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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北韓法의 歷史的 形成과 變化*

1)

崔 鍾 庫**

서론

남북관계가 복잡하게 진전되는 가운데서도 북한정권은 예상보다 ‘건재’하며 국

가로서의 기능을 작동하고 있는 사실이 주목받고 있다.1) 그것이 부시대통령의 

표현처럼 ‘악의 축’(axis of evil)이든 북한이 표방하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실현’

이든 평가는 차치하고, 한 국가로서 법체계를 수립하여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남북이 분단되고 반세기를 넘긴 지금 북한법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근년에 북한이 왜 법의 제정과 개정에 보다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

는지 파악하는 것은 설명할 필요도 없이 중요하다.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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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敎授, 한국법사학회 회장

1) 북한의 이해에 필자가 기초하고 있는 책은, C. Kenneth Quinones and Joseph Tragert, 
Understanding North Korea, Alpha Books, New York, 2003. 그리고 Bruce Cumings, 
North Korea, New York, 2004.

2) 그동안의 필자의 연구로는, 최종고, “북한의 전통법사관”, 서울대학교 법학 제31권 1, 
2호, 1990; “북한법의 구조와 사상”, 북한연구 제1권 제2호, 1990; “북한의 국가체제
와 사회구조 아는 열쇠”(북한법령집, 대륙연구소 편 서평), 전망 1990년 10월호; “북
한의 입법동향과 법생활”, 북한연구 1992 봄호; “사회주의법 일반이론에서 본 북한법
사상”, 북한법률행정논총 제8집, 1992; “북한의 법규범과 법현실”, 서울대학교 법학 
제34권 1, 1992; “북한법의 구조와 사상”, 저스티스 25-1, 1992; “북한의 최근입법동
향”, 북한연구 1993 겨울호; 북한법, 박 사, 1993; “북한법의 역사와 사상”, 인권과 
정의 1995년 12월호; “북한법이론과 북한법학의 회고와 전망”, 북한법률행정논총 10, 
1995; “북한의 문화유물보호법”, 북한법연구 1, 1997; “북한의 법사상과 법생활”, 현대
법의 제문제(김병대교수회갑기념논집), 1998; “북한법의 역사적 형성과 체계”, 북한법
50년, 아시아태평양연구소, 1999; “북한법의 전망”, 북한법50년, 1999; “남북한법의 
역사적 형성과 과제”, 법제연구 제19호, 2000; “남북한의 국가상징과 법”, 북한법연구 
3, 2000; Chongko Choi, South Korean Law and North Korean Law: A Comparision, 
Paper read at the World Congress for Korean Studies, Honolulu, 2000; Cofucian 



崔 鍾 庫 [서울대학교 法學 제46권 제1호 : 371～412372

이 논문은 북한법의 의의를 간단히 살핀 후, 그 역사적 형성과정을 검토하고, 

80년대 후반 이후 어떠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가를 고찰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

다. 이러한 역사적 검토에 기초하여 마지막으로 북한법에 대한 전망을 가능한 범

위 안에서 시도해본다.3) 이 논문은 북한법의 역사적 변천을 일반적으로 서술하

는 데 근본목적이 있기 때문에 흔히 법학논문에서 보듯 구체적 쟁점을 토론하거

나 특정한 관점에 입각하여 서술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못하고, 제한된 자

료이나마 문헌자료에 입각하여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서술하려고 한다.

Ⅰ. 북한법의 의의

1. ‘북한법’의 개념

공식적으로 말하면 南韓法은 ‘大韓民國法’이고 北韓法은 ‘朝鮮民主主義 人民共

和國法’이지만 일반적 용어관례상 남한법, 북한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북한법

이란 개념은 한편으로는 역사적으로 한국법(Korean Law)이라는 연속성의 관점에

서,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주의법(Socialist Law)이라는 법계(法系) 내지 법문화의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다.4)

1) 韓國法으로서의 북한법

북한법은 남한법과 함께 한국법이라는 역사적 포괄개념의 일부이다. 고조선시

대 우리 민족이 한반도에 터잡은 때부터 ‘한국법’은 존재하여 왔고,5) 1945년 남

북한으로 분단되기까지는 법통일체(Rechtseinheit)를 이루어왔다.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해방을 맞고, 이튿날 ‘이북5도 인민위원회’가 결성되고, 10월 28일에

Elements in South and North Korean Laws, in; Law and Justice in Korea.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2005.

3) 북한법의 연구중 본 논문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는, 최달곤, “북한법의 체계와 특색
의 구명을 위하여”, 세종연구소 편, 북한법체계와 특색, 세종연구소, 1994; 여기에는 
‘북한법령연표’(1945-1994)가 수록되었음; 이장희 외, 북한법 50년, 그 동향과 전망,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1999; 김동한, “북한의 개혁․개방과 법제도의 변화”, 동북아연
구 6, 2001, 49-93면; 한인섭, “북한의 형법, 변화하고 있는가?”, 북한법연구 6, 2003, 
33- 50면.

4) 法系論에서의 한국법의 위치에 관하여는 최종고, 韓國法과 世界法, 교육과학사, 1989 
참조.

5) 자세히는 최종고, 韓國法思想史(서울대출판부, 198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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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북조선5도 행정국’이 발족되었다. 여기에서 각국(各局)이 결정, 포고, 지시, 

지령, 규칙 및 규정의 형식으로 법령을 발표하 는데, 이것이 북한법의 출발이다. 

그 후 50년이 지난 오늘까지 얼마나 많은 법령이 제정되었고 오늘날 몇 개의 법

령이 시행되고 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줄잡아 2천여 개는 되지 않을까 추측

된다.6) 북한에서는 남한과 같은 형식의 법령집이나 법전을 간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북한법이 무엇이라고 가리키기는 힘들다고 할 수 있다.7)

여기서 북한법의 ‘독자성’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

면 한국법이라는 전통의 맥락에 서면서도 사회주의국가로서의 주권 아래 고유한 

법질서와 법문화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온 사실은 1960년대에 발간된   

｢우리 나라 법의 발전｣(안옥형 편), 1986년에 편찬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법제정사｣(홍극표) 등의 단행저서들에서 대체로 밝혀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남

한법의 북한법의 대립존재는 통일한국법을 위하여 반드시 비교․지양되어 궁국

적으로 ‘한국법’의 모습으로 토착화되어야 할 내면적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하겠다.

2) 社會主義法으로서의 북한법

어느 한 나라의 법의 특징을 파악하려면 그 법이 어떤 법계(Rechtssystem) 혹

은 법가족(Rechtsfamilie)에 속하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비교법학(comparative 

law)에서는 법계, 법가족 혹은 법권(Rechtskreis) 내지 법문화(Rechtskultur) 등의 

개념을 사용하여 동질적인 법군(法群)을 세계블록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물론 학

자들마다 그 기준과 견해를 달리하여 법계론(法系論)은 비교법학의 기본적이면서

도 복잡한 연구 역을 이룬다.8) 오늘날 비교법학에서 많이 인용되고 있는 이론

에 따르면 북한법은 동아시아법권과 사회주의법권의 두 카테고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법에 대한 관심이 퇴조된 지금 비교법학의 관점

에서 북한법에 대하여 특별히 관심을 갖게 할 요인은 없다고 보인다. 중국법이 

6) 대륙연구소에서 낸 北韓法令集(정경모․최달곤 편)(全5卷)(1990)에는 1,195개 법령이 
수록되어 있고, 부록으로는 입수불가능했던 법령목록을 붙이고 있다. 그리고 최달곤․

신 호, 북한법령년표, 북한법률행정논총 8, 1990, 325-434면; 북한법입문, 세풍출판사, 
1998 참조.

7) 최근 북한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법전(대중용)”(평양 법전출판사, 2005)을 발
간하여 심지어 국내에서도 판매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112개의 법률이 수록되어 있다. 
대중용이기 때문에 전부 수록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남한의 법전에 비해 소략한 것
은 부정할 수 없다.

8) 자세히는 최종고, 한국법과 세계법, 교육과학사, 1989, 7-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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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법을 수용하면서도 시장경제를 지향하며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를 고수하는 

양극현상을 보여줌으로써 외국학자들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는 것과도 차이를 보

여준다. 철학이나 정치이데올로기의 관점에서 주체사상에 대한 관심이 기울여진 

바 있으나 그것도 북한사회의 변화와 세계화 속의 생존전략에 려 빛을 잃어가

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3) 북한법의 존재형태(法源)

추상적인 북한법이 아니라 북한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물으면 

대답이 쉽지 않다. 성문화된 법률은 있지만 법전이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법

률텍스트를 보기가 힘들다. 법학교육이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 조차도 잘 모르

고 있고, 법률은 필요할 때만 보여주고 회수해 간다는 얘기도 있다. 아무튼 일반

인들은 법률텍스트를 쉽게 접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인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인지 

최근에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법전(대중용)”을 발간하 다.9) 여기서 

주목되는 것이 이른바 사회주의 준법운동인데, 추측컨대 남한의 반상회와 같은 

모임을 통하여 법률을 계몽시켜 미리 법을 어기지 않도록 규율해 나가는 시스템

인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북한에는 아직까지 책의 형태로 된 법전이 존재하지 않다가 최근에야 

대중용 법전을 발간하고 있다. 그동안 단행법률들을 필요에 따라 국가출판사에서 

발행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외국의 도서관에 이 단행법률들을 팜플

렛트 형식으로 고가로 판매하고 있는 것도 흥미롭다. 그리고 다수는 아니지만 중

요한 단행법률은 평양의 외국어출판사에서 어로 번역 출판하여 역시 외국으로 

판매하고 있다.10)

Ⅱ. 북한법의 역사적 형성과정

북한의 법제사에 관하여는 지금까지 두어가지 중요한 자료밖에 입수된 바가 

9) 이 사실에 대해 하나의 획기적 사실로 보는 견해와 현실과는 거리가 먼 선전용이라
고 보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이에 대한 보도로는 조선일보 2005년 1월 16일자.

10) 필자는 수년간 이 어 법률들을 보이는 대로 모아 North Korean Law: Text and 
Introduction(2004)이란 제목을 붙여 연구자들을 위해 편집하 다. 아직 정식 출판은 
하지 않았고, 2004년 7월 Freiburg대학에서 북한법에 관한 발표를 할 때 처음 공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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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지만, 그 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제정사｣(백과사전출판사, 1986)가 크

게 참고가 된다. 이 책은 물론 북한의 모든 출판물이 그러하듯이 북한법이 어떻

게 사회주의 주체사상을 구현해 왔는가를 미화하는 방향으로 쓰여졌지만, 시대구

분이라든지 구체적 법령의 제정시기 등을 아는 데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대체로 이 책을 참고하여 북한법의 전개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는 입장에서 검

토해 보고자 한다.

1. 제1단계

북한 법제사의 제1단계는 ｢ 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시기｣로 이름 붙여져 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항일투쟁사를 높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법제사의 기초를 

거기에서 찾고 있는 것이 흥미롭다. 이처럼 법제사의 사상적 기초를 강조하면서, 

김일성수령의 법제정사상은 “일제의 악법을 청산하고 새로운 인민적이며 민주주

의적인 법을 재정한 데 대한 인민민주주의적 법제정사상”이라고 설명한다. 이러

한 한일운동의 반제반봉건사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법제정과 관련지어지는가에 

대해서는 “유력근거지들에서 인민혁명정부를 세우고 운 하는 과정에서 정권건설

경험과 함께 법제정의 귀중한 경험도 참조”하 다고 설명한다.11)

1932년 말부터 1933년 초에 두만강 연안지역에 해당지구형태의 근거지들이 창

설되어 여기에 인민혁명정부가 수립되었다. 여기에서 제정 실시된 법이 북한법의 

기원이 된다는 것이다.12) 여기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은 김일성이 밝힌 인민

혁명정부의 당면과업을 구체화한 ｢정부정강｣13)이다. 이 ｢정강｣을 실현하기 위하

여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개별법들을 제정하 는데, 여기

에는 결정, 지시, 명령, 선언, 포고 등 여러 형식이 있었다.

2. 제2단계

1) 민주적 사회정치개혁을 위한 입법

제2단계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 혁명시기｣로 명명되고 있는데, 이것은 남북분

단 후 북한지역에서 사회주의 정권을 세우면서 과감히 혁명적 조치들을 실시한 

11) 홍극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제정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6, 6면.
12) 최종고, 북한법, 박 사, 1996(증보판), 2면에서 북한법의 출발을 남북분단 이후로 보

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13) 내용은 홍극표, 위의 책,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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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까지의 역사에 해당된다. 여기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日帝惡法을 청산하

는 일이었다.

다음으로 중요한 과업은, 인민의 민주주의적, 혁명적 법의식에 기초하여 법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이었다. 주체적인 혁명적 법의식에 기초하여 법적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이러한 혁명실천을 후에 성문법으로 선포․확인하 다고 북한의 법

제사는 서술하고 있다.14)

1945년 11월에 북조선 사법국은 포고 제2호로 ｢북조선에서 시행할 법령에 관

한 건｣을 발표하 는데 이 포고는 일본식민통치 하에서 실시되던 모든 법과 규

정들이 원히 효력을 상실하 다는 것과 새 조국건설과 조선인민의 이익에 배

치되는 어떤 질서도, 법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선포하 다.

