무현금결제수단 등 새로운 

도구 등을 겨냥한 조문들이 대거 들어감으로써, 북한의 대내외적 경제변화가 

가속화되어가는 경향을 읽어낼 수 있다.

⑤ 정치형법적 요소를 갖고 있는 반국가범죄의 조항들은 거의 변화가 없으

나, 유추삭제, 명확화의 요청에 따라 일부 용어의 세 화가 이루어졌다. 법정형

은 상한이나 하한에 약간의 변동을 보이고 있으나, 이를 일률적으로 강화 혹은 

약화되었다고 말하긴 어렵다. 과거 반국가사범에 분류되었을 주요한 행위들 ―

가령 탈북행위, 적대방송청취 등―이 반국가사범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조

문이 마련되었고 반국가사범 중 가장 빈번히 적용될 선전선동죄의 형이 약화되

었다. 반면 다른 범죄의 경우 가중형이 인상된 부분이 다소 보여진다.

⑥ 풍속형법적 요소가 신설되거나 강화되었다. 매음죄, 음탕한 행위죄, 도박

죄, 미신행위죄, 비법혼인죄 등이 신설되어, 퇴폐적이고 반사회적인 행위에 대

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역사유적 도적죄, 유물 수죄 등도 신설되었다. 의

료형법 관련 조문이 여럿 신설되었다.

⑦ 탈북자, 적대방송청취 등에 대하여 체제전복목적의 경우와 그러한 목적이 

없는 일반적인 경우로 나누어, 후자에 대하여는 보다 관대한 처리를 하고 있다. 

대량탈북현상과 대외방송청취의 증대현상에 따라 무조건 반국가사범으로 몰아

붙이던 종전의 엄격한 처벌경향이 대폭 후퇴한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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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문상의 변화를 통해 북한의 법현실의 변화를 어떻게 추론할 수 있을 

것인가. 북한에서 관심의 초점은 경제활동, 대외교역, 대외접촉이다. 북한경제의 

상품화와 대외적 접촉의 강화의 추세는 앞으로 가속화되어갈 것이다. 법적으로 

볼 때, 형법의 이데올로기적 요소가 점감하고, 하나의 객관적 사회통제규범으로

의 역할 변모가 실질화되고 있다. 이는 人治로부터 法治로의 변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법전을 대중용으로 발간하고 보급하는 것도 그러한 

변화의 한 예이다. 시장경제의 촉진은 법에 있어서 예측가능성의 증대를 요청하

고 이는 법치의 확산을 가져올 수 있다. 다음 몇 가지 질문과 답변으로 논의를 

마치고자 한다.

(1) 북한은 변화하고 있는가. 장기적 추이를 통해 볼 때, 그 대답은 “그렇다”이

다. 1974년→ 1987년→ 1999년의 형법 규정의 변화는 대체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의 진전이다. 특히 2004년 형법은 이전보다 질적 도약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1974년 형법이 가장 악법에 속한다면, 1987년 이후 점진적인 개정의 방향은 

국제적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법치국가 형법으로 접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35) 북한당국 역시 ‘우리식 인권기준’을 내세우는 대신, 

유엔인권규약에 요구하는 바를 따르는 방침임을 밝히고 있다. 북한의 대외무역, 

시장경제로의 노출의 진전은 20여년 전부터 중국이 걸었던 길과 크게 다르지 않

은 방향성을 갖고 있으며, 그것은 법의 중요성을 점점 강화시키는 쪽으로 작용할 

것이다.

(2) 우리의 국가보안법 개폐론에 있어, 북한형법에 관한 지식이 어떻게 쓰여질 

수 있을까. 우리의 국가보안법은 조문상으로 볼 때, 북한과 유사한 내용, 북한보

다 구성요건의 범위가 더 확장되어 있는 내용, 북한보다 법정형이 더 가중된 내

용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으며, 북한의 구성요건 혹은 법정형이 더 가중된 부

분도 있다. 문제는 우리의 국가보안법은 그 적용실제에서 법규범이 예정한 것보

다 훨씬 경미하게 처벌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조항들이 사문화되어가고 있는 추

세이다. 그러면 현실을 조문의 수준으로 끌어올려, 더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가. 

