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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상실과 자격정지 형의 존폐에 대하여* **

1)

신 동 운(申東雲)***

1. 서론

가. 문제제기

이번 서울 학교 법과 학과 독일 라이부르크 학교 법과 학 간의 학술교

류에서 공통의 심사로 설정된 것은 ‘사회변동과 법의 계’이다. 필자의 경우 

한국 사회의 변동과 형법의 변화를 검하는 것이 발표의 주된 과제가 될 것이

다. 그러나 사회변동이라고 하면 그 폭이 넓을 뿐만 아니라 그 변화의 시 도 어

디까지로 해야 할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여기에 더해서 형법도 형법 뿐만 아니

라 특별형법과 형사 차법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이해된다. 이 게 보면 오

늘 발표에서 다루고자 하는 논제가 무나 넓기 때문에 특별히 의미 있는 고찰

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다.

이와 같은 문제 을 감안하여 본 발표자는 논제를 극히 한정하여 미시 으로 

사회변동과 형법의 계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러한 시도의 소재로 자

격상실과 자격정지의 문제를 고찰해 보기로 한다. 한국 형법은 자격상실과 자격

정지를 규정하고 있다(형법 제41조 이하 참조). 일종의 명 형을 규정한 것이다. 

그런데 그 규정형식은 단순히 형벌의 부수효과로서가 아니라 주형의 일종으로 

되어 있다. 이 은 계수사  에서 한 련성을 가지고 있는 독일 형

법1)이나 일본 형법에서 찾아 볼 수 없는 부분이다. 한국 형법의 특징 가운데 하

 * 이 논문은  2006년  9월  26일, 27일 양일간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변화하는 사회
에서의 법의 변천”을 대주제로 하여 개최된 제3회 서울 법대․프라이부르크 법대 공
동심포지엄에서 발표된 글이다.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06학년도 연구지원비
의 보조를 받았음.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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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다.

자격상실이란 일정한 공직이나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면 으로 

배제하는 형벌이다. 이에 해서 자격정지는 자격상실의 상이 되는 공직이나 

사회활동 가운데 일부를 지정하여 일정 기간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형벌

이다. 독일 형법이나 일본 형법은 자격상실이나 자격정지라는 명 형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례 이라고 할 수 있는 자격상실과 자격정지가 어떠한 경 로 한국 

형법에 주형(主刑)으로 입법화되었는지, 그리고 변화된 오늘의 한국 사회를 심

으로 이러한 명 형이 과연 유지되어야 할 것인지를 살펴보려는 것이 본 발표의 

목 이다. 

필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단순히 학문  호기심에 기 한 것만은 아니

다. 재 법무부에서 진행 인 형법개정작업, 그 가운데에서도 형벌론 부분의 

개정작업과 련하여 자격상실과 자격정지의 존폐가 요한 의제로 설정되어 있

다. 필자는 재 법무부에 설치되어 있는 ‘형사법개정특별심의 원회’의 일원으로 

형법개정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과연 자격상실과 자격정지라는 명 형을 앞으로

도 유지해야 할 것인가?2) 본고는 형사법개정특 에서 논해지고 있는 이 문제에 

답하기 한 필자의 비작업이라고도 할 수 있다.

나. 한국 형법의 성립경

아래에서 개하는 논의를 이해하기 하여 먼  정리해 놓아야 할 것이 한국 

형법의 성립경 이다.3) 한국 형법은 1953년에 제정되고 시행되었다. 1945년의 

해방, 1948년의 한민국 출범, 그리고 1950년부터 1953년까지의 한국 쟁을 

배경으로 비되고 입법되었던 것이 우리 형법이다. 이러한 혼란상을 배경으로 

할 때 한국 형법이 충실한 이론  검토를 하지 못하고 입법되었으리라는 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당시의 입법 여자들은 신생 한민국의 주요법률들을 신속하게 입법하기 

 1) 독일 형법은 제45조 이하에서 공무담임권과 공직선거권에 대한 제한을 형벌의 부수
효과로 규정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보학, “명예형의 제문제”, 형사법연구, 제22
권(2004 겨울), 429면 이하 참조.

 2) 명예형의 법정책적 기능을 심층적으로 다룬 논문으로, 서보학, “명예형의 제문제”, 형
사법연구, 제22권(2004 겨울), 426면 이하 참조.

 3) 자세한 내용과 문헌은, 신동운, “제정형법의 성립경위”, 형사법연구, 제20호(2003 겨
울), 9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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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고심하 다. 그리하여 일단 특정한 입법례를 모델로 설정한 다음 한국 사회

의 특성에 맞추어 약간의 첨삭을 가하면 기본 법 들을 기 (起草)할 수 있을 것

으로 생각하 다.4) 일본이 명치유신 기 서구 열강과의 불평등조약을 개정하기 

하여 특정 국가의 법 을 번역하는 방법으로 법률을 서둘러 입법한 것과 비슷

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신생 한민국의 본격 인 법 편찬 작업은 형법 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헌법

은 이미 한민국 출범에 앞서서 제정되어 있었으므로 이제 재 규범인 형법과 

형사소송법, 민법과 민사소송법이 입법과제로 두될 것이었다.5) 그 가운데에서

도 일제의 노 상태를 상징 으로 보여주는 기존의 형사법령을 폐지하고 한민

국의 형사법 을 입법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등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 일본 개정형법가안의 특징