셋째로, 혁명적 법제정에서 중요했던 사실은 통일적 법체계를 수립하는 일이었

다. 1946년 2월 8일에 북한의 정당, 사회단체, 행정국, 인민위원회 대표협의회가 

모여 중앙정권기관으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결성하 다. 북조선임시인민위

원회는 인민민주주의 독재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북한의 전지역에 걸쳐 법적 효

력을 가지는 통일적 법규들을 제정․실시하는 입법기관이었다. 여기서 결정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은 동위원회 안에 산업국, 교통국, 농

업국, 재정국, 체신국, 상업(및 수매)국, 교육국, 보건국, 사법국, 보안국 및 선전

부, 기획부, 총무부를 둔다는 것과 그 부서들의 기본임무를 규정하 다. 1946년 

9월 5일에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결정 ｢북조선 도, 시, 군, 면, 리 인민위원회

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역할을 높이기 위해 사법(司法)의 민주화가 절실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해방직후 혁명적 법의식에 기초하여 일제(日帝)의 사법제도를 폐

지하고 민중재판을 조직, 운 하 다. 민중재판제도는 그 후 법적으로 고착된 인

민재판제도로 발전하 다.

2) 민주적 사회경제개혁을 위한 입법

또한 이 시기를 북한은 민주주의적 사회경제개혁을 보장하기 위한 법규의 제

정실시 시기로 보고 있다. 1946년 3월 5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에서 ｢북조선토

지개혁에 대한 법령｣을 채택하 다. 이 토지개혁법령은 농촌의 봉건적 토지소유

관계를 청산하고 토지에 대한 농민들의 개인소유에 기초한 새로운 민주주의적 

14) 홍극표, 위의 책,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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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관계를 확립할 것을 기본 과제로 내세우고 토지개혁의 기본원칙과 방법, 

토지의 몰수대상과 분배대상, 분배방법을 규정하 다.

1946년 8월 10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산업, 교통운수, 체신, 은행 등의 

국유화에 대한 법령｣을 채택하 다. 금융관계의 개혁입법으로는 ｢특수금융기관정

리에 관한 결정｣(1946. 11. 25), ｢각 행정기관, 국 기업소 급 공리단체 소요인원

정수등록에 관한 건｣(1946. 12. 3) 등이 입법되었다.

북한에서는 세금이 없다고 주장되고 있지만, 원래 세금을 없앤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공정한 인민적인 세금제｣를 세우는 방향으로의 개혁이었다. 이러한 방향

에서 만들어진 입법으로 ｢세무서폐지에 관한 결정｣(1946. 8. 2), ｢세금징수에 관

한 결정｣(1946. 4. 1), ｢농업현물세에 관한 결정｣(1946. 6. 27) 등이 있었다.

3) 사회 및 문화생활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

북한이 사회 및 문화생활의 민주화를 위하여 제정, 실시한 법규 중에서 중요한 

것은 노동생활의 민주화와 남녀평등권의 실시, 교육, 보건, 문화의 민주화를 보장

하기 위한 법규들이었다. 1946년 6월 24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북조선 로

동자, 사무원에 대한 로동법령｣을 채택하 다. 또한 1946년 7월 30일 북조선임시

인민위원회는 ｢북조선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을 채택하 다.

인민교육체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북조선임시인민회는 ｢북조선 학교교육 체계

에 관한 규정 및 그 실시에 관한 조치｣(1946. 12. 18)를 제정하 고, 1946년 7월 

8일에는 ｢북조선종합대학창립에 관한 건｣을 채택하 다. 여기에서 북조선종합대

학을 “조선해방을 위하여 일본제국주의와 투쟁한 조선민족의 웅 김일성장군의 

이름을 부여하여 김일성종합대학”으로 부르기로 결정하 다.15)

4) 인민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

인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무엇보다 식량문제를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식량공

급에 관한 법규들을 제정하 다. 물가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1947년 1월 28일 

｢가격표시규정에 관한 건｣을 제정하 고, 국유화된 상업기관들의 통일적 관리를 

위하여 ｢상업기관에 관한 명령｣(1946. 4. 13), ｢상점허가제실시에 관한 포고｣와  

｢상업허가규정｣(1947. 2. 3)을 제정하 다.

중소상공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공업허가령｣(1946. 7. 24), ｢개인소유권을 보호

15) 홍극표, 위의 책, 25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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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산업 및 상업활동에 있어서의 개인의 창발성을 발휘시키기 위한 대책에 관

한 결정｣(1946. 10. 4), ｢북조선산업 및 상업발전에 관한 법령｣(1946. 11. 25),   

｢상업허가제실시에 관한 상업국포고｣(1947. 2. 3) 등이 제정되었다.

5) 日帝殘滓 세력과 謀利奸商輩들에 대한 형사입법

일제기관에서 일한 사람들, 친일파와 민족반역자를 숙청하기 위하여 1946년 3

월 7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친일파, 민족반역자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

다. 이 법에서 친일파와 민족반역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1947년 

1월 24일에는 ｢봉건유습잔재를 퇴치하는 법령｣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기만 또는 

위협의 방법으로 결혼 또는 이혼을 강요한 자, 결혼과 관련하여 금전, 체불 또는 

노력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축첩자, 창기업자 등에 형사처벌을 가하도록 규

정하 다.

3. 제3단계

북한법의 제 3단계는 ｢社會主義에로의 과도기 첫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입법 방향은 인민민주주의 독재정권을 프롤레타리아 독재정권으로 강화, 

발전시키는 법규, 인민 경제에 대한 관리운 사업을 개선․강화하는 법규들, 인

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법규들을 제정하는 데에 있었다.

1) 프롤레타리아 독재정권의 수립과 공화국창건에 관한 입법

인민민주주의 독재정권을 프롤레타리아 독재정권으로 강화, 발전시키기 위하여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북조선인민회의와 북조선인민위원회로 개편하기 위한 법

규들을 제정하 다. 우선 북조선인민회의의 창설을 위하여 ｢북조선 도, 시, 군 인

민위원회대회 대표 선거에 관한 규정｣(1947. 2. 4)을 제정 실시하 고, 도, 시, 군 

인민위원회대회에서는 ｢북조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절차에 관한 규정｣을 승인하

다. 이리하여 1947년 2월에 ｢북조선인민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제정, 실시되었다. 

사법검찰기관의 강화를 위하여 ｢북조선 재판소 및 검찰소에 관한 규정｣과 북조

선 인민회의 지시(1948. 2. 12), ｢참심원의 재판사업참가 협조에 관하여｣(1948. 2. 

12), ｢시, 군 인민재판소 및 도재판소 선거에 관하여｣(1949. 7. 9), ｢변호사에 관

한 규정｣(1947. 2. 7) 등이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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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민경제의 관리운  사업의 개선입법

인민경제의 관리운 을 위하여 1948년 2월 29일 북조선인민위원회는 ｢국가 경

제기관, 국 기업소 및 공리단체 호상간의 계약제도와 결제제도 확립에 관한 결

정서｣를 채택하 다. 그 후 ｢철도운수에 관한 규정｣(1948. 6. 27), ｢광산위탁경

제 및 분광제를 실시함에 관한 결정서｣(1949. 9. 7)를 제정하 고, 1949년 2월 

15일에는 내각결정 ｢단체계약체결에 관한 결정서｣와 ｢표준단체계약서｣, ｢산업표

준단체계약서｣, ｢산별단체계약체결에 관한 지도서｣ 등이 제정되었다.

3) 인민의 물질문화생활의 향상입법

1948년 4월 9일 북조선인민위원회 결정 ｢사무원 및 기술자 봉급개정에 관한 

결정서｣가 채택되었고, 같은 해 5월 27일에 ｢산업, 운수, 체신 노동자 봉급개정

에 관한 결정서｣가 제정되었다. 1949년 12월 27일 ｢로동자임금개정에 관한 결정

서｣가 채택되고, 인민위원회 결정 ｢국 공장 및 광산 등의 부속지 리용에 관하여｣

(1948. 2. 18), ｢로동자, 사무원들의 생활향상대책에 관한 결정서｣(1948. 10. 12), 

｢특수기능자 우대에 관한 규정｣(1949. 12. 8) 등이 제정되었다.

교육분야의 개혁을 위하여 최고인민회의 결정 ｢전반적 초등의무교육제 실시에 

관한 법령｣(1949. 9. 10) 외에도 북조선인민회의 결정 ｢전문학교 대학생장학금 수

여에 관한 결정서｣(1947. 6. 20), ｢대학생 장학금 급여 범위확대에 관한 결정서｣ (1949. 

2. 9), ｢북조선 고등교육 사업개선에 관한 결정서｣(1948. 7. 7)를 제정하 다.

사회보건분야에 관하여는 ｢로동자, 사무원에 대한 의료상방조범위확장에 관한 

결정서｣(1948. 6. 8)를 채택하 고, ｢전염병예방에 관한 규정｣(1947. 11. 24), ｢종

두에 관한 규정｣(1949. 2. 15), ｢소독처 및 소독소에 관한 규정｣(1949. 11. 5), ｢탁

아소에 관한 규정｣(1949. 2. 1), ｢유아원에 관한 규정｣(1949. 5. 16), ｢녀성상담소

에 관한 규정｣(1948. 12. 23), ｢산원에 관한 규정｣(1949. 10. 28)을 제정하 다.

4) 공화국헌법과 부문법전의 편찬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제정 사업은 1948년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그 해 2월 초에 북조선인민회의에서는 ｢헌법제정위원회｣를 조직하고 

거기에서 만든 임시헌법초안을 전인민의 토의에 회부하 다. 헌법초안의 토의과

정에서 절대지지를 받아 1948년 7월 9일 북조선인민회의 제5차 회의에서 지체 

없이 실시할 것을 결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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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에서는 북조선에서 이미 실시하던 헌

법초안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으로 정식 승인하고 그것을 즉시 전조

선 지역에서 실시할 것을 결정하 다.

헌법의 제정과 함께 부문법전들을 제정하기 위하여 1947년 11월 19일 북조선

인민회의는 ｢조선법전초안작성위원회｣를 조직하 는데, 그곳에서는 재판소구성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의 제정사업을 추진하 다. 그리하여 최고인민회의는 법전초

안작성위원회와 내각에서 제출한 재판소구성법 초안을, 1950년 3월 1일에 형법

초안과 형사소송법초안을 같은 해 3월 3일에 각각 채택하고 4월 1일부터 실행할 

것을 결정하 다.16)

4. 제4단계

북한법의 제 4단계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 법의 제정실시｣ 기간으로 불

리워진다. 북한에서 6․25동란을 조국해방전쟁으로 명명하고 법을 전시(戰時)체

제로 바꾸어 지원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한때 6․25전쟁의 성격에 대하여 국내

외 학계에서 분분한 논의가 있었지만, 북한법의 역사에서 보면 북한이 전쟁을 얼

마나 계획적으로 준비하여 수행하 는지 알 수 있다. 이러한 전시체제입법으로서

의 이 시기의 법들을 몇 가지 방향에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17)

1) 국가사업을 전시체제로 개편하는 입법

1950년 6월 25일 내각결정으로 ｢리승만괴뢰정부의 국방군의 불의의 공격을 격

퇴하기 위한 대책에 관하여｣를 채택하 다. 이 결정으로 1950년 6월 26일부터 

야간통행금지를 실시하 다. 1950년 6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정령 ｢군

사위원회조직에 관하여｣를 채택하여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한 군사위원회가 구성

되고, 국내의 일체의 주권이 군사위원회의 수중에 집중․장악되었으며, 전체공민

들과 일체 주권기관, 정당, 사회 단체 및 군사기관들이 군사위원회에 절대 복종

하는 중앙집권적 체계가 수립되었다. 전시동원체제를 위하여 1950년 6월 27일에 

정령 ｢전시상태에 관하여｣와 ｢조선민족의 인민 공화국의 일부지역에 전시상태를 

선포함에 관하여｣를 채택하 다.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북한은 인민정권과 인민

16) 홍극표, 위의 책, 93면 이하.
17) 자세히는 최종고, “북한법제사에서 본 남북전쟁”, 제6차 북한법연구회 발표문(1995.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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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상부의 지도를 접근시키며 전방기관들의 기능을 개편

하기 위하여 1952년 12월 22일 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반부지역에 있

어서의 행정체계 중 면(面)을 폐지함에 관하여｣와 12월 27일 내각결정 ｢지방행정

구역 개편사업실행에 관하여｣를 제정, 실시하 다. 또 인민들의 신소와 청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인민들의 신소 및 청원을 제때에 정확히 해결함에 관하여｣

(1952. 12. 27)를 제정하 다. 또 내각결정 ｢지방행정 구역개편과 관련하여 인민

위원회 사업을 강화한 데 관하여｣(1953. 2. 18), ｢군사행동구역에서의 군사재판소

에 관한 규정｣(1950. 8. 21), ｢전시군사재판소에 관한 규정｣(1952. 11. 29)을 제정

하 다. 이 외에도 내각결정 ｢신분등록사업을 내무기관에 이관함에 관하여｣(1952. 

3. 16)와 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안전성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무성에 편입함에 관하여｣(1952. 10. 9), ｢중요내각결정집행정령에 관하여｣(1951. 

3. 31), ｢중앙집권적 국가통제체계조직에 관하여｣(1952. 2. 28) 등을 제정하 다.

2) 남반부지역의 민주개혁을 위한 입법

조국해방전쟁을 통하여 해방된 남조선지역의 인민들에게 국가와 사회의 주인

으로서의 지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1950년 7월 14일 정령 ｢공화국남

반부 해방지역의 군, 면, 리(동)인민위원회의 선거 실시에 관하여｣를 제정하 다. 