물론 그렇지 않다. 우리의 인권수준, 의식수준이 국가보안법의 조문들을 약화/무

35) 최석윤, “북한형법과 인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2002/겨울, 제13권 제
4호, 267∼26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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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화시켜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어도 조문을 현실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서라도 국가보안법의 개폐는 필연적이다.

다른 주요한 논거는 북한의 수준에 우리를 맞출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것이다. 

북한의 국민소득에 우리를 맞추어 우리를 기아결핍상태로 내몰아야 할까, 북한처

럼 (혹은 우리의 유신체제처럼) 대통령과 헌법에 대한 비판을 범죄시하는 수준으

로 낮추어야 할 것인가. 물론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의 국가보안법/형법의 

개폐 여부는 “북한 때문에”가 아니라 “북한에도 불구하고”의 관점에서 정해져야 

한다.

(3) 북한인권에 대한 간섭은 필요한가? 혹은 유용한가? 그에 대한 대답은 장기

적으로 볼 때 “그렇다”이다.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계속적인 지적과 비판

은 수용소의 형태, 규모, 처우에 점진적이지만, 확실히 향을 미친다. 상업용 위

성사진을 통해서 보여지는 증거 앞에서 북한은 무조건 부인할 수만은 없게 된

다.36) 북한이 식량, 석유를 포함하여 외부적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상황은 

북한의 개방성의 수준을 점진적으로 높이고 있다. 금강산관광에 이어 개성공단 

등이 조성됨으로써 남북한의 인적 접촉이 더욱 일상화될 것이고, 그에 따라 범죄

의 처리 문제도 현안으로 대두될 것이다. 우리로서는 북한의 형사사법제도에서 

인권의 제도적 보장을 기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없다. 그 때문에 북한 인권에 대

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북한정권은 대외적 개방과 지원의 필요를 느낄

수록, 국제사회에 자신을 일정부분 개방해야 하며,37) 외국의 인권요구에 조금씩 

대응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UN인권규약의 이행보고서도 내고 있으며, 인권이

사회의 추가요구에 나름대로 답하고 있다. 탈북자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통해 북한의 인권실태에 대해서도 성실한 조사를 한다면 많은 유용한 정보를 얻

36) 최근 정치범 관리소 중 4개가 없어졌다는 증언도 있다(서재진 박사로부터 전문).
37) 예컨대 다음 증언을 보자. “1990년대 중반 이후 국제적인 식량지원의 유입은 식량공

급에 대한 감시를 주장하는 국제 직원들의 방문을 수반하게 되었습니다. 1997년 초반
에는 미국이 북한에 기부한 식량자루 하나하나에 한국말로 “미국시민들의 선물”이라
는 문구를 부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쓰여진 3천만 개가 넘는 자루들이 북한
사회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 (북한) 정권에 의해서 설명이 요구되는 정보의 확산을 
상징합니다. 식량자루의 경우 난민들이 증언하기를 미국의 지원은 전쟁 중에 초래된 
손해에 대한 보상이라고 북한정부가 설명한다고 합니다.”(앤드류 낫이오니스, “북한정
권의 본질적 특성 및 통제방법”, 미국 상원에서의 증언, (2003/6/6), 
www.nkhumanrights.or.kr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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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다. 북한인권의 개선을 위해서는 인권문제의 개선을 위해 앞장서왔던 국

제사회,38) NGO,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때가 되었다고 생각

한다. 남북관계의 포괄적인 방향정립은 범정부적 차원에서 모색되어야 할 것이지

만, 인권을 지향하는 정부-비정부기구들은 북한의 인권실태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비판하는 자세의 정립이 필요할 것이다.

북한인권문제를 남-북간 이데올로기 갈등의 소재로, 남-남간 정치적 갈등의 재

료로, 북-미간 헤게모니의 자원으로 쓰도록 내버려두지 말고, “북한에 거주하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의 문제로 하나하나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할 때이다.