신속한 입법의 필요성은 실한데 법률안의 비는 쉽지 않았다. 이러한 과정

에서 입법의 본으로 선정된 것이 일본의 개정형법가안(改正刑法假案)이다. 이 

개정형법가안은 일본이 1907년에 제정, 실시된 일본 형법을 개정하기 하여 마

련한 시안으로서 종 의 서구식 형법 에 일본 사회의 특성을 거 반 하기 

한 시도로 평가된다. 이 일본의 개정형법가안은 총칙이 1931년에, 각칙이 1939년

에 각각 심의, 가의결되었고, 1940년에 가안(假案)의 형태로 공표되었다.6) 

가안을 성안함에 있어서 주도 인 역할을 담당하 던 인물은 모토지 신구마

(泉二新熊)이다. 그는 법학박사 학 를 가지고 있었고 형법학 교과서를 집필하

으며, 일본 군국주의 시 에 검사총장(1936년)과 심원장(1939년)을 지낸 인물이

다.7) 1931년에 집필한 짤막한 에서 그는 당시의 시  분 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4) 효당학인, “법전편찬에 대하여”, 법정, 제3권 제6호(1948년 6월), 10~11면; 신동운 편, 
효당 엄상섭 형사소송법논집(2005), 53면 이하에 재수록 참조.

 5) 당시 법전편찬의 상황에 대해서는 형법안 심의에 임하여 김병로 법전편찬위원회 위원
장이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한 내용이 주목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신동운 편), 형사

법령제정자료집 (1), 형법(1990), 164면 이하 참조.
 6) 일본 개정형법가안의 성립경위에 대해서는, 林弘正(하야시 히로마사), 改正刑法假案成

立過程の硏究(2003), 11면 이하 참조.
 7) 泉二新熊(모토지 신구마)에 대하여는, 吉川 夫(깃카와 츠네오) 外, 刑法理論史の綜合

的硏究(1994), 373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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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략) 오늘날 수많은 사회문제는 무제한한 자본주의의 증가에 연원하고 있으

며, 그 자본주의는 유물주의의 결과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  폐해

를 바로잡기 하여 다시 유물주의에 의하여 투쟁을 일삼는 것은 폭력으로 폭

력을 신하는 것일 뿐이며, 복리와 평화를 가져오는 길은 아님이 확실하다. 근

본  해결의 비 열쇠는 우리들의 정신생활을 오늘날의 타락으로부터 구출하는 

데에 있다.”8)

이러한 기조에 입각하여 그는 일본 개정형법가안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

하고 있다.

“( 략) 형법개정조사사업은 정(大正) 10년(1921년; 필자 주) 11월에 시작한 

이래 20년의 시일 동안 조사하여 차 종국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개정의 기본 

방침은 이미 정해진 강령에 기 하고 있으며, 국체(國體)를 분명히 하고 순풍양

속(淳風良俗)의 존 을 기본취지로 하면서 개별처우의 원칙에 따라서 본인의 

교화와 사회의 방 를 달성하려는 데에 주안 을 두고 있습니다.”9)

여기에서 일본의 개정형법가안이 지향하는 바를 요약한다면 (1) 천황제의 국가

체제를 완비하고, (2)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갈등을 일본 인 순풍양속으로 바

로잡으며, (3) 개별처우의 원칙을 강화하여 본인의 교화와 사회의 방 를 달성한

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1930년  반 이후부터 일

본이 국 진출을 포함한 시체제로 들어가면서 형주의와 국가권력 우 의 

체제를 강화한 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라. 한국 형법의 총칙

앞에서 언 한 것처럼 한국의 입법자들은 일단 일본의 개정형법가안을 본으

 8) 泉二新熊(모토지 신구마), 法窓餘滴(1942), 329면. 인용문은 그가 1931년 12월에 “志
を尙ぶ”(뜻을 소중히 여김)라는 제목으로 집필한 글의 일부이다. 이 시점은 일본 개정
형법가안의 총칙이 심의 완료된 직후의 시점이다.

 9) 泉二新熊, 法窓餘滴(1942), 329면. 인용문은 그가 대심원장으로서 1940년에 열린 사법
관회동에서 “立法及司法の日本化”(입법 및 사법의 일본화)라는 제목으로 연설한 내용
의 일부이다. 같은 취지의 발언은 그가 일본 개정형법가안이 공표된 직후에 “刑法改
正假案の眼目”(형법개정가안의 안목)이라는 제목으로 1940년 5월 9일부터 3회에 걸쳐
서 ‘東京朝日’이라는 신문에 연재한 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泉二新熊, 法窓餘滴 
(1942), 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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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삼기로 하 다. 애당  약간의 조문만을 정비하면 될 것으로 상하 으나 실

제에 들어가서 보니 문제는 생각한 것처럼 용이하지 않았다. 당시의 상황에 하

여 형법총칙의 기 를 담당하 던 김병로 법 편찬 원회 원장은 형법안에 

한 국회 본회의 심의 석상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발언하고 있다.10)

“그러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정치 으로는 아무리 이지만 사실 우리에게 오랫