이를 통하여 해방지역의 군, 면, 리(동) 인민위원회의 선거를 실시하고 나아가 중

앙선거지도위원회를 구성할 기초를 마련하 다.

남반부의 해방지역에서 토지개혁을 실시하기 위하여 1950년 7월 4일 정령 ｢공

화국 남반부지역에 토지개혁을 실시함에 관하여｣와 내각결정 ｢공화국 남반부지

역에 토지개혁을 실시함에 관한 정령시행세칙｣을 제정하 다. 정령세칙은 토지의 

몰수, 토지의 분배, 농촌위원회의 조직과 임무, 토지소유권 증명서의 교부 등 토

지개혁실시에 관한 정령을 집행하기 위한 구체적 규정들을 담고 있었다.

남반부의 노동자, 사무원들을 자본주의적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하기 위하여 내

각결정 ｢공화국남반부지역에 로동법령을 실시함에 관한 결정서｣(1950. 8. 18)를 

제정하 다. 이 결정은 ｢북조선 로동자 및 사무원에 대한 로동법령｣을 남반부에

도 적용한다는 내용이었다.

해방된 남반부에서 사회 및 문화의 민주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해방지구에 공

화국의 인민적 민주교육제도를 실시함에 관한 결정서｣(1950. 9. 15)를 채택하

다. 이 외에도 ｢공화국 남반부지역에 있어서 농업현물세제를 실시함에 관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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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1950. 8. 1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38도 이남해방지역에 있어서 세금제

도실시에 관한 결정서｣(1950. 7. 9), ｢공화국남반부 해방지역의 국가기관에 복무

하는 로동자, 사무원들의 임금에 관한 결정서｣(1950. 8. 18)를 제정하 다.

3) 전선의 수요와 전시생산을 위한 입법

전선의 수요와 전시동원을 위하여 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지역에 동

원령을 선포함에 관하여｣(1950. 7. 1)를 제정하고, 1950년 7월 1일을 첫 ｢동원의 

날｣로 선포하 다. 또 1950년 7월 14일 군사위원회 결정으로 ｢군사동원에 관한 

규정｣을 채택하여 군사적령자, 기술자, 기능자 및 기타 필요한 인원과 기자재의 

동원에 응할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의 의무를 규정하 다.

전시수송을 위하여 군사위원회 결정 ｢전시 철도운수사업 강화대책에 관하여｣

(1950. 9. 25)를 비롯하여 ｢조국보위복권발행에 관하여｣(1951. 6. 14), ｢전방구호

대를 조직할 데 대하여｣(1950. 8. 1), ｢구호사업 보장에 관하여｣(1950. 7. 30),   

｢전시로동에 관하여｣(1950. 7. 6), ｢전시의무로력동원에 관하여｣(1950. 7. 26)를 

제정하 다.

또한 ｢협동단체들의 조직 및 사업강화에 관하여｣(1950. 8. 22), ｢협동생산조합

들에 대한 북조선중앙은행에 단기대부규정｣(1952. 10. 30), ｢협동생산조합들의 경

리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제 대책에 관한 결정｣(1953. 3. 27)을 제정하 다. 전시

에 토지의 효과적 이용을 위하여 ｢경작자 없는 토지조치에 관하여｣(1950. 12. 

26), ｢경작자 없는 토지를 공동경작함에 관하여｣(1951. 6. 14)를 제정하 고, 농업

생산을 늘리기 위하여 ｢1952년도 농사업준비 및 실행대책에 관하여｣(1952. 1. 

30), 군사위원회 명령 ｢화학비료 수송 및 공급에 관하여｣(1952. 1. 2) 등을 제정

하 다.

4) 후방인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입법

전재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내무결정 ｢전재민구호대책에 관한 결정｣(1950. 

11. 20), ｢해방지구 인민생활안정을 위한 대책에 관한 결정서｣(1950. 12. 12), ｢조

국해방전쟁시기에 있어서 인민생활안정을 위한 대책에 관한 결정서｣(1951. 1. 25)

를 제정하 다. 또 ｢전쟁고아들에 대한 립양수속절차에 관하여｣(1952. 7. 26),   

｢ 예군인 생산협동조합들의 조직강화 방침에 대하여｣(1952. 6. 3), ｢빈농민 및 

령세어민들의 경제형편개선대책에 관하여｣(1953. 2. 18), ｢수해, 리재민 구제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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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하여｣(1951. 9. 10), ｢재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농을 보장하기 위한 식량을 

대여함에 관하여｣(1952. 3. 13), ｢농촌에서 빈농들에 대한 고리대 현상을 제거한 

데 관하여｣(1952. 10. 30)를 제정하 다.

전시 교육사업을 위하여 ｢1951년도 각급학교 개교준비사업에 관하여｣(1951. 6. 

4), ｢1951∼53년도 각급학교 신학년도 준비사업에 관하여｣(1952. 6. 30), ｢고등교

육사업강화채택에 관하여｣(1952. 5. 29), ｢인민학교, 기술전문학교 및 대학의 학

제개편에 관하여｣(1953. 7. 11)를 제정하 다.

보건분야에도 ｢무상치료제도를 실시한 데 관하여｣(1952. 11. 13), ｢인민보건을 

위한 의료시설 복구 및 의약품생산강화에 관한 결정서｣(1951. 3. 12), ｢전시 인민

보건사업을 강화한 데 관하여｣(1952. 11. 27), ｢방역사업보장에 관하여｣(1951. 2. 

23), ｢적의 세균무기와 투쟁대책에 관하여｣(1952. 2. 20), ｢적들이 감행하고 있는 

세균만행과의 투쟁대책에 관하여｣(1952. 2. 27), ｢검역사업을 일층 강화한 데 관

하여｣(1952. 5. 6)를 제정, 실시하 다.

5) 후방에서 준동하는 계급적 원쑤들을 진압하는 입법

전시 반(反)간첩투쟁을 전인민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김일성은 ｢포고문｣(1951. 

2. 24)을 발표하 다. 그리고 군사위원회 결정 ｢적에게 임시 강점당하 던 지역

에서의 반동단체에 가입하 던 그들을 처리함에 관하여｣(1951. 1. 5)를 제정하

고, 반혁명분자들을 군중 자신이 심리․처리하도록 내각결정 ｢군중심판회에 관한 

규정｣(1951. 2. 10)을 제정하 다. 대중심판회는 적편에 가담한 배반자들을 리민

총회에서 6개월을 임기로 선거하는 심판장 1인, 참심원 2인으로 구성하여, 군중

토의를 거친 후 심판회 성원들이 죄가 있다고 인정하면 재판에 회부하여 직접 

두문 또는 근신의 제재형식을 적용하 다. 또 ｢자수자취급절차에 관한 규정｣

(1952. 2. 10)을 제정하여 자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용서해 주도록 하 다. 이에 

반해 극소수의 악질반혁명범죄자에 대하여는 ｢미제국주의자와 그 주구 리승만 

매국도당들과 결탁하여 인민들을 탄압하고 애국자들을 무참히 학살한 악질적인 

반국가적 범죄자들을 처벌함에 대하여｣(1951. 4. 17)라는 명령을 내려 무자비하

게 처벌하 다.

5. 제5단계

북한법의 제5단계는 ‘전후인민경제복구 발전과 사회주의의 기초건설시기’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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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된다.18) 전후의 경제질서와 사회질서를 복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면으로 법제를 정비하 다.

1) 국가기관의 사업개편과 역할제고를 위한 입법

조국해방전쟁시기에 구성되었던 비상국가기구를 전후 평화적 건설의 요구에 

맞도록 개편하기 위하여 정령 ｢군사위원회조직에 관하여｣(1950. 6. 26)의 효력을 

폐지하면서 군사위원회와 지방군정부들을 폐지하 다. 1954년 12월 11일에 채택

된 정령에 의하여 주권기관과 행정기관, 재판기관과 검찰기관들은 자기 활동을 

평화적 건설의 요구에 맞게 정상화하 다.

전후 3개년 계획기간에 파괴된 인민경제를 복구하여 인민생활을 안정시켜야 할 

긴급한 과업을 기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956년 하반부터 주권기관 대의원선

거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 다. 이를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 시, 

군(구역) 인민회의선거에 관한 규정｣(1956. 9. 3), 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관한 규정｣(1957. 6. 27) 등을 제정하 다. 또 내각결

정 ｢리(읍, 구) 인민위원회에 대한 사무부담을 경감한 데 대하여｣(1955. 4. 20),  

｢국가기관의 사무처리 절차를 일부 변경한 데 관하여｣(1956. 4. 2), ｢국가기관들

의 행정사무를 일층 간소화한 데 관하여｣(1959. 1. 22) 등을 제정, 실시하 다.

행정구역의 개편을 위하여 정령 ｢황해도를 황해남도와 황해북도로 분리하여 

량강도를 신설함에 관하여｣(1954. 10. 3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부 도시

행정구역을 개편함에 관하여｣(1960. 10. 12)를 제정하 다.

또 전후 사회주의적 건설의 기초로서 법의 중요성을 고양하기 위하여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방주권기관구성법｣(1954. 10. 30), 법령 ｢조선민주주

의인민공화국 내각구성법｣(1955. 3. 22), 내각비준 ｢도, 시, 군 인민위원회에 관한 

잠정적 규정｣(1960. 4. 29)을 제정하 다.

2)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와 협동경리의 공고화를 위한 입법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와 협동경리를 위하여 1954년 1월에 당중앙위원회 

지시 ｢농업협동경리조직문제에 대하여｣를 채택하 다. 여기에서 협동조합의 3가

지 형태와 자원성의 원칙이 규정되었다. 또 내각결정 ｢농업협동경리의 강화발전

대책에 관하여｣(1954. 3. 11)를 제정하 고, 내각비준 ｢농업협동경리의 국가등록

18) 홍극표, 위의 책, 1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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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규정｣(1954. 5. 4)을 채택하 다. 1954년 8월 농업성령으로 ｢농업협동조

합기준규약｣을 작성, 시달하 고, 조합의 경리운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내각

명령 ｢농업협동조합들의 경리질서를 강화한 데 관하여｣(1957. 11. 15)를 하달하

다.

1958년 10월 11일에는 내각결정으로 ｢농업협동조합을 통합하여 그 규모를 확

장한 데 대하여｣를 채택하 고, 이어서 내각지시 ｢농업협동조합내의 수산만을 수

산협동조합으로 수산협동조합 내의 농산만을 농업협동조합으로 개편한 데 관하

여｣(1959. 2. 2)를 채택하 다.

기계화를 위하여 ｢또락또르 및 자동차 부속품생산공급사업을 개선․강화한 데 

관하여｣(1959. 9. 25), ｢양잠업을 급속히 발전시키기 위한 제대책에 관하여｣(1955. 

10. 25), ｢농업협동조합의 축산업을 급속히 발전시킬 데 관하여｣(1956. 5. 28),   

｢과수업을 급속히 발전시킬 데 관하여｣(1958. 5. 7)를 채택하 다.

이미 조직된 생산협동조합을 개선하기 위하여 ｢생산협동조합사업 개선강화대

책에 관하여｣(1954. 6. 4)를 비롯하여 일련의 볍규를 제정하 다. 그리고 ｢조선생

산협동조합기준규약｣(1955. 2. 15)을 내각결정으로 채택하 다.

3) 사회주의공업화의 기초축성사업을 위한 입법

1953년 8월 13일에 채택된 정령에 의해 전시상태가 해제되고 인민경제 각 부

문들이 복구됨에 따라 내각결정 ｢전력부문의 긴급시 사업조치｣(1953. 7. 29)를 채

택하 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건설위

원회를 조직함에 관하여｣(1953. 6. 8)를 제정하여 국가건설위원회를 조직하 다.

공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가, 사회단체, 협동단체 및 기타 기업소 사무기관의 

로동자, 사무원들에 대한 로동내부 질서표준규정｣(1954. 3. 30)을 제정하 고, 실

태조사를 위하여 ｢공업생산설비의 실체조사실시에 관하여｣(1953. 9. 17)를 내각지

시로 하달하 다. 창의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창의고안에 관한 상금제규정｣(1959. 

9. 3)을 내각결정으로 채택하기도 하 다.

4) 교육사업의 개선을 위한 입법

전후 교육부문의 복구를 위하여 내각결정 ｢보통교육부문 각급학교 교육사업을 

일층 개선강화한 데 대하여｣(1956. 3. 9), ｢전후 인민경제복구 발전을 위한 과학

기술간부의 대량적 양성과 전반적 초등의무교육제 실시준비에 관하여｣(195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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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를 채택하 다. 나아가 법령 ｢전반적 중등의무교육제를 실시하여 기술의무교

육제 실시를 준비한 데 관하여｣(1958. 10. 2)를 제정하여 1958년 11월 1일부터 

북한에서는 중등의무교육제를 실시하 다. 나아가 1959년 3월 2일에는 내각결정

으로 ｢학생들의 수업료를 전면적으로 폐지한 데 관하여｣(1959. 3. 2)를 제정하

고 이어서 ｢인민교육체계를 개편한 데 관하여｣(1959. 10. 28)를 채택하 다. 이로

써 인민학교 4년, 중학교 3년의 학제와 2년제 근로자학교를 그대로 두고 근로자

중학교를 3년제로 개편하여 중학교졸업자를 받아들이는 2년제 기술학교제도를 

확장하여 기술의무교육제도를 강화하 다. 또 기술학교 졸업생을 받아들이는 3∼

4년제의 교원대학, 고등기술학교 졸업생을 받아들이는 4년제의 사범대학과 대학

사범학부, 3∼4년제의 교원대학통신학부와 야간학부, 4년제 사범대학 통신학부와 

야간학부를 새로 설치하고, 사범전문학교와 교원대학을 폐지함으로써 개편되는 

인민교육체계에 맞게 유치원교양원과 인민학교 및 중학교 교원, 기술학교 및 고

등기술학교 교원을 양성하게 되었다.