(4) 북한형법의 개정이 우리 대한민국에 주는 시사점이 있을까. 우리의 형법은 

1953년 제정된 이래 그 내용이 별반 바뀌지 않았으며, 대신 사회변화와 범죄통

제의 요구를 특별형법을 제․개정함으로써 대응했다. 현재 형법의 많은 조항들은 

거의 적용되지도 않은 채 낙후된 상태로 있으며, 법정형도 대단히 높다. 거기다 

가중처벌을 내세우는 특별형법이 너무 남발되어 있다. 2004년도 북한형법은, 적

어도 법조문상으로는, 우리에게 타산지석으로 삼을 내용을 갖고 있다. 첫째, 북한

형법은 형법만으로 규율하는 데 반해, 남한은 수많은 특별형법으로 인해 기본법

인 형법이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 둘째, 남한에서의 법정형의 상한은 실제의 양

형보다 매우 높다. 남한에서는 수많은 사형조항을 두고 있는데 반해 북한형법은 

단 5개의 사형조항만 두고 있는 편이다. 남한에서는 낡은 법조문에도 불구하고 

법이론과 판례를 통해 형법을 진전시켜온 셈이다.

남한의 특별형법 중 형법에 수용가능한 부분을 형법에 받아들여 형법을 명실

공히 형사기본법으로 제 구실을 하게 하고, 그와 함께 법정형도 대폭 낮추는 개

정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국회도 그 점을 깨닫고 입법적 정비에 나서

는 부지런함이 요구된다. 싸우지 말고 일하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

38) 제60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문 참조(2004/4/15 채택). 그 요지는 “조선민주
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을 임명하고, 방문조사, 정부 및 주민과
의 직접접촉 채널의 구축, 국제인권 문서들의 의무준수를 포함한 인권상황에 관해 조
사․보고하고, 신뢰할만한 정보를 요청․접수할 것을 승인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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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2004 Criminal Law Revision in 

North Korea
― a taking-off toward the rule by law?―

39)

In Sup Han*

In the year of 2004, North Korea revised its Criminal Law along with its 

Criminal Procedure. The scale of change is voluminous; the number of Articles 

is almost doubled. Its ideological tone is decolored, and more norm-like 

expressions are dominant. Most of all, it declares the principle of legality- 

“nullum crimen sine lege.” Analogy is excluded from the interprtation of 

Criminal Law, and the elements of crimes are more clearly than not expressed. 

The principle of no-analogy with clarity results in the conspicuous increase in 

the number of Articles.

In the field of punishment, two new types are added; life imprisonment and 

labor-training[Ro-dong Dan-yeon-hyeong]. The latter implies the infliction of 

forced works at the labor camp instead of prison works imposed upon those 

who committed misdemeanor.

North Korea proclaimed the governmental measure for revitalizing its economy 

on July 2002. It includes the market-oriented economy which encourages the 

private incentives, autonomous price system, and is more ready for foreign 

investment. The changing structure of economy requires the regulation of various 

illegalities which accompany the economic activities. Thus, the 2004 revisions of 

criminal law focus on the regulation against illegal economic activities.

Central role of Criminal Law in North Korea lay in the harsh suppression 

against so-called anti-revolutionary, anti-state crimes. But, its harshness has been 

*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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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sened since the 1987 revision of Criminal Law. Only four offenses among the 

so-called anti-state offenses maintain the death penalty. But, according to the 

2004 revision of Criminal Law, most of those who crossed the border of N.K. 

are re-classified from the anti-state label to the mere act of crossing the border 

which is subject to the punishment of forced labor for 2 years or less. Hearing 

of broadcast, and the Collection, Keeping, and Distribution of documents which 

offend the authority of N.K. have been under severe penalty several years 

before. But, under the new Law, the mere hearing of South-Korean broadcast is 

exempt from punishment. Only the “systemic” or repeated hearing, collection, 

keeping or distribution is re-classified as a kind of misdemeanor. Thus, the 

tendency to lessen punishment of the offenses of crossing, hearing, etc. shows 

the changing function of law which reflects the social change.

The recent change in N.K. Criminal Law and other Acts suggests some 

positive possibilities. Law is expected to control a variety of illegality 

distinguished from the ideological aspect. It may be prospected that the rule by 

men would be transformed into the rule by law. As N.K. will be exposed to the 

outside world, its authority will not neglect the pressure from the outside world 

which argues the advancement of human rights. The successive reform of 

Criminal Law may imply some positive sign of N.K. change, albeit it will 

remain the characteristics of “nominal norm” for the time be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