동안 효과를 내고 있는 일본 법  그것을 기 로 해 가지고 [신]속하게 편찬하

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러한 말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기 (起草)하는 데 당해서 보니 결단코 어느 나라 한 나라 법을 기 로 

해 가지고 그것을 표본으로 해서 편성하기가 퍽 어렵다, 그 지 않더라도 한 

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에도 공통되는 이러한 보통 조문에 있어서는 말을 

안 하고 새로 기 를 삼더라도, 우리의 특수성을 생각하고 그 나라 국민 , 사

회  실에 있어서 필요를 느끼는 특수한 사항에 있어서는 어느 나라 법을 기

로 한다는 그것이 근본 이론이 틀렸다, 그래서 우리 [형]법도 여러분께서 다 

보시면 알겠지만 결단코 일본법을 기 로 한 것이 아니고 독일법을 기 로 한 

것도 아니고 어떤 한 나라 법을 기 로 해서 편찬한 것이 아닙니다.”11)

김병로 법원장은 특히 독일법과 련하여 다음과 같이 발언하고 있다.

“그리고  제일 특이한 가운데에서는 [조문이] 많이 규정되어 있기는 독일 

[형]법 입니다. 독일 [형]법 이라는 것은 독일 [형법]시행법(당시 시행되던 형

법을 가리킴; 필자 주) 는 개정하려고 하는 개정안 [이] 둘이 있습니다. 둘이 

있어서 새로 시행되지 못하고 그러한 개정안으로서 [있습니다만] 참고에 넣어

서 될 수 있으면 [실무와] 학자의 이론이 막히지 않는 것을 명백히 법문으로 

[해]서 일반 범죄 [부분]에다가 총칙규정으로서 이것을 규정하게 된 것이 우리 

형법 법 입니다.”12)

10) 이하 본문에 소개하는 국회 속기록의 발언내용은 의미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자가 
맞춤법을 현대어로 바꾸고 누락되었다고 생각되는 단어들을 임의로 보충한 것이다. 
원문과 달라지는 부분은 [ ]표시를 해 두었으나 이 과정에서 발언의 내용이 변질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국회 속기록의 원문을 직접 참조하기 바란다. 국회 속기록
은 현재 PDF파일 형태로 국회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다.

11) 한국형사정책연구원(신동운 편), 형사법령제정자료집 (1), 형법(1990), 167면 이하.
12) 한국형사정책연구원(신동운 편), 형사법령제정자료집 (1), 형법(1990), 167면 이하. 원

문의 의미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자가 임의로 원문을 수정, 가필하였다. 원문을 그대
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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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한국의 입법 여자들은 일단 일본의 개정형법가

안을 법안 기 의 토 로 삼으면서도 1871년의 독일 형법 과 1930년의 독일 형

법 개정안을 주된 참고자료로 활용하 다. 특히 범죄론 체계와 련한 조문의 정

비과정에서는 개정형법가안이 상당히 수정되어 총칙부분의 조문은 독일 형법에 

보다 가까운 형태를 띠게 되었다.

마. 형벌론의 정비

형벌론 부분의 개정과 련하여 일본의 개정형법가안은 처우의 개별화를 강조

하면서 형벌의 종류를 다양화하 다. 가안은 형벌을 (1) 사형, (2) 징역, (3) 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거주제한, (7) 벌 , (8) 구류, (9) 과료, (10) 견

책, (11) 몰수로 규정하 는데, 이 가운데 자격상실, 자격정지, 거주제한, 견책은 

새로 구상된 것이었다(가안 제30조). 가안은 처우의 개별화를 더욱 진하기 

하여 이러한 일련의 형벌들을 법 이 상호 체하여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

편( 컨  가안 제61조 이하 참조) 부정기형(가안 제91조 이하 참조)과 보안처분

제도(가안 제126조 이하 참조)를 도입하 다. 

이러한 일본 개정형법가안의 형벌론 구상에 해 한국의 입법 여자들은 소

극 이었다. 신생 국가의 여러 여건에 비추어 볼 때 형벌종류의 다양화나 보안처

분의 도입이 무리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기존 실무의 유지에도 힘겨운 터에 재정

 부담을 수반하거나 낯선 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하지 않다고 단하 던 

것이다. 그리하여 보안처분제도를 도입하지 않기로 하는 한편13) 형벌의 종류를 

종래의 의용형법과 같이 사형, 징역, 고, 벌 , 구류, 과료, 몰수로 정하 다. 그

“그리고 또 제일 특이한 가운데에서는 많이 규정되어 있기는 독일법전입니다. 독일법
전이라는 것은 독일시행법 또는 개정하려고 하는 개정안이 둘이 있습니다. 둘이 있어
서 새로 시행되지 못하고 그러한 개정안으로서 참고에 넣어서 될 수 있으면 이론과 
학자의 이론이 맥히지 않이하고 이러한 것을 명백히 법문으로서 일반범죄에다가 총칙
규정으로서 이것을 규정하게 된 것이 우리 형법 법전입니다.”