민족간부양성을 위하여 내각결정 ｢내각직속 중앙지도간부학교와 내각직속 정

치경제학 전문학교를 병합하여 인민경제대학을 설립한 데 관하여｣(1954. 1. 21), 

｢외국어대학을 김일성종합대학에 병합하여 대학예비과 및 로동학원을 통합개편화

한 데 관하여｣(1955. 9. 21)를 제정하 다. 성인교육을 위하여 ｢기술기능일군양성

체계를 개편한 데 대하여｣(1957. 6. 10), ｢근로자들의 일반지식수준을 인민학교 

또는 초등중학교 졸업정도 이상의 수준으로 제고시킬 데 관하여｣(1958. 11. 21)

를 채택하 다.

5) 인민생활의 안정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입법

농민들의 농업현물세를 감면하기 위하여 내각결정 ｢농업협동조합들에 대한 농

업현물세의 부과에 관하여｣(1955. 2. 3), 정령 ｢농업현물세의 부과비률을 일부 개

정함에 관하여｣(1955. 6. 25), ｢산간지대 빈농민들에 대한 농업현물세 감면에 관

하여｣(1956. 2. 21), 내각결정 ｢농업현물세의 일부를 면제 또는 인하한 데 관하여｣ 

(1960. 3. 2)를 제정하 다. 나아가 1955년 12월 22일 법령과 1959년 2월 21일의 

법령으로 농민들의 현물세부담을 덜어주었다. 또 근로자들의 세금부담을 덜어주

기 위하여 1955년 12월 22일 법령 ｢주민소득세에 관하여｣, 1956년 3월 13일 ｢지

방자치제에 관하여｣를 제정하 다.

근로자들의 국가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내각결정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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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기업소,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의 생활향상대책에 관하여｣(1955. 8. 11), 내

각비준 ｢로동자, 사무원 및 도시주민들이 자체로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그의 

조건을 보장하여 준 데 관하여｣(1958. 8. 1)를 채택하 다.

주민공급과 사회급양사업을 위하여 내각결정 ｢도시 및 농촌주민들의 생활향상

을 위한 수산물공급사업을 개선․강화한 데 관하여｣(1954. 3. 11), 내각결정 ｢육

류수매 및 공급사업의 개선강화대책에 관하여｣(1954. 10. 15), ｢사회급양사업을 

개선강화한 데 관하여｣(1958. 9. 24), ｢편의봉사사업을 개선강화한 데 관하여｣

(1950. 8. 24)를 채택하 다.

6. 제6단계

북한법의 제6단계는 ｢社會主義의 전면적 건설시기｣로 명명된다. 이때부터 북한

은 본격적으로 사회주의를 전면적으로 정착시키는 법적 장치를 정비하 던 것이다.

1) 인민정권기관을 강화하고 기능을 높이는 입법

1962년 8월 8일 정령으로 승인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대의

원선거에 관한 규정｣은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 새로운 환경에 맞게 국가와 사회

의 주인으로 되기 전에 근로대중이 민주적 선거절차를 통하여 자기들의 대표들

로 최고주권기관의 대의원선거를 실시하도록 보장하 다. 1963년 10월 15일에는 

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직할시), 시(구역), 군, 리(읍, 로동가구) 인민회

의의 대의원선거에 관한 규정｣이 승인되었다. 1967년 9월 25일에는 ｢도시 내에 

있는 동사무소를 폐지하고 동인민회의와 동인민위원회를 새로 내세운 데 대하여｣

를 제정, 실시하 다.

헌법과 내각구성법을 개정하기 위하여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일

부조항 등을 수정, 보충, 폐지함에 관하여｣(1962. 10. 22), 정령 ｢조선민주주의인

민공화국 내각구성법을 개정함에 관하여｣(1962. 10. 28)를 채택하 다. 헌법의 개

정으로 내각수상의 유일적 지도를 강화하고 내각의 조직과 운 사업을 개선, 강

화하 다. 수상, 제 1부수상, 부수상들, 상들, 위원회 위원장들로 내각을 구성하여 

상무위원회를 가진다는 것을 규정하 다.

1962년 8월 23일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검찰기관에 관한 규정｣을 제정, 

실시하 는데, 여기에서 최고검찰소, 각 도(시)검찰소, 지구, 시, 군(구역)검찰소로 

검찰기관체제를 구성한다는 것을 밝히면서 검찰소에 검사와 고급예심원, 상급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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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원, 예심원으로 구분되는 예심원제도를 둔다는 것을 규정하 다. 또한 검찰기관 

일군들에 대한 교양, 법령해설, 범죄의 미연방지, 범죄자들과의 투쟁, 국가․사회

협동단체 재산과 인민의 헌법적 권리와 생명재산의 보호, 당과 정부정책의 정확

한 집행의 보장, 법령집행에 대한 감시 등을 검찰기관의 임무로 규정하 다.

인민들의 신소청원을 위하여 ｢신소, 청원에 관한 규정｣(1962. 6. 12)과 ｢소처리

사업을 강화한 데 관하여｣(1968. 10. 24)를 제정, 실시하 다.

2)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인민경제에 대한 지도관리사업을 개선

강화하기 위한 입법

공장, 기업소에 대한 성, 관리국의 지도체계를 전면적으로 확립하기 위하여 내

각결정 ｢성, 관리국에 관한 규정을 승인함에 대하여｣(1963. 11. 26)를 제정하

고, ｢중앙기관들의 기구와 정원을 개편한 데 대하여｣(1965. 1. 11), ｢경공업 부문

의 지도 기구체계를 개편한 데 대하여｣(1963. 11. 5), ｢경공업부문의 관리체계를 

고친 데 대하여｣(1967. 1. 12)를 제정, 실시하 다.

또 1964년 3월 4일에도 내각결정 ｢인민경제계획화체계를 개편한 데 대하여｣를 

채택하 고, 이어서 ｢계획기관과 계획부서 및 자재공급기관들의 기구를 개편한 

데 대하여｣(1966. 2. 24), ｢자재공급위원회의 기구와 정원을 승인한 데 대하여｣

(1967. 2. 3)를 채택하 다.

재정관리체계를 개편하기 위하여 내각결정 ｢은행체계를 개편한 데 대하여｣

(1964. 3. 23)를 제정하 고, 이어서 ｢관장, 기업소, 재정검열위원회를 조직 운

한 데 대하여｣(1962. 10. 10), ｢관리국 독립채산제에 관한 규정｣(1964. 6. 12),   

｢기업소기금을 세우고 쓰는 절차에 관한 규정｣(1969. 1. 22) 등을 제정하 다.

3) 근로자들의 교육교양사업을 위한 입법

사회주의사회에서 ‘공산주의적 인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존재’로 키우기 위

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1964년 7월 1일 내각결정 ｢탁아소, 유치원사업을 개

선강화한 데 대하여｣를 채택하 다. 또 내각결정 ｢탁아소, 유치원을 전국가적, 전

인민적 운동으로 잘 꾸리며 어린이들의 보육 교양사업을 개선강화한 데 대하여｣

(1968. 10. 31), 내각결정 ｢탁아소, 유치원 건설을 군중적 운동으로 벌리며 어린

이들에 대한 후방공급사업을 더 잘한 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

를 철저히 관철한 데 대하여｣(1969. 10. 25)를 채택하 다.



2005. 3.] 北韓法의 歷史的 形成과 變化 389

전반적 9년제 기술의무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1965년 8월 3일 내각결정 ｢전반

적 9년제 기술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적극 추진시킨 데 대하여｣

를 채택하 고, 1970년 5월 5일에는 내각결정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20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몇 가지 과업에 대하여 주신 교시와 전원회의 확대회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한 데 대하여｣를 채택하 다. 이 내각 결정은 각급 학교에서 

사상혁명의 과업을 철저히 수행하여 교원과 학생들이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

히 세우고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에 맞게 교원, 학생들 

속에서 정치사상 교양사업과 조직생활과 사회정치생활을 강화할 과제를 부여하

다. 또 교육사업에서 주체와 로동계급 전선을 철저히 세우고 교육의 과학이론 

수준을 높이며, 기술자, 전문가들과 교육과학간부를 양성하고, 교편물의 내용과 

형식을 개선하여 학교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할 임무를 부과하 다.

4) 사회주의 공업화의 완성과 전면적 기술개선을 위한 입법

기계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내각결정 ｢기계공업을 정비하고 그를 더욱 발

전시킨 데 대하여｣(1961. 12. 4), ｢대형자동차, 또락또르, 엑쓰까와또르 제작공업

을 발전시킨 데 대하여｣(1963. 8. 24), ｢기계공업부문의 지도체계를 개편하고 기

계공업을 더욱 발전시킨 데 대하여｣(1963. 11. 5),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자동

화를 추진시킨 데 대하여｣(1967. 1. 23)를 제정하 다.

또 전력공업과 석탄공업의 발전을 위하여 내각결정 ｢석탄공업을 가일층 발전

시킨 데 대하여｣(1964. 1. 8), ｢열 및 전력 관리사업을 개선강화한 데 대하여｣

(1965. 8. 30), ｢무연탄을 연료로 하는 제철 및 제강법 연구사업을 더욱 발전시키

며 그를 공업적으로 급속히 도입한 데 대하여｣(1961. 6. 12), ｢광업부문발전을 가

일층 촉진시킨 데 대하여｣(1963. 12. 26)를 제정하 다.

사회주의공업화를 위하여 대학 및 연구기관에 박사원과 과학연구소들을 설치

하고 연구원에 특설반을 두어 과학원을 공학, 의학, 사회과학 부문으로 분리, 확

장하여 독립적 과학원들로 발전시키는 방향을 채택하 다. 내각결정 ｢대학 및 과

학 연구기관들에 박사원 및 과학연구소들을 설치하여 연구원들에 특별반을 조직

한 데 대하여｣(1961. 2. 17), 내각결정 ｢조선의학 과학원을 창설한 데 대하여｣

(1963. 11. 5), 내각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과학원을 창설한 데 대하

여｣(1964. 2. 17), 내각명령 ｢생물학을 빨리 발전시킨 데 대하여｣(1967. 4. 19)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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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하 다. 또 기술행정의 감독을 위하여 내각결정 ｢기술행정감독규정｣(1963. 6. 

20), ｢발명 및 창의고안에 관한 규정｣(1967. 10. 5)을 제정하 다.

5)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입법

1964년 2월 2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은 

｢우리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 다. 이에 기초하여 법령  

｢협동농장들의 경제토대를 강화하여 농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킬 데 대하여｣(1964. 

3. 26)를 제정, 실시하 다.

7. 제7단계

북한법의 제7단계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시기｣로 

명명된다. 이 시기는 사회주의헌법을 채택하여 북한의 전 국가 체제를 사회주의

적 주체사상의 국가로 정비하 다는 중요한 시기로 보인다.

1) ｢사회주의헌법｣의 제정

북한의 법제사 교과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김일성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사회주의헌법은 총11장 149개조로 되어 있는

데, 김일성은 이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지난 기간 

우리 인민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정치적 승리와 성과들을 법적으로 토착시키고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우리 국가의 성격과 임무, 활동원칙들을 규정하 습니

다”19)고 하 다. 이것은 조선왕조시대에 임금들이 자신의 선왕(先王)이 만든 업적

을 축적해나가는 조종성헌주의(祖宗成憲主義)의 법사상을 연상시키는 바 있다.20)

2) 국가, 경제기관들을 강화하고 기능을 높이기 위한 입법

사회주의헌법에 기초하여 국가기관의 새로운 정비가 뒤따랐다. 중앙인민위원회 

결정 ｢중앙인민위원회 법제위원회를 조직함에 대하여｣(1974. 8. 3)는 사회주의 제

도의 공고한 발전과 사회주의 주체사상화의 위업실현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법

제사업을 높은 정치법률적 수준에서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중앙인민위원회 법

19) 김일성저작집 제27권, 604면.
20) 자세히는 최종고, 韓國法思想史, 서울대출판부, 2001(전정신판), 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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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위원회를 설치하 다. 또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지방주권기관 구성법을 

채택함에 대하여｣(1974. 12. 19)를 채택하 고, ｢도인민위원회에 관한 규정｣, ｢군

인민위원회사업규정｣을 제정하 다. 주권기관의 법적 통제를 확립하여 사회주의 

법무생활에 대한 주권적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국 중앙인민위원회 사회주의 법무생활 지도위원회 규정｣, ｢도인민위원회 사회주

의 법무생활 지도위원회 규정｣, ｢시, 군 인민위원회 사회주의 법무생활 지도위원

회 규정｣ 등을 만들었다. 사회주의 법무생활 지도위원회규정은 사회주의 법무생

활 지도위원회를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 일군들과 공민들이 사회주의 법무생활

을 잘 하도록 지도 통제하는 비상설기관으로 규정하고, 그 구성과 임무, 권한과 

활동절차, 위법현상에 대한 심의절차와 제재형태를 규정하 다. 북한의 법제사 

교과서에는 “이 규정은 특히 사회주의 법무생활에 대한 주권적 지도와 통제를 

강화할 데 대한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의 독창적인 사상을 관철하기 위하여 제

정․실시되었다”21)고 기술하고 있다.