13) 법전편찬위원회가 형법초안과 함께 정부에 제출한 ‘형법초안 이유설명에 가름하여’라
는 문건은 보안처분과 관련하여 ‘보안처분의 유보’라는 제목 아래 다음과 같이 기술
하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신동운 편), 형사법령제정자료집 (1), 형법(1990), 91면.
“새로운 입법경향에서는 보안처분에 대한 규정을 두는 것이 보통이나 우리나라의 현
실에 비추어서 유보하였다. 일후(日後)에 국가의 제반 여건이 구비된다면 형법총칙에 
‘보안처분’의 일장(一章)을 추가하거나 단행법으로 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 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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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데 이러한 고려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법 여자는 일본 개정형법가안이 새로

운 형벌의 종류로 정하 던 자격상실과 자격정지를 한국 형법에 수용하기로 

하 다. 따라서 이 부분은 극히 이례 인 결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은 상호 련성을 고려하여 아래에서는 먼  일본의 개정

형법가안에서 자격상실과 자격정지가 형벌의 일종으로 들어오게 되는 과정을 

검해 보고 이어서 한국 형법의 입법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2. 일본의 개정형법가안과 자격상실․자격정지

가. 형법개정강령과 비 안

1921년 일본 정부는 1907년에 제정, 시행된 일본 형법의 개정에 한 자문을 

구하 다. 이 자문의 목 은 일본의 형법 을 일본 사회에 맞도록 고치려는 데에 

있었다. 자문에 응한 임시법제심의회는 1926년에 40개 항목에 이르는 형법개정

요강을 작성하여 일본 정부에 회신하 는데, 개정요강 제3항에는 “공권의 상실 

 정지를 형으로 하는 규정을 둘 것”이라는 지침이 제시되어 있었다.14)

형법개정요강을 구체 으로 조문화하기 하여 일본의 사법성 내에는 실무가

를 심으로 원회가 구성되어 장차 심의의 토 가 될 형법 안을 작성하 는

데 이것이 형법개정 비 안이다. 1927년에 성안된 일본의 형법개정 비 안은 

처음으로 자격상실과 자격정지에 하여 규정을 두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

다.15)

제37조 자격상실은 공무원인 자격  법률로 정한 업무상의 자격을 상실  

한다. 다만, 정상에 따라 특정한 자격에 한정하여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 자격정지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기간 공무원인 자격  법률로 정

한 업무상의 자격을 정지하게 한다. 다만, 정상에 따라 특정한 자격에 한정하여 

정지시킬 수 있다.

14) 전쟁 전 형법개정과 관련하여 일본에서 시행되거나 성안된 입법례를 한 곳에 모은 
책자로, 小野淸一郞 編, 刑事法規集, 第1卷 (1944)이 주목된다. ‘형법개정의 강령’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 책자, 191면 이하 참조. 그 성립경위에 대해서는, 林弘正(하야시 
히로마사), 改正刑法假案成立過程の硏究, (2003), 43면 이하 참조.

15) 小野淸一郞 編, 刑事法規集, 第1卷, (1944), 194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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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정형법가안의 성립경

이후 일본에서는 형법개정작업을 담당하기 하여 ‘형법  감옥법개정조사

원회’가 구성되었다.16) 이 원회는 사법성에서 마련한 형법개정 비 안을 참고

로 하되 독자 인 안을 만들기로 하고 그 기 작업을 ‘형법기 원회’에 일임

하 다.17) 형법기 원회는 1931년에 총칙부분의 조문을 성안하고 간단한 이유

제시와 함께 ‘형법개정안이유서’라는 유인물을 제작하여 본 원회에 제출하 다. 

1931년에 본 원회가 총칙조문의 심의를 종료한 후 이어서 형법기 원회는 

각칙조문의 성안에 착수하 는데 1939년에 이르러 각칙조문이 완성되었다. 그러

나 각칙조문에 한 입법이유서는 작성되지 아니하 다. 그 신에 형법개정안의 

기 (起草)작업을 주도한 모토지 신구마(泉二新熊)가 조문의 취지를 본 원회에

서 구두로 설명함으로써 입법이유의 제시에 갈음하 다. 

총칙조문과 각칙조문의 여러 곳에서 본 원회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 다. 

이견이 계속되었던 핵심 부분은 공범의 독립성을 인정할 것인가 아닌가 하는 

이었다.18) 결국 이 부분의 의견이 일치되지 아니하여 후일 최종안을 결정하기로 

하고 본 원회는 일단 가의결한 내용을 1940년에 공표하 다. 이것이 바로 일본

의 ‘개정형법가안’이다. 최종의결을 유보하 다는 의미에서 ‘가안’이라는 표지가 

붙었던 것이다. 그런데 가안의 심의를 계속해야 할 ‘형법  감옥법개정조사 원

회’는 일본이 시체제로 들어가면서 여타의 각종 원회들과 함께 해산되어 버

렸다. 그리하여 일본의 개정형법가안은 원히 ‘가안’으로 남게 되었다.

다. 형법기 원회 안과 명 형의 구상

그러면 이제 1931년의 형법총칙의 심의와 련하여 일본의 형법기 원회가 

성안한 명 형의 내용과 그 입법이유를 살펴보기로 한다. 자료를 직  소개한다

는 의미에서 아래에서는 조문19)과 입법이유를 함께 소개하기로 한다.20)

16) 가안의 성립과정에 관하여는, 林弘正(하야시 히로마사), 改正刑法假案成立過程の硏究, 
(2003), 85면 이하 참조.