또 인민위원회 경제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분리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경제위원회에 관한 규정｣, ｢도 인민위원회 경제위원회에 관한 규

정｣을 제정하여 경제생활에 관한 주권기관의 지도체계를 강화하 다.

1973년 11월 21일에는 정무원결정 ｢국가행정․경제기관들의 사업체계와 문건

의 공포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 줄 데 대하여｣와 ｢시(구역), 군 행정 위원

회에 관한 규정｣을 채택하 다.

경제관리사업의 개선을 위하여 실시한 법규 가운데 중요한 것은 정무원결정  

｢행정경제부문의 관리(사업)규범을 승인함에 대하여｣(1982. 5. 13)이며, 이에 의하

여 ｢공장, 기업소 관리규범｣, ｢농업관리규범｣, ｢상업관리규범｣, ｢중앙은행사업규

범｣, ｢통계사업규범｣ 등이 승인되었다. 국가, 경제기관들의 사회주의 대건설의 요

구와 주체사상화의 요구를 반 하여 1976년부터 전면적인 개혁을 실시하 다. 

1976년 8월 5일 정무원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산부 직능을 승인함에 

대하여｣를 채택하 다.

3) 사상혁명을 심화시키기 위한 입법

“사회주의법은 사회주의사회의 집단주의적 본성에 맞게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지켜야 할 규범과 준칙을 설정하는 것만큼 그 요구대

21) 홍극표, 위의 책, 2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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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일하며 생활하도록 하는 것은 사회성원들로 하여금 낡은 사상을 뿌리 빼고 

집단과 조직을 사랑하여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집단주의 정신을 

훌륭히 배양하게 되며 고상한 공산주의적 풍요를 더 잘 지니게 할 수 있다”22)고 

북한의 법제사 교과서는 적고 있다. 이것을 위하여 결과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사

회주의 법무생활이다.

사회주의 법무생활의 강화를 위하여 1972년 2월 2일 내각결정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5차 대회에서 자본주의적 관리법과 규정들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 관리법과 규정들을 완성할 데 대하여｣와 ｢사회주의적 

관리법과 규정들을 완성하기 위한 사업요강｣을 채택하 다. 이 결정에서는 당, 

중앙기관들과 도, 시, 군, 면 기관들에서 관리법과 규정을 완성하는 사업을 맡아

보는 일군들을 기구정원에서 조절 배치하여 법규정리 및 각성(各省) 사업을 집중

적으로 진행할 데 대하여 규정되었다. 또 ‘위대한 수령’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

정책을 제때에 법제화하여 아래 기관, 기업소들과 관할지역 안에 있는 기관, 기

업소들의 법규정리 작성사업을 책임적으로 장악․지도하여 그 정령을 분기, 년간

별로 내각에 보고할 데 대한 의무를 성, 중앙기관들을 비롯한 국가, 경제기관들

에 부과하 다. 또 이미 있는 법전들을 사회주의 제도의 현실에 맞게 고치는 한

편 새로운 부문법들을 만들기 위한 대책들을 취하여 법규의 원활한 준수․집행

을 위한 해설선전사업과 단속통제사업을 강화할 데 대한 의무를 내각사무국에 

부과하 다.

1972년 4월 17일 내각결정으로 ｢벌금에 관한 규정｣을 승인하 는데 1975년 4

월 11일 정무원 결정으로 이를 개정하 다. 이에 따라 벌금은 각급 인민위원회 

사회주의 범무생활 지도위원회와 국가중재기관의 결정, 재판기관의 판결에 의해

서만 적용하는 엄격한 규율을 세우되 계약규율을 위반한데 대한 벌금은 국가 중

재기관의 결정에 의하여, 민형사사건과 관련된 벌금은 재판기관의 판결에 의해서, 

이 외의 벌금은 각급 인민위원회 사회주의법무생활 지도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적용하게 되었다. 1980년 6월 30일 주석명령 ｢벌금규정을 채택함에 대하여｣도 새

로운 벌금규정을 제정하 는데, 이에 따르면 벌금은 정무원 결정, 지시에 규정된 

경우에 적용하되 계약규율 위반에 대한 벌금은 중재기관의 결정, 민사형사사건과 

관련한 벌금은 재판소의 판결, 그 외의 벌금은 인민위원회 사회주의 법무생활지

도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만 물릴 수 있게 되었으며, 법으로 승인된 특별한 경우

22) 홍극표, 위의 책, 2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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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해서만 해당기관이 직접 물리게 되었다. 이처럼 벌금규정의 집행이라는 관

점에서 북한법의 변경과정을 볼 때 사회주의법을 지향하면서 시행착오가 적지 않

았음을 감지할 수 있다. 물론 북한 법제사 교과서는 이런 과정을 “법질서를 강화

하고 혁명화를 다그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놀고 있다”23)고 찬양하고 있다.

4) 기술혁명을 새로운 단계로 전진시키기 위한 입법

북한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3대 기술혁명과업을 내세

웠는데, 그것은 공업과 농촌경리를 비롯한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기술혁신운

동을 널리 벌려 중노동과 경노동의 차이, 농업노동과 공업노동의 차이를 줄이며, 

여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었다. 1972년 1월 11일 

내각결정 ｢우리 당과 전체 조선인민의 경외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로동

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기계공업부문에 주신 교시와 전원회의

결정 <3대 기술혁명 과업수행에서 기계공업부문 앞에 나서는 과업에 대하여>를 

철저히 관철한 데 대하여｣를 채택하 다. 이 때부터 각종 정령에서 법령의 형식

이 ｢김일성 수령의 교시를 실천하는 데 대하여｣라는 형식으로 나오고 있는 것도 

북한법제사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 현상으로 보인다. 1977년 5월 2일 정무원결

정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하

신 교시와 전원회의 결정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집중수송, 집합

수송, 련대수송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수송사업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킨 데 대

하여>를 정확히 집행할 데 대하여｣로 되어 있고, 1978년 6월 17일에 채택된 정

무원 결정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78년 2월 28일 지게차를 많이 만들 

데 대하여 주신 강령적 교시와 1978년 4월 16일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결정 

<현대적인 지게차생산기지를 새로이 꾸릴 데 대하여>를 철저히 관철할 데 대하

여｣로 되어 있다.

인민강제의 주체화를 위하여 자체의 연료, 연료기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무원

결정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순천지구 탄광들을 현대화하여 한 해에 1,500

만톤의 무연탄을 생산할 데 대하여 주신 교시를 철저히 관철할 데 대하여｣(1979. 

7. 28),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6차 전원

회의에서 <유색금속 150만톤 고지를 점령할 데 관하여>를 철저히 관철할 데 대

하여｣(1982. 10. 20)를 채택하 다. 1982년 9월 30일에는 주석명령 ｢기계부속품

23) 홍극표, 위의 책, 2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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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규격화할 데 대하여｣와 정무원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명령 제30

호 <기계부속품을 규격화할 데 대하여>를 철저히 관철할 데 대하여｣(1982. 11. 

15)를 채택하 다.

1970년대 후반부터 계속 이런 형식으로 ‘사회주의의 주체화’란 이름으로 퇴보

의 입법이 양산(量産)되고 있음이 드러난다. 1981년 5월 14일에는 정무원결정 ｢위

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하

신 교시와 전원회의결정서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여 공장관리운 을 

더욱 강화할 데 관하여>를 철저히 관철할 데 대하여｣를 채택하 고, 1982년 9월 

22일에는 정무원결정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의 친애하는 지도와 김정일 

동지께서 통계사업을 개선․강화할 데 대하여 주신 강령적 과업을 관철할 데 대

하여｣를 채택하 다.

5) 문화혁명을 힘있게 고 나가기 위한 입법

교육부문의 사회주의 주체화를 위하여 1974년 12월 29일 정무원결정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발표하신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를 철저히 관철할 

데 대하여｣가 채택되었다. 그 이전 1976년 4월 29일에는 북한이 자랑하는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을 제정하 는데, 이를 집행하기 위하여 

정무원지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77년 5월 7일 탁아소, 유치원 물자

공급사업을 개선할 데 대한 제의서를 보시고 주신 교서를 철저히 관철할 데 대

하여｣(1977. 5. 26)를 채택하 다. 이어서 주석명령 ｢학교건설에 힘을 집중할 데 

대하여｣(1982. 8. 19)와 이것을 집행하기 위한 정무원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국 주석명령 제 29호 <학교건설에 힘을 집중할 데 대하여>를 철저히 관철할 데 

대하여｣(1982. 9. 22)를 제정, 실시하 다. 이 법규들은 이미 진행하던 비생산적 

건설을 중지하고 거기서 쓰기로 되어있는 자재들을 학교건설에 돌리며 모자라는 

자재를 정무원에서 보장하여 주며 건설 중에 있는 대학과 고등전문학교의 교사

와 기숙사건설을 다그쳐 끝내며 모든 기관들이 학교건설을 힘있게 지원함으로써 

학교건설사업을 전군중적 운동으로 벌리도록 법제화한 데 의의가 있었다.

6) 인민생활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세금제도의 폐지문제가 대두되었는데, 

노동자, 사무원들을 세금의 구속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1972년 3월 21일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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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앨 데 대하여｣를 채택하 다. 그리고 같은 해 3월 30일 

정무원결정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앨 데 대

하여 주신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여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3차 회의 법령 <세금

제도를 완전히 없앨 데 대하여>를 정확히 집행할 데 대하여｣를 제정, 실시하

다. 이 법규들은 노동자와 사무원들에게 징수하던 얼마 안 되는 세금마저 완전히 

폐지하며 이와 관련하여 ｢협동단체소득세｣를 ｢협동단체이익금｣으로 개칭하 다. 

북한의 법제사 교과서에는 이에 대하여 “이 법규들은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력사

상 처음으로 세금없는 나라로 만들어 세금의 부담에서 우리 인민을 완전히 해방

시키는 력사적 위업의 실현을 확고히 담보하 다”24)고 기술하고 있다.

이 외에도 노동자들의 생활개선을 위하여 주석명령 ｢로동자, 사무원들에 대한 

식량공급과 협동농장들에서의 농민식량취급에서 편향을 바로 잡을 데 대하여｣

(1977. 6. 22)와 ｢근로자들의 합숙생활조건을 잘 지어줄 데 대하여｣(1978. 10. 

31) 등을 채택, 실시하 다. 그리고 정령 ｢공업상품의 값을 낮출 데 대하여｣

(1994. 2. 26), 정무원결정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

회 제5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공업상품의 값을 대폭 낮출 데 대하여 주신 교시

를 철저히 관철할 데 대하여｣(1974. 2. 27), 정무원지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께서 주민들에 대한 물고기 공급체계를 단일화할 데 대하여 주신 교시를 철저히 

관철할 데 대하여｣(1978. 4. 28)를 채택하 다.

7) 사회주의법체계의 가일층 발전을 위한 입법

사회주의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문법전의 중요성을 의식하여 김일성은 “사

회주의국가의 기능을 높이고 사회주의사회를 더욱 공고히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

여는 사회주의헌법에 기초하여 그것을 부문별로 전개하고 구체화한 법들이 있어

야 합니다”25)고 하 고, 김정일도 “수령님께서는 법제정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우리 국가의 기본법인 사회주의헌법을 친히 작성하여 주시 으

며 어린이 보육교양법과 인민보건법, 사회주의로동법, 토지법을 비롯한 여러 분

야의 법규범들을 마련하여 주시었습니다”26)고 하 다.

이러한 요구를 반 하여 1950년부터 제정, 실시하여 오던 형법전과 형사소송

24) 홍극표, 위의 책, 274면.
25) 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조선로동당 출판사, 373면.
26) 김정일, 사회주의 법무생활을 강화할 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출판사,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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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새로운 형법전, 형사소송법전을 채택하기 위한 법전

초안작성사업을 진행하 다. 이에 기초하여 1974년 12월 19일 최고인민회의상설

회의 결정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

송법｣을 법전형식으로 채택하여 1975년 2월 1일부터 실시하 다. 북한의 법제사 

교과서는 이에 대해 “새로운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

도자 동지를 정치적으로 보위하고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

을 옹호관철하여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온갖 범죄적 침해로부터 보위

함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과 위업을 다그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27)고 기술하고 있다. 새 형법전은 총5편 17장, 215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정책의 기본｣에 관한 편을 새로 설정함으로써 ‘당

의 형사정책집행의 강력한 무기로서의 형법의 사명’을 할 수 있도록 하 다.

새 형사소송법은 총10장, 245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수사, 예심, 검찰, 개관기

관과 그의 일군들이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서 혁명적 군중로선과 계급로선을 구

현하여 객관성과 과학성, 신중성을 보장하여 당적 로동계급적 립장, 국가적 립장

을 지킬 수 있게 확고히 담고 있다”고 하고 있다.28)

1976년 1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에서는 ｢재판소구성법｣과 ｢민사소송법｣을 

채택하여 3월 1일부터 실시하 다. 과거의 재판소구성법은 총칙, 시․군인민재판

소, 도재판소, 특별재판소, 최고재판소, 집행원으로 구성된 6개장 64개조로 되어 

있었는데, 새 재판소구성법은 재판소구성법의 기본, 재판소의 조직, 재판소의 임

무, 재판활동, 재판사업에 대한 지도로 총5장 45조로 구성되어 있다.