17) 法務大臣官房調査課, 法務資料, 別冊 第23號, 刑法 びに監獄法改正調査委員 議事速

記 , (1957), 3면 이하 참조.
18) 예컨대 내란죄의 교사와 관련한 논란에 대하여는, 法務大臣官房調査課, 法務資料, 別

冊 第23號, 刑法 びに監獄法改正調査委員 議事速記 , (1957), 239면 이하 참조.
19) 이하 조문 파악을 돕기 위하여 원문에 없는 항 번호를 붙이기로 한다. 
20) (刑法起草委員會), 刑法改正案理由書, (1931), 22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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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자격상실은 다음에 기재한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정상에 따라 특정

한 자격에 한하여 이를 상실하게 할 수 있다.

1. 공무원이 되는 자격

2. 공법상 선거의 선거권  피선거권

3. 법률로 요건을 정한 업무상의 자격

4. 친권자, 후견인, 후견감독인, 보좌인, 친족회원  재산 리인이 되는 

자격

5. 법인의 이사, 감사, 회사를 표하거나 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취체역, 감사역, 회사의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 는 

재산에 하여 감독, 감사, 리, 정리, 검사 는 청산을 하는 자 

는 사채권자집회에서 표자로 되는 자격

본조는 [개정형법]강령 제3항에 공권의 상실  정지를 형으로 하는 규정을 

둘 것이 있으므로 그 강령에 기 하여 입안한 신입법이다. 

안 제30조에 자격상실  자격정지를 형의 일종으로 규정하 다. 자격상실 

 자격정지는 명 형이므로 상당한 지 , 신분 있는 자에 하여 도의  견지

에서 감옥에 구 하여 행형에 다액의 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이것이 본안에서 주형으로 채용한 까닭이다. 

본조에서는 강령의 취지에 따라 상실할 공권의 종류를 들고, 한 공권에 

해야 할 특별한 종류의 자격을 열기하여 자격상실의 형의 용이 있는 범 를 

확장하고, 한 상실해야 할 자격을 명기하여 형벌의 실질을 분명히 하 다. 그

리고 정상에 따라 특정한 자격에 한하여 이를 상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형

벌의 효과를 그 필요한 정도에 그치도록 주의하여 규정하 다.

 제37조 자격정지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기간 조에 기재한 자격을 정지

한다. 다만, 정상에 따라 특정한 자격에 한하여 이를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본조는 자격정지에 한 규정으로서 신입법이다. 

자격정지는 자격상실과 달리 일정한 기간 자격을 정지하는 것이므로 그 정

지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본조의 규정이 있는 까닭이다. 자격정

지도 한 자격상실의 경우와 같이 정상에 따라 특정한 자격에 한하여 이를 정

지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여 쓸데없이 취직상의 고통을 주는 것과 같은 폐단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규정하 다.

제38조 자격상실 는 자격정지는 유기의 징역이나 고에 신하거나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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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과할 수 있다.

본조는 자격상실 는 자격정지에 한 규정으로서 신입법이다.

자격상실 는 자격정지는 명 형이므로 유기의 징역이나 고를 과해야 할 

경우에 그 지 , 신분에 비추어 이에 갈음하여 자격상실이나 자격정지를 과할 

때에는 감옥에 구 하여 고통을 주는 일이 없이 형을 시행함에 있어 인자하게 

함과 동시에 행형의 비용을 약하는 이익이 있다. 는 그 정이 한 자에 

하여는 자격상실 는 자격정지의 형을 병과하여 일층 형의 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 다.

제39조 사형 는 무기의 징역이나 고에 처해진 때에는 자격상실의 효과

가 발생한다.

본조는 자격상실에 한 규정으로서 신입법이다.

본안 제38조에서 자격상실 는 자격정지는 유기의 징역이나 고와 병과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 다. 그러므로 본조에서는 사형 는 무기의 징역이

나 고와 같은 형에 처해진 자에게 자격상실을 병과하는 주의를 채용하

다. 이 경우에 사형 는 무기의 징역이나 고의 결이 확정함과 동시에 당

연히 자격상실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취지를 규정하여 재 차를 간이하게 하

다.

제40조 유기의 징역이나 고에 처해진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

행의 면제를 받을 때까지 자격정지의 효과가 발생한다. 재의 공무원은 그 자

격을 상실한다.

본조는 자격정지에 한 규정으로서 신입법이다.

유기의 징역이나 고에 처해진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의 면

제를 받을 때까지는 수형자의 신분을 가지므로 본안 제36조에 기재된 자격은 

이를 정지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는 유기의 징역이나 고의 결이 확정함

과 동시에 당연히 자격정지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취지를 규정하여 재 차

를 간이하게 하 다.

이상에서 ‘형법기 원회’가 명 형과 련하여 본 원회에 제시한 조문과 

입법취지를 소개하 다. 그런데 형법기 원회가 제시한 내용 가운데 특별히 주

목되는 것은 자격상실과 자격정지에 한 입법취지이다. 그 이유는 입법이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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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에 당시 일본 사회의 특성이 반 되고 있기 때문이다. 형법기 원회 입법

이유서는 다음과 같이 고 있다.