민사소송법은 민사소송의 기본, 일반규정, 재판관할, 소송당사자, 증거, 소송의 

제기, 재판준비, 재판심리, 판결 및 판정, 제2심재판, 비상상소, 재심, 판결 및 판

정의 집행의 순서로 13개장, 177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1977년 4월 29일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법｣을 채택하

다. 김일성수령이 직접 작성하 다는 이 토지법은 6개장 80개조로 구성되어 있

다. 내용은 토지가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이라는 사실, 토지소유권, 국토건설총계

획, 토지보호, 토지건설, 토지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1978년 4월 18일에는 최

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을 채택하 는데, 제1

장 사회주의로동의 기본원칙, 제2장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 제3장 사회주의

27) 홍극표, 위의 책, 278면.
28) 홍극표, 위의 책, 2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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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조직, 제4장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 분배, 제5장 로동과 기술혁명, 제6장 로

동보호, 제7장 로동과 휴식, 제8장 근로자들을 위한 국가적 및 사회적 혜택의 순

서로 8개장 79조로 되어있다. 이 사회주의로동법은 과거의 민주주의로동법령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하고 있다.29)

1980년 4월 3일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건법｣을 채택

하 다. 7개장 49개조로 구성된 이 법은, 사회주의 보건제도를 법제화한 자랑스

런 입법으로 기록되고 있다. 1976년 4월 29일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

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을 채택하 다. 6개장 58개조로 된 이 법은 국가

와 사회의 부담에 의한 어린이양육, 문화적이며 과학적인 어린이보육, 혁명적인 

어린이 보육교양, 혁명의 후세대로 키우는 혁명가인 보육원, 교양원, 어린이 보육

교양기관과 그에 대한 지도관리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1980년 8월 10일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국 해운법｣을 제정하 는데, 8개장 109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북한법은 70년대, 80년대에 이를수록 더욱 주체사상에 

입각한 변질화가 진행되었다. 국제사회는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변화로 탈(脫)이데

올로기화와 개방화가 일반적 추세임에도 아랑곳없이 북한의 폐쇄사회는 그 법제

정에서 단적으로 특징이 드러났던 것이다.

이상이 북한의 법제사 서술에 기초하여 일별한 북한법의 형성과정이다. 제1단

계에서부터 제7단계까지, 즉 1945년부터 1980년까지 35년의 기간은 이렇게 시기

구분을 한 것이 놀랍고 얼른 이해가 가지 않는 면도 있다. 그렇지만 그들이 지향

하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실현을 향한 국가운 이라는 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 보

면 이러한 구분적 설명이 이해됨직도 하다. 아무튼 이러한 서술은 1980년으로 

끝나고 그후 25년의 4반세기가 지났다. 이 시기, 즉 최근법제사를 어떻게 서술하

느냐가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북한에서 나온 전체적 서술이 없다. 

따라서 여기서부터는 북한의 여러 입법들을 종합하여 새로 서술하여야한다. 필자

는 이후시기를 제8단계라고 연속성을 부여하여 서술해보기도 하 으나 어쩐지 

북한의 시기구분에 얽매이는 것 같고, 내용적으로도 남북한의 교류와 북한사회의 

개방화와 무관하지 아니하여 시기구분의 명칭부여는 미루기로 한다. 우리가 해야

할 과제는 어떤 도식적 시기구분이나 법사서술보다 근년에 이루어지고 있는 법

제의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일 것이다.

29) 홍극표, 위의 책, 28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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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1980년대 이후 북한법의 변화

법은 사회변화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는 사회규범이기 때문에 북한법의 변화

는 북한사회 자체의 변화와 직결되어 있다. 최근 20여년에 걸쳐 북한사회도 급속

도로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얼마나 변화하 는지에 대하여 많은 호기심을 

갖고 주목되어 왔다.30) 그것은 지구상에서 어쩌면 가장 폐쇄적인 국가의 하나로 

볼 수도 있는 북한이 그 쇄국정책으로 인하여 남북통일은 물론 북한주민의 인권

과 경제적 궁핍 등 수많은 부작용을 낳는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 다. 

김일성 사후 북한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31)

북한은 80년대 후반과 90년대에 들어서 헌법과 대외관계법을 비롯하여 수많은 

법령들을 대폭 개정 혹은 제정하 다. 이것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북한도 

생존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입법적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북한법제사의 새로운 국면 내지 시기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32)

1. 헌법 개정

북한은 1992년 4월 29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사회주의헌법｣을 개정하 다. 이는 

1954년의 1차 개정에 이어 제7차 개정에 해당한다. 신 헌법은 제1장 정의, 제2장 

경제, 제3장 문화, 제4장 국방, 제5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제6장 국가기구, 

제7장 국장․국기․국가․수도의 순서로 총171조로 되어있다. 신 헌법의 주요내

용을 보면 먼저 구헌법(1972년)에서 북한의 지도이념인 주체사상을 ‘마르크스 레

닌주의’를 승계하여 현실에 적용한 것‘이라고 규정한 데서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삭제하고 그 대신 주체사상을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으

로 규정하 다. 즉 제3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규정하 다.33) 이 헌법은 김일성 통치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30) 참고할 것으로, 박형중, 북한의 개혁․개방과 체제변화, 서울 해남, 2004; 이종석, 새
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비평사, 2000; 최 성, 김정일과 현대북한정치사, 한
국방송출판, 2002

31) 참고로, 황장엽,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서울 한울, 1999.
32) 자세히는 최종고, 북한법, 박 사, 1996(증보신판), 2001(증보4판); 최달곤․신 호, 북
한법입문, 세창출판사, 1998.

33) 자세히는 김 수, “북한사회주의 헌법의 주요개정 내용과 그 특징”, 한창규박사회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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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사망 후 김정일 체제가 시작되면서 1998년 9월 5일에 다시 개정되었다. 전7

장 166조로 1992년 헌법과 비교하면 5개조가 줄었다. 그러나 전에 없던 전문에 

해당하는 장문의 ‘서문’이 붙어있고, 공식적으로 ‘김일성헌법’이라고 명명하고 있

다. 이 서문은 김일성의 치적을 이민위천(以民爲天)이니 인덕정치(仁德政治)이니 

하는 유교적 표현을 쓰면서 미화하고 있다.34) 주석제가 폐지되고, 국방위원회의 

지위가 강화되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권력이 더욱 실질적으로 절대화되었다. 중

앙인민위원회를 폐지하고 정무원을 개편하여 내각체제로 복귀하 다.35)

2. 민법과 가족법 제정

북한은 민법전의 제정을 미루어 오다가 1990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

의 결정 제4호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민법｣을 채택하 다. 제1편 일반제도, 

제2편 소유권제도, 제3편 채권․채무제도, 제4편 민사책임과 민사시효제도의 총 

271조로 구성되어 있다. 남한의 민법전이 총5편 1118조로 구성된 것과 비교하면 

매우 소략한 법전인데, 그만큼 북한사회에서의 사적 자치와 거래생활의 위축을 

반 한 것이라고 하겠다.36) 그렇지만 사회주의의 극단적 형태인 북한사회에 민법

이 존재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상당한 변화이고 최소한 상징적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37)

북한은 남한과 달리 가족법이 민법에 포함되지 않고 독립되어 있는데, ｢조선민

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은 1990년 10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5

호로 채택된 것이다. 이는 총6장 54조로 구성되어 있고, 또한 이 법의 제1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은 사회주의적 결혼․가족제도를 공고 발전시켜 

념논문집, 1993, 102-138면; 장명봉, “북한헌법개정의 내용과 특징”, 북한연구 제4권 1
호, 1993, 102-125면.

34) 북한정치권력의 유교화에 대하여는, Bruce Cumings, North Korea, N.Y., 2004, p.196; 
The religion-like cult surrounding Kim Il-sung ... appears to be in large part an 
unplanned outgrowth of Confucian values placed in a new context; mores broadly, it 
is “a new and well-integrated family-state that, in certain respects, resembles 
Confucian society.”

35) 자세히는 장명봉, “최근의 북한헌법개정에 관한 고찰”, 제43회 북한법연구회 발표문
(1998. 10. 29); 최종고, 북한법, 박 사, 2001, 69-78면.

36) 자세히는 최달곤, 북한민법의 연구, 세창출판사, 1998.
37) 신 호, “북한민법 40년과 그 동향”, 북한법률행정논총 제8집, 1990, 129-157면; 특기

할 사실은 최근 민사법사전(사회안전부출판사, 1997)을 편찬해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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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사회를 화목하고 단합된 사회주의 대가정으로 되게 하는데 이바지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북한사회가 사회주의, 주체사상을 강조하면서도 은연중 유교적, 가

부장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구심점을 가족법에서 볼 수 있다.38)

3. 형법과 형사소송법 개정

1987년 2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2호로 형법전을 개정하 다. 

개정형법은 총8장 161조로 되어 있는데 제1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은 범죄와의 투쟁을 통하여 국가주권과 사회주의 제도를 보위하여 인민들의 자

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개정형법에 대하

여는 그것이 대외적 선전용인지 아니면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으나 점점 그 개정 사실을 시인하는 방향으로 보고 있다.39)

이에 이어 1992년 1월 15일에는 최고인민회의에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 는

데, 개정 형사소송법은 총10장 305조로 되어 있다. 제1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형사소송법은 범죄와의 투쟁을 통하여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보위

하고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40) 형사

소송법을 일반적으로 ‘범죄인의 마그나카르타’ 내지 ‘인권의 보루’라고 하는데, 

자본주의국가의 형사소송법은 근로대중을 억압하는 폭압수단이라고 보는 북한에

서 형사소송법이 어떻게 해석 및 적용되고 있는지는 아직도 베일에 가려있다.

북한 형법은 1995년에도 개정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북한은 최근 2004년 4월 

29일에 대대적인 형법개정을 실시하 다. 그 특징을 보면, 우선 종래의 161조에

서 303조로 조문이 대폭 확대되었다. 유추규정이 삭제되고, 특별구성요건의 명확

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죄형법정주의의 관점에서 획기적 진전을 이루고 있다.41) 왜 

38) 신 호, “가족법의 제정과 그 특색”, 북한법률행정논총 제9집, 1992, 119-170면; 최달
곤, “북한가족법의 40년과 그 동향”, 북한법률행정논총 제8집, 1990, 95-127면; 부남
철, “북한의 유교적 전통윤리정책: 가족윤리법을 중심으로”, 북한통일연구논문집(통일
원) 4, 1992, 269-335면.

39) 김일수, “북한형법 40년”, 북한법률행정논총 8, 1990, 59-93면; 김일수, “구소련 형법
이 북한형법의 변화에 미친 향”, 북한법률행정논총 9, 1992, 259-301면; 법무부, 북
한법연구 8(신형법), 법무자료 128집, 1990; 북한연구소, 북한형법의 실상, 서울, 1990; 
김일수, “북한형법의 역사”, 북한법연구 창간호, 1997, 30-41면.

40) 북한연구소, 북한의 개정 형사소송법 개요, 1992; 개정 형사소송법전은 최종고, 북한
법, 277-304면 수록.

41) 한인섭, “2004년 북한형법 개정의 내용과 그 의미”, 북한법연구회 제93회 월례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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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이러한 대대적 개정을 하 는가에 대하여는 남북관계의 전개에서 북한 

형법의 개정과 남한의 국가보안법 철폐여부가 상호 맞물려 있는 것으로 지적되

어 왔기 때문에 북한이 먼저 솔선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강하다.42)

4. 사회주의상업법과 도시경영법 채택

1992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또한 ｢사회주의상업법｣을 채택하 다. 총

9장 96조로 되어 있는 이 법에 대하여 ｢민주조선｣ 1992년 5월 8일부터 6월 9일

까지 9회에 걸쳐 ｢법규해설｣을 연재하 다. 남한의 상법에 비해서는 그 규모와 

내용이 소략하지만, 북한사회에서도 상법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43) 북한의 

사회주의 상업법은 이에 상응하는 대한민국 상법과는 여러 가지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우선 상업주체에서 사기업(私企業)이 배제되고, 국가가 이를 독점하

고 있다. 그리고 상업은 국가가 국민에게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규정

되어 있다. 이것은 기업에 관한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남한의 상법과 다르며, 기

업의 주체에서 사기업을 배제함으로써 그들의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에너지를 이

용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진다. 또한 북한의 상업에는 이윤의 추구 내지 리의 

목적이 없다. 이것은 국가가 생산과 분배를 독점하는 데서 나오는 당연한 결과이

지만, 리를 향한 개인의 창의성과 부지런함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능률성이 

저하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그리고 북한의 상업법은 상업에서의 문화성을 강조

하고 있는데 이것은 리를 추구하는 시장경제체제 아래의 상업이 편리성, 소비

자의 취향, 원가의 절감 등에 대한 고려에 의하여 지배되는 것과 매우 다르다. 

또 북한의 상업법은 경제주체 사이의 거래에 필요한 조직이나 활동 및 권리의무

를 중심으로 하여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원칙이나 희망을 선언하는 

프로그램 성격을 가지고 있고, 관계기관에 대한 지시나 명령 등 행정법규의 성격

을 가지는데, 이것 역시 남한의 상법이 기업주체의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는 사법

에 속하는 것과 크게 다른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업법이란 사회주의법제

에서 이질적인 법의 출현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며, 그 운 을 지켜 볼 일이라고 

논문. (2004. 12. 9).
42) 한인섭, 위 논문.
43) 정재길, “새로 제정된 북한 사회주의 상업법에 관한 연구”, 북한연구 제3권 제3호, 

1982; 정동윤, “북한의 사회주의 상업법”, 북한법연구 창간호, 1997, 42-59면; 본법의 
｢법규해설｣ 원문은 최종고, 북한법, 박 사, 1996(증보판), 364-397면에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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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한다.