“자격상실  자격정지는 명 형이므로 상당한 지 , 신분 있는 자에 하여는 

도의  견지에서 감옥에 구 하여 행형에 다액의 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이것이 본안에서 주형으로 채용한 까닭이다.”21)

라. 형법기 원회 안에 한 평가

의 입법자료에서 우선 알 수 있는 것은 ‘상당한 지 , 신분 있는 자’를 하

여 새로이 마련된 명 형이 자격상실과 자격정지라는 이다. 1930년 의 일본 

사회에서 ‘귀족원’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 일본에서 남자에게만 보통선거권이 

부여된 것이 1928년이라는 , 그리하여 종래 사회 으로 우 를 받던 계층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등을 감안할 때 개정형법가안의 자격상실과 자격정지는 

일차 으로 일본 사회의 유력인사들에 한 배려책으로 구상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와 련하여 함께 주목되는 것은 비 안에 비하여 형법기 원회의 

안이 자격제한의 범 를 보다 확장하 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특히 법인의 업

무와 련한 역에서 그러하다. 법인 업무와 련한 자격제한은 당시 경제공황

을 배경으로 함께 진행 이던 일본의 상법개정과 련하여 보조를 맞추기 한 

것이었는데,22) 이 한 재계의 유력인사들에 한 배려의 의미로도 해석될 여지

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격상실과 자격정지가 가지는 형벌로서의 성격을 보다 면

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의 형법기 원회는 

자격상실과 자격정지를 징역이나 고와 같은 자유형의 연장선상에서 악하고 

있다. 즉 자격상실이나 자격정지는 징역이나 고에서 신체구  부분만을 제외한 

것으로서 비 은 사실상 징역이나 고와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방법

에 근거하여 자격상실과 자격정지는 벌 보다도 한 형벌로 치가 부여되었다.

한 가지 더 주목되는 것은 형법기 원회 안이 자격상실과 자격정지를 독립

21) (刑法起草委員會), 刑法改正案理由書, (1931), 23면 이하. 
22) 法務大臣官房調査課, 法務資料, 別冊 第23號, 刑法 びに監獄法改正調査委員 議事速

記 , (1957), 93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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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형벌로 규정하면서도 동시에 이를 기존의 징역이나 고와 유기 으로 결합

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결합의 형태는 두 가지로 나타났는데, 하나는 자격

형의 자동부과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자유형을 자격형으로 체하는 방식이었다.

이 가운데 먼  자격형 자동부과의 방식을 본다. 형법기 원회 안은 무기징

역이나 무기 고를 선고할 때 자동 으로 자격상실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

다. 나아가 유기의 징역이나 고를 선고할 때에도 자동 으로 자격정지의 효

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 다. 

원래 자격상실과 자격정지를 독립된 형으로 규정하게 되면 법원은 무기징역이

나 무기 고, 는 유기징역이나 유기 고를 선고할 때 별도로 이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형법기 원회는 징역이나 고가 선고될 때 자격상실과 자격정지

의 효력이 자동 으로 발생하도록 하 는데, 이러한 규율방식을 재 의 간소화를 

한 조치라고 설명하 다. 징역이나 고에 따라붙는 자격상실이나 자격정지는 

단순한 자유형의 부수효과가 아니라 독자 인 형벌로서 자동 으로 선고된 것으

로 이해한 것이다. 

자유형과 자격형의 유기  결합의  다른 형태는 자유형을 자격형으로 체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형법기 원회 안 제38조는 “자격상실 는 자격정지

는 유기의 징역이나 고에 신하거나 함께 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 다. 

이 조문은 총칙의 규정이다. 그러므로 법 은 각칙조문이 법정형으로 유기징역이

나 유기 고만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형을 선고할 때 자격상실이나 자격정지로 

체하여 선고할 수 있다. 따라서 안 제38조는 도덕  비난을 가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단되는 사회  유력인사들에 한 배려장치로 자격상실이나 자격정

지가 기능하게 되는 것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는 조문이라고 할 수 있다.

마. 형법  감옥법개정조사 원회의 심의과정

자격상실과 자격정지를 새로운 형태의 주형으로 도입한 형법기 원회 안에 

하여 본 원회인 ‘형법  감옥법개정조사 원회’는 심의에 착수하 다. 그런

데 이 새로운 형태의 형벌에 하여 참여 원으로부터 강력한 반론이 제기되었

다. 반론의 표 은 자격상실 는 자격정지를 징역이나 고에 체하여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 안 제38조 부분이었다. 징역이나 고는 단히 한 형인데 자

격상실이나 자격정지로 이를 체할 수 있는 권한을 재 에게 부여한다는 것

은 지나치다는 것이었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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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 을 지 하면서 반 론자는 징역이나 고를 자격상실이나 자격

정지로 체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추가 인 제제방안으로 활용하자는 수정안을 

제시하 다. 이 경우 병과는 자유형 자체에 따르는 부수효과로서가 아니라 자유

형 집행 후에 이어서 집행하는 독자  형벌부과를 말한다.