1992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는 ｢도시경 법｣을 채택하 는데, 총7장 63조로 

되어있다.44) 이는 도시경 의 기본, 건물관리, 상하수도, 난방시설운 , 도시도로, 

하천정리, 도시미화, 도시경 에 대한 지도관리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동법 제46조에 의하면, 국가는 거리와 마을을 아름답게 꾸미고 거두는 사업을 집

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4월과 10월을 ｢도시미화월간｣으로 하며, 매달 첫 번째 일

요일을 ｢도시미화의 날｣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5. 합영법 등

80년대와 90년대에 들어 북한이 가장 중점을 둔 입법분야는 역시 대외관계법

의 역이다. 제1장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1984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는 ｢합

법｣을 제정하여 외국기업의 유치를 시도하 다. 총 5장 26조로 되어 있는 이 

법은 제1조에서 “세계의 여러 나라들과의 경제기술교류와 협조를 확대시키는 것

은 조선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일관된 대외정책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공화국의 역 안에서 우리나라의 회사, 기업소와 다른 나라의 회사, 기업소, 개

인회사에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합 하는 것을 장려한다”고 규정하 다.45)

또 1992년 11월 5일 최고인민회의의 상설회의에서 전문 22조로 된 ｢외국인투

자법｣, 21조로 된 ｢합작법｣, 또 31조의 ｢외국인기업법｣을 동시에 채택하 다. 

1993년 1월 31일에는 총 43조의 ｢자유경제무역지대법｣과 총 31조의 ｢외화관리법｣을 

채택하 고, 동년 10월 27일에는 총 42조의 ｢토지임대법｣을 채택하 다. 이어서 

1993년 11월 24일에는 ｢세관법｣을 제정하 다. 1994년 1월 20일에는 ｢합 법｣을 

개정하 고, 다음날에는 ｢자유경제무역지대외국기업상주대표사무소규정｣과 ｢외국

인투자기업및외국인세금법시행규정｣을 제정하 다. 1994년 3월 27일에는 ｢외국인

기업법시행규정｣을 제정하 고, 1994년 4월 28일에는 ｢자유무역항규정｣을 제정하

다. 1994년 6월 14일에는 ｢자유경제무역지대외국인체류및거주규정｣을 제정하

고 동년 6월 27일에는 ｢외화관리법시행규정｣을 제정하 다. 동년 9월 7일에는  

｢토지임대법시행규정｣을 제정하 다. 이와 같은 외국인의 투자관련법령을 제정한 

것은 외국투자위 유치를 위한 법제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보인다. 예컨대 북한도 대외투자의 제도적 환경의 개선을 홍보하기 위해서 관계

44) 이 법의 원본은 최종고, 북한법, 박 사, 2001(증보 신2판), 474-481면에 수록.
45) 자세히는 법제처, 북한합 법제 법제자료 160, 199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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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령집, 두만강개발투자법규해설집, 법률문답집 등을 출간하기도 하 다. 또

한 미국, 일본, 중국 등지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 유치작전을 펴

고 있는데, 아직 남한에서 직접 이러한 법규설명회를 갖지는 못하 다.

6. 민사소송법 개정

1994년 5월 25일에는 ｢민사소송법｣을 개정하 다. 이것은 1976년 1월 18일에 

채택된 이 법을 시행 18년만에 전면 개정한 것이다. 개정 민사소송법은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개혁적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보여 주고 있다. 즉 구소

련, 동유럽,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들은 1980년대 말에 이르러 자본주의와의 경

쟁 속에서 경제적으로 낙후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조

적 변화를 시도하여 왔다. 북한에서도 특히 그들의 경제난 해결을 위한 현명한 

선택은 중국식, 즉 개혁적 사회주의인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 어쨌든 이러한 변

화를 민사소송법의 내용에 반 하고 있는 것은 주목된다.46)

7. 대외경제법 등

외국인투자와 대외개방에 관련하여 1995년 2월 22일에는 ｢대외경제계약법｣을 

제정하 고, 동년 9월 6일에는 ｢대외민사관계법｣을 제정하 다. 이밖에 1995년 3

월에는 ｢중재법｣, 4월 6일에는 ｢보험법｣, 동년 8월 30일에는 ｢재정법｣을 제정하

다. 나아가 이듬해인 1996년 3월 21일에는 ｢사회주의 재산관리법｣을 제정하

고 1998년 3월에는 ｢무역법｣을 제정하 다. 이처럼 북한은 대외경제개방에 관하

여 최대한 입법적으로 대처하는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대외무역법을 대

거 서둘러 입법한 것은 북한의 경제고립을 탈피하려는 자구책의 표현으로 보인

다.47) 특히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있어서 외국인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개별적 및 

체계적인 법령을 지속적으로 제정하고 있다.

개성공업지구의 개발과 함께 일련의 법규가 제정되었다. 2002년 11월 20일에 

46) 김홍규, “북한 민사소송법의 회고와 전망”, 북한법률행정논총 10, 1995, 252면.
47) 자세히는 통일원,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법, 1993; 제성호,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법

령 분석 및 평가”, 통일연구논총 제2권 제1호, 1993, 199-242면; 배종렬, “북한의 합
법시행세칙 개정과 우리의 대응방향”, 수출은행조사월보 제12권 제5호, 1993, 2-41면; 
정동윤, “북한의 대외경제법의 회고와 전망”, 북한법률행정논총 10, 1995, 271-300면; 
Woong Shik Shin, Foreign Investment Bank Law in North Korea, 북한법연구 창간호, 
1997, 86-1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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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법’이 제정되었고, 이어서 ‘개성공업지구 개발규정’(2003.4.24), ‘개

성공업지구 기업창설 운 규정’(2003.4.24),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2003.9.18), 

‘개성공업지구 로동규정’(2003.9.18),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설립운 규정’(2003. 

12.11), ‘개성공업지구 출입, 체류, 거주규정’(2003.12.11), ‘개성공업지구 세관규

정’(2003.12.11), ‘개성공업지구 외환관리규정’(2004.2.25), ‘개성공업지구 광고규

정’(2004.2.25), ‘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2004.7.29), ‘개성공업지구 보험규정’ 

(2004.9.21) 등이 채택되었다. 예컨대 ‘개성공업지구 로동규정’ 제45조를 보면, 

“기업은 세금을 납부하기 전에 리윤의 일부로 조업원을 위한 문화후생기금을 조

성하고 쓸 수 있다. 후생기금은 종업원의 기술문화수준의 향상과 체육사업, 후생

시설운  같은데 쓴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적어도 입법과 법문의 내용에 

따르면, 북한법도 이러한 자유무역지구, 공업지구의 ‘특별법’들을 통하여 자본주

의 법이 혼합되어 발전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8. 사법제도

1998년 11월 19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판소구성법’(1976)이 개정되었

다. 총21조로 되어있고, 여전히 판사와 재판참심원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인민회의에서 선출하도록 되어있다. 1997년 1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

정 제80호로 ‘조선인민공화국 판결,판정 집행법’이 채택되었고, 이것이 1998년 11

월 19일에 개정되었다. 총 52조로 되어있는데, 이에 따르면 판결, 판정의 집행은 

사회안전기관 또는 해당기관이 하며, 재산과 관련하여 내린 판결, 판정의 집행은 

재판소 집행원이 하도록 되어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검찰감시법’은 1985년 9월 19일에 최고인민회의 상

설회의 결정 제15호로 채택되었는데, 1998년 11월 19일에 개정되었다. 총44조로 

되었는데, 검찰기관은 감시활동에서 계급적 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광범한 군중에 

의거하여 사업한다(4조)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검사는 법해설을 비롯한 준법교

양사업을 적극 벌려 범죄와 위법현상을 미리 막아야 한다(16조)고 규정하고 있

다. 이러한 사회적 장치가 전체주의적으로 불법을 예방․통제하는 북한사회의 특

징을 잘 니타내고 있다고 하겠다. 검사는 국가의 법을 어긴 자를 사회적 교양을 

통하여 개조하려 할 경우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에 넘기거나 해당기관, 기

업소, 단체에서 군중투쟁을 벌리도록 제기할 수 있다(36조). 이렇게 보면 사법기

관의 조직과 기능에서는 별로 큰 변화를 볼 수 없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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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북한은 90년대에 들어와서 세계 속에서의 고립화를 극복 내지 은폐하

기 위하여 상당히 많은 입법을 하여 ‘법치국가’로서의 모습을 보여 주려고 애쓰

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에 관한 보고는 점점 비판적으로 나타나고 있

다. 그렇다면 전시입법(展示立法, demonstrative legislation)으로서의 면모가 다분

히 보이는 법령의 양산(量産)이 최근 북한법제의 특징을 이룬다고 하겠다.48)

이처럼 상당히 많이 변화하는 것 같으면서도 변화하지 않는 북한법을 한마디

로 요약하면 정치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체제, 즉 주체사상에 입각한 폐쇄국가로

서의 성격을 공고히 유지하면서, 경제적으로는 부분적인 대외개방을 지향하는 것

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어쩌면 북한으로서 경쟁적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중국가’(dual state)로서의 성격이 두드러지게 된 데에는 그 사이에 

세계적으로 사회주의권의 몰락이라는 큰 변수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한때 종주국

으로 의지했던 구소비에트공화국이 해체되고 동독을 비롯하여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 내지 몰락하고 말았다. 독일에서 시작된 공산주의가 서구에서는 

70여년 간의 실험 끝에 종멸되고 말았는데, 북한과 중국, 베트남에 끈질기게 남아

있는 결과가 되었다. 왜 이렇게 될 수 있었던가 앞으로의 아시아 공산주의의 전

망은 어떠한가에 대하여는 많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며 주목해 보아야 할 연구과

제이다. 여러 가지로 분석․전망할 수 있겠지만, 학문이나 이데올로기나 종교가 

흔히는 발상지에서 보다 멀리 떨어진 이질사회로 전파되어 그것이 도그마화

(dogmatization) 내지 교조화(indoctrination)될 때는 오래 버티는 지구력을 발휘해 

나간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설명되는 사실이다. 1998년 9월 5일 제10기 제1차 회

의에서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하면서 김정일이 행하기로 되어있던 시정연설이 

1990년 5월 24일 제9기 제1차 회의에서 행한 김일성주석의 시정연설 ｢우리나라

의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로 대체된 것은 매우 시사적이다.

Ⅳ. 결론: 북한법의 전망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북한법은 국내외적 시대상황에 대응하여 상당한 변화

를 겪어왔다. 오랫동안의 김일성독재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아들 김정일의 세습

체제가 개막됨에 따라 북한의 대내외적 정책은 새로운 변화의 계기를 맞게 되었

48) 최종고, 북한법, 박 사, 2001(증보신2판), 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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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앞으로의 북한법은 새롭게 개정된 사회주의 김일성헌법에 기초하여 김정일체

제의 정책추진과 관련하여 정비되어 갈 것이다. 실제로 1980년대부터 북한의 법

제정비는 김정일에 의하여 주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장래의 북한법의 전개방

향은 김정일체제의 정책전개에 달려 있으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전망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정치면에서 김정일통치의 시대에서도 김일성체제에서의 정책이 근본적으

로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에서 본대로 그것은 1998년헌법의 서문에서 김일

성이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法化한 김일성헌법이라고 못박음으로써 김

일성의 유업계승과 수령의 유일지도체제의 유지를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통치기구에 있어서 주석제를 폐지하는 등 변화에 따른 통치기구의 

개편과 조직 및 운 에 관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49)

둘째, 경제면에서는 대내경제와 대외경제의 양면에서 고찰해 볼 수 있을 것이

다. 대내경제의 면에서는 몇 가지 변화를 보여주는데 북한의 지속된 경제위기에 

대하여 부분적이지만 사회주의 계획경제원리에서 벗어나 일부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경제제도를 도입하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경제면에서의 실리를 

추구하는 것으로 일부는 개별법제를 통하여 규범화된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이

것을 기초로 하여 관련법제의 개편이 더욱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경제

의 면에서는 대외무역주체로서 국가 외에 사회, 협동단체를 명기하고 특수경제지

대의 기업의 창설 및 운 을 장려하는 조항을 추가하 다. 이것은 대외무역에서

의 국가독점에서 벗어나 대외무역의 당사자를 확대함으로써 다방면에서의 교역

확대를 추진한다는 것과 나진, 선봉 이외에 자유경제무역지대의 확대 및 금강산 

등의 관광특구, 개성공단의 설정을 통하여 서방 및 남한의 투자유치를 이루어 경

제의 활로를 모색하려는 정책과 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본다. 이러한 헌법적 방

향은 이미 민법을 비롯한 민사관계법령들에 반 되어 있고 수많은 대외경제 및 

외국인 투자 관련법령들의 정비를 통하여 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법제의 정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경제현실은 기대하는 만큼 외국투자를 

유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과도기적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50)

49) 장명봉, “북한법제의 변천”, 법제연구 제15호, 1998, 197면.
50) 신 호, “북한헌법의 개정과 소유권형태의 변화가능성”, 제44차 북한법연구회 발표

(1998. 11. 29); 김연철, “북한의 2차 경제와 경제정책 변화전망”, 통일문제연구 제9권 
제2호, 민족통일연구원, 1997, 33-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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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사회면에서 김정일은 사회주의헌법을 비롯한 각종 법규범의 철저한 준수

를 위하여 이른바 ‘혁명적 준법기풍’의 확립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주의 법무생

활운동을 통하여 국가법규범의 준수를 공민의 의무로 강조하는 한편 지도일꾼들

에 대하여 사회주의 법무생활의 모범이 될 것을 독려하고 있다.51) 이러한 국민적 

동원체제는 북한주민을 법의 수단을 통하여 통제하는 제어장치로서 변화된 현실

에도 불구하고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통제장치로 강화되어 갈 것이다. 1998년 

헌법에서 공민의 거주 및 여행의 자유를 인정하는 조항이 신설된 것은 주목되는 

바이지만 이것도 식량난에 의한 북한주민의 배급통제의 이완에 따른 주민의 지

역간 이동이 확대된 현실을 반 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사회 자체가 내부적으

로 개방적, 역동적 사회로 바뀌도록 하는 계기가 요청된다.