본 원회의 논의 결과 타 안으로 (1) 일단 자격상실이나 자격정지를 유기의 

징역이나 고에 병과하여 과할 수 있도록 하고, (2) 다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고의 경우에는 이를 체하여 자격상실이나 자격정지를 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합의를 보았다.24) 형법기 원회의 구상이 자격상실이나 자격정지에 징역이

나 고를 면 으로 체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 던 것이라면 형법개정조

사 원회의 수정안은 기본 으로 독자  병과형, 외 으로 체형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의할 은 자격상실이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는 조문이 형

법각칙 차원의 것이 아니라 형법총칙의 조문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법 은 각

칙에서 자격상실이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경우뿐만 아니라 자

격형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총칙조문에 근거하여 자격상실이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논의가 진행된 후 자격상실과 자격정지에 한 조문이 의결되었

다. 자격형과 련하여 본 원회가 의결한 조문은 체로 형법기 원회 안의 

그것과 같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본 원회에서 수정된 조문 부분만을 소개한다.

제38조 ① 자격상실 는 자격정지는 유기의 징역 는 고에 병과하여 이

를 과할 수 있다.

② 자격상실 는 자격정지는 3년 이하의 징역 는 고에 신하여 이를 

과할 수 있다.

제40조 ① (1항은 안과 같음; 필자 주)

② 2개 이상의 자격상실  자격정지는 함께 그 효과를 발생한다.

23) 法務大臣官房調査課, 法務資料, 別冊 第23號, 刑法 びに監獄法改正調査委員 議事速

記 (1957), 94면 이하 참조.
24) 法務大臣官房調査課, 法務資料, 別冊 第23號, 刑法 びに監獄法改正調査委員 議事速

記 (1957), 198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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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편찬 원회 안과 자격상실ㆍ자격정지

가. 법제편찬 원회 형법요강

1945년 일본의 강 으로부터 해방되면서 3년간 미군정이 실시되었다. 1947년 

반에 들어서자 새로 출범하게 될 신생국가를 염두에 두고 기본법령의 정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하여 법제편찬 원회가 구성되었다. 미군정 말기인 

1948년 4월 법제편찬 원회는 형법기 요강을 공표하 다. 이 기 요강의 총칙 

부분을 보면 요강은 제7장 ‘형에는’이라는 항목에서 형의 종류를 제시하면서 주

형을 사형, 징역, 고, 구류, 벌 , 과료로 하고 부가형을 몰수, 자격상실, 거주제

한으로 정하고 있었다.25)

그런데 형법기 요강을 해설한 엄상섭에 의하면 법제편찬 원회 총회에서 

고를 제외하자는 주장과 부가형으로서 자격상실과 거주제한을 추가하자는 주장

이 논의되었으나 결국 종 의 형벌 종류에 따르기로 낙착되었다고 한다.26) 요컨

 법제편찬 원회 단계에서는 아직 자격상실이나 자격정지에 한 뚜렷한 문제

의식이 보이지 않는다.

나. 법 편찬 원회의 심의과정

1948년 한민국이 출범하면서 법제편찬 원회는 해산되고 법 편찬 원회가 

새로이 출범하게 되었다. 이 단계에서는 김병로 법원장이 새로이 법 편찬 원

장을 맡게 되었고, 총칙조문의 기 작업을 양원일 사가 담당하기로 되었다. 법

편찬 원회는 형법요강을 새로 심의하 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한 기록은 

해지는 것이 없다. 따라서 자격정지와 자격상실에 한 부분도 확인할 수가 없다.

1949년 3월 총칙조문의 기 를 담당한 양원일 원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자 

이 작업을 법 편찬 원장인 김병로 법원장이 자담하게 되었다.27) 법 편찬

원회의 형법 안은 1949년 11월에 총회를 통과하여 최종 확정되었는데 이 안

에 자격상실과 자격정지가 형벌의 종류로 명시되었다. 요컨  법제편찬 원회에 

비하여 법 편찬 원회는 일본의 개정형법가안을 보다 더 충실하게 참조하 다

25) 신동운ㆍ허일태 편저, 효당 엄상섭 형법논집(2003), 213면.
26) 신동운ㆍ허일태 편저, 효당 엄상섭 형법논집(2003), 53면.
27) 한국형사정책연구원(신동운 편), 형사법령제정자료집 (1), 형법(1990), 8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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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말할 수 있다.

다. 자격상실  자격정지의 도입과 취지

법 편찬 원회는 법제편찬 원회와 달리 형벌의 종류를 (1) 사형, (2) 징역, 

(3) 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 , (7) 구류, (8) 과료, (9) 몰수의 아

홉 가지로 정하 다. 이 가운데 몰수는 부가형이므로 주형은 여덟 개가 된다. 법

편찬  형법 안이 정한 형벌의 종류는 기존의 의용형법에 규정된 형벌의 

종류에 자격상실과 자격정지를 추가한 것이었다. 새로 추가된 자격상실과 자격정

지에 하여 법 편찬 원회 안은 총칙부분에서 다음과 같은 조문을 두었다.

제43조 사형, 무기징역 는 무기 고의 결을 받은 자는 다음에 기재한 

자격을 상실한다.

1. 공무원이 될 자격

2. 공법상의 선거권  피선거권

3.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 업무에 한 자격

4. 법인의 이사, 감사 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한 검사역이나 재

산 리인이 될 자격

제44조 ① 조에 기재한 자격의 부 는 일부에 한 정지는 1년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

② 유기징역 는 유기 고와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징역 는 고의 

집행종료 는 집행면제의 일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한다.