어쨌든 남한법과 북한법은 이질화 속에서의 공통성을 갖고 있는 ‘한국법’의 반

쪽들인데, 앞으로의 과제는 이러한 이질성과 동질성을 발견하여 가능한 한 통일

법에로 수렴하는 일이다. 남한법과 북한법은 자본주의법과 사회주의법의 상극을 

이룸에도 불구하고 한국법으로서의 공통적 기반을 상당히 갖추고 있다고 본다. 

그것은 독일법이든 소련법이든 서양법을 받아들여 한국의 토양 위에서 시험하면 

할수록 한국식 법치주의, 전통과의 조화로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주체법사상도 마르크스-레닌이론을 우리의 

토양 위에서 실험한 최량(最良)의 것이라고 표현하다가 다시 ‘우리식 사회주의’니 

‘인간중심의 세계관’이니 하는 표현을 쓰고 있듯이, 가족법을 전형적인 예로 하

여 김일성을 교조(敎祖)로 한 가부장적, 유사종교적 국가질서를 형성하여 권위주

의적 통치방식으로 나아가는 것 등은 다분히 한국적인 법발전의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52) 남한도 법치주의를 표방하는 명분보다 실질적으로는 ‘법외법치주의’

(法外法治主義)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이질화되고 있으며, 법치주의의 실현은 

험난한 길임을 보여주고 있다.53)

최근 북한은 처음으로 대중용 법전을 편찬하여 명색이 법전도 없는 나라라는 

오명은 벗으려 하고 있는데, 이것도 법전이 얼마나 대중들의 생활에 접근되는지

51) 진유철, “사회주의법제정의 합법칙성”,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 법학 제43권 4호, 
1997, 49-52면.

52) 최종고, “북한에서의 법과 종교”, 북한법연구회 발표문, 2004.
53) 法外法이란 표현은 이사야 벤다산(Isiah Bendasan)이 그의 저서 유태인과 일본인(범우

사, 1982)에서 일본사회의 특징의 하나로 사용한 말로서 어느 정도는 한국사회에도 
적용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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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김정일의 권력승계에 관하여 그 아들 김정철이나 김정운을 후계자로 선

정하여 실질적인 권력승계과정이 이미 전개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54)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도 법을 포함하여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1994년 김정일의 

권력승계 이후 북한은 1995년과 1996년 두 해에 연거푸 홍수를, 그리고 1997년

에는 한발을 겪었고, 미국 부시대통령의 재선으로 대내외적으로 수세적․방어적

으로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 핵을 무기 삼아 극단적인 외교를 하고 있

고, 남북대화도 상당한 향을 받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공통적 문제점과 고민을 어떻게 어떤 자리에서 남북이 함께 토

론하고 발전의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실천적인 데에 있다. 그래서 

상호 체제를 존중해주면서 ‘남북화해공동위원회’의 안에 설치된 ‘법률실무협의회’

를 중심으로 그렇게 정치적으로 예민하지 않은 부분부터 대화를 시작하면 남북

의 법률가들이 공동의 지혜를 합리적으로 발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여

기에 임하는 법률가들은 되도록 기존의 정치체제와 이데올로기적 선입견을 배제

하고 공동선(共同善)을 향하여 합리적 지혜로 담론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양식을 

갖춘 인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55) 남북한에 이런 좋은 법률가들을 양성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면, 적어도 이러한 이상을 공통적으로 인식하면서 노력해 나가는 

차선책을 강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체육계나 문화계의 남북교류에 못지 않게 중

요하고 시급한 법률교류가 인적 교류를 통해 지금까지의 제한된 문헌중심에서의 

북한법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그 전제

로서 남북한의 법률가가 보다 민족공 의 길을 위한 법발전의 사명이 중차대함

을 자각하면서 보다 적극적이고 냉정한 합리적 정신으로 남북법제의 비교와 통

54) 정성장, “김정일 시대 북한의 후계문제: 현황과 전망”, 북한사회의 입체적 이해와 북
한연구, 북한연구학회 2004년도 연말학술회의 자료집, 2004. 11. 26, 159-160면; 이기
동,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 어디까지 왔나”, 신동아 2004년 4월, <shindonga.donga. 
com>; 송정호, “북한 권력승계문제의 쟁점과 전망”, 현대북한연구 제7권 제3호, 경남
대, 2005, 7-46면.

55) 솔직히 북한에 얼마나 많은 법학자, 법학교, 법학논저, 법원판례 등이 있는지도 모른
다. 이런 면에서 북한법의 연구는 그저 임의적으로 법률 텍스트를 자의적으로(?) 해석
하는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남북한 법률가의 직접 교류는 
불가피하게 요청된다고 본다. 다만, 북한의 법률가나 법학자가 남한만큼 많지 않아서 
이러한 제의 자체가 과도한 부담이나 자극으로 인식되지 않을런지 모르겠다. 그러나 
어쨌든 북한법 연구에도 어떤 돌파구가 있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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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법의 모색에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선 실천할 수 있는 한 가

지 구체적 예를 들면, 남북한이 법령과 법률문헌의 정보교환을 우선 시행하고, 

이어서 법률가나 법학자간의 한국의 법사(法史) 및 법제도의 세미나 등을 통한 

인적 교류를 지속하는 동시에 가능하면 ‘남북한법령집’이나 ‘한민족대법전’ 등의 

편찬사업도 고려할 만한 일이다.56)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남북한의 법통합도 서

서히 이루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당장은 서로 접근할 수 있는 쉬운 일에서

부터 접근해 나가야 할 것이다.

<추기>

본 논문이 완성된 후 북한이 작년 8월 25일에 처음으로 발간한 법전이 금년 1

월에 국내에 수입되어 판매를 시작하고 있다. 정식 이름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국법전(대중용)”이고 평양 법률출판사가 펴낸 곳으로 되어있고 1095쪽에 걸쳐 112

개의 현행법률을 수록하고 있다. 책 전체에 한자는 한 글자도 없고 순한글로 되어

있고, 맨 앞면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장(國章)이, 그 뒷면에는 국기가 실

려있다. 머리말 같은 성격으로 “출판사로부터”라 하여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법은 모든 공민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할 행동준칙이다.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튼튼히 다지고 빛내이며 주체

의 강성대국건설위업을 앞당겨 실현하자면 온 사회에 준법기풍을 철저히 세워

야 한다.

본 출판사는 공민들이 법을 알고 스스로 지키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사회

주의헌법과 현행 부문법들을 자모순으로 수록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

전>(대중용)을 편찬하여 발행한다. 주체 93(2004)년 6월

이 법전의 발행은 북한 법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우선 북한이 법을 공

민들이 알고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는 대중용 법전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첫째로 궁금스런 것은 “대중용”이란 의미인데, 여기 실린 112개의 법률만이 대

중들이 알 필요가 있고 다른 “비대중용” 법률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

다. 공민의 권리와 사유재산의 인정 등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해석도 있

는데, 이에 대하여는 북한의 현실을 모르고 하는 해석이란 반박도 있다. 아니면 

56) 이세훈, “21세기를 향한 법제발전방향”, 법제연구 제3호, 199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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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과 외국에서 북한법에 대하여 궁금해하고 있음을 알고 상업적으로 제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도 할 수 있다.

둘째로 그 체제인데, 사회주의 법체계는 자본주의의 것과는 다르다 하더라도 

나름대로의 체계가 있을 법도 한데 이 법전은 가나다 자모순으로 나열되어 있을 

뿐이다. 사전식이랄까, 열거식이랄까,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일말의 아쉬움을 지울 

수 없다.

그렇지만, 여기에 실려있는 법률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가공무역법, 가족법, 각급인민회의 대의

원선거법, 갑문법, 건설법, 공민등록법, 공중위생법, 공증법, 공업도안법, 교육법, 

국경동식물검역법, 국경위생검역법, 국기법, 국장법, 국적법, 국토계획법, 국토환

경보호단속법, 규격법, 금강산관광지구법, 기술수출입법, 개성공업지구법, 계량법, 

과수법, 과학기술법, 농업법, 도로법, 도서관법, 도시경 법, 도시계획법, 대외경제

계약법, 대외경제중재법, 대외민사관계법, 라선경제무역지대법, 량정법, 마약관리

법,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 무역법, 문화유물보호법, 물자원법, 민법, 민사소송

법, 민용항공법, 바다오염방지법, 발명법, 변호사법, 보험법, 배길표식법, 사회주의

로동법, 사회주의상업법, 산림법, 상속법, 상표법, 손해보상법, 수도 평양시관리법, 

수로법, 수산법, 수출입상품검사법, 수의방역법, 수의약품관리법, 식료품위생법, 

신소청원법, 세관법, 자동차운수법, 장애자보호법, 저작권법, 전력법, 전염병예방

법, 조약법, 주민연료법, 지방주권기관법, 지하자원법, 재정법, 재판소구성법, 제품

생산허가법, 철도법, 출입국법, 체신법, 체육법, 컴퓨터쏘프트웨어보호법, 토집법, 

토지임대법, 품질감독법, 하천법, 합작법, 합 법, 항만법, 형법, 형사소송법, 해사

감독법, 해운법, 화장법, 화폐류통법, 환경보호법, 회계법, 쏘프트웨어산업법, 양어

법, 어린이보육교양법, 유용동물보호법, 인민경제계획법, 인민보건법, 에네르기관

리법, 외국인투자법, 외국인기업법,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법, 외국투자은행

법, 외국인투자기업파산법, 외화관리법, 의료법, 의약품관리법, 원산지명법, 원자

력법이다.

각 법률마다 채택연월일, 수정, 수정보충 연월일이 적혀있어 법제정의 경위를 

대충 알 수 있다. 그러나 법률과 시행령의 구별 같은 것은 볼 수 없다. 한 마디

로 이 법전을 보아도 북한법의 진상을 알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는 것 같다는 

것이 솔직한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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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istorical Development and Recent Changes 

of North Korean Law
57)

Chongko Choi*

North Korean law, as a part of Korean law, is approaching to the 60th 

Anniversary of its foundation. The process of it's historical formation is not 

much known to the common people as well as the academic researchers.

This writer as a legal historian has paid attention to the legal history of North 

Korea since last 10 years. It is really hard to grasp the process from the point 

of the writer himself. Fortunately, a number of the North Korean materials offer 

some clues to access the process. First of all, a book called Legislation History 

of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Pyongyang, 1986) written by Hong 

Keukpyo gives a good guide to the whole history of North Korean legislation. 

Hong classifies the history into seven stages:

1) Glorious Anti-Japanese Revolutionary Struggle(1932-46)

2) Anti-Imperialistic, anti-feudalistic Revolution for Democracy(1946-48)

3) First Stage toward Socialism(1948-50)

4) Legislations for Glorious War of Nation's Liberation(1950-53)

5) Post-War Restoration of Economy and Socialistic Foundation(1950's)

6) Total Reconstruction for Socialism(1960's)

7) Struggle for Perfect Victory of Socialism(1970's)

This periodization is, of course, strongly colored by the socialistic ideology of 

North Korea. It shows that law in North Korea has faithfully served the state 

power. It shows even the fact that North Korea prepared the Korean War of 

1950 carefully by the legislation in the name of the Nation's Liberation.

* Professor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ident of Korean Research Society for 
Legal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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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he way, these seven stages of the North Korea's legal history ended with 

1980's. Since then that over 25 years have passed. The eighth stage or the more 

is to be explained.

This recent legal history reveals some quite different aspects. This article 

surveys the recent legislation of North Korea in detail as much as possible. This 

article deals the following legal fields:

1) Revision of Constitutional Law in 1992 and 1998

2) Civil Law (1990) and Family Law(1990)

3) Socialistic Commercial Law(1992), City Administration Law(1992)

4) Joint-Venture Business Law(1984) 

5) Revision of Civil Procedure Law(1994)

6) Foreign Trade Law(1995)

7) Revision of Judicial Organization Law(1998)

Conclusively, this article points out some symptoms of change in North 

Korean law. It becomes more dynamic and refined than the previous legislations. 

It seems inevitable for North Korea to demonstrate it's new image to South 

Korea and the global countries. It might be called a demonstrative legislation at 

least. The problem is how much such legislations match the social reality in 

North Korea. The topic of law and reality is another task of research. This 

article must be satisfied as the first description of formal legal history written by 

a South Korean legal scholar. To be sure, it might be a small contribution 

toward the re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n laws in the futu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