법 편찬 원회는 형법 안을 심의, 의결하여 “형법 안 이유설명에 가름하여”

라는 문건과 함께 정부에 제출하 다. 따라서 첨부된 문건은 안에 한 일종의 

이유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이유설명서는 자격상실과 자격정지에 하여 

총칙부분 설명의 15번 항목으로 “형벌의 종류로서 자격상실과 자격정지의 신설

(제41조의 제4호, 제5호, 제43조, 제44조)”이라고만 고 있다.28) 별다른 실질  

이유설명이 없는 것이다. 

그 다면 입법취지는 계수법의 계에 있는 일본 개정형법가안의 이유설명에

서 구해올 수밖에 없다. 이 게 본다면 자격상실과 자격정지는 가안의 이유서가 

28) 한국형사정책연구원(신동운 편), 형사법령제정자료집 (1), 형법(1990), 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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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형법가안 법 편찬 원회 안

제36조 자격상실은 다음에 기재한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정상에 따라 특정한 자격에 한

하여 이를 상실하게 할 수 있다.

1. 공무원이 되는 자격

2. 공법상 선거의 선거권  피선거권

3. 법률로 요건을 정한 업무상의 자격

4. 친권자, 후견인, 후견감독인, 보좌인, 친

족회원  재산 리인이 되는 자격

5. 법인의 이사, 감사, 회사를 표하거나 

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취체역, 감사역, 회사의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 는 재산에 하여 감독, 감사, 리, 정

리, 검사 는 청산을 하는 자 는 사채권자

집회에서 표자로 되는 자격

제43조 ① 사형, 무기징역 는 무기

고의 결을 받은 자는 다음에 기재

한 자격을 상실한다.

1. 공무원이 될 자격

2. 공법상의 선거권  피선거권

3.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 업무

에 한 자격

4. 법인의 이사, 감사 는 지배인 기

타 법인의 업무에 한 검사역이나 재

산 리인이 될 자격

제37조 자격정지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기간 조에 기재한 자격을 정지한다. 다만, 정

상에 따라 특정한 자격에 한하여 이를 정지하

게 할 수 있다.

제44조 ① 조에 기재한 자격의 

부 는 일부에 한 정지는 1년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

밝힌 것처럼 “상당한 지 , 신분 있는 자에 하여 도의  견지에서 감옥에 구

하여 행형에 다액의 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장 ”을 노린 것이라고 

일단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형태의 조문이라도 그 조문이 기능

하게 되는 사회상황이 다르게 되면 그 의미내용도 달라지게 될 것임은 당연한 

이치이다. 이러한 사정은 이후의 심의경과를 통하여 뚜렷하게 드러나게 된다.

라. 개정형법가안과 법 편찬 원회 안의 비교

(1) 공통

자격상실  자격정지와 련한 형법 안의 심의과정을 더 추 하기에 앞서 

먼  법 편찬 원회 형법 안과 일본 개정형법가안의 입법태도를 비교해 보기

로 한다. 다만 아래의 조문 비표에서는 비교의 편의를 도모하기 하여 이후 법

사 수정안으로 삽입된 부분도 함께 넣어 표를 작성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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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조문 없음)

제44조 ② 유기징역 는 유기 고와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징역 는 

고의 집행종료 는 집행면제의 일로

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한다.
제38조 ① 자격상실 는 자격정지는 유기

의 징역 는 고에 병과하여 이를 과할 수 

있다.

② 자격상실 는 자격정지는 3년 이하의 

징역 는 고에 신하여 이를 과할 수 있다.

        (해당 조문 없음)

제39조 사형 는 무기의 징역이나 고에 

처해진 때에는 자격상실의 효과가 발생한다.
       (제43조에 흡수됨)

제40조 ① 유기의 징역이나 고에 처해진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의 면제를 

받을 때까지 자격정지의 효과가 발생한다. 

재의 공무원은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43조 ② 유기징역 는 유기 고의 

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

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기재된 자격이 정지된다. 

(법 편찬 원회 안에는 없었으나 

법사 수정안에 의하여 삽입됨)
제40조 ② 2개 이상의 자격상실  자격정

지는 함께 그 효과를 발생한다.
        (해당 조문 없음)

의 표를 이용하여 두 안 사이에 공통되는 을 살펴본다. 법 편찬 원회 

형법 안이 자격상실과 자격정지를 통하여 제한하려는 자격의 내용과 범 는 

반 으로 개정형법가안의 그것과 같다. 다만 ‘친권자, 후견인, 후견감독인, 보좌

인, 친족회원  재산 리인으로 되는 자격’(가안 제36조 제4호)은 법 편찬 원

회 안에서 제외되었다. 일본의 가족법에 기 한 자격제한이 한국의 경우에 

하지 않다고 단하 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법 편찬 원회 안 제44조는 자격정지를 자격상실에 하는 것으로 보고 있

다. 다만 기간제한과 상축소의 가능성을 인정한 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규율방식은 일본의 개정형법가안 제37조와 체로 비슷하다. 다만 개정형법가안

이 제37조 단서에서 “정상에 따라 특정한 자격에 한하여 이를 정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내용은 채택되지 아니하 다.

(2) 차이

자격상실과 자격정지의 역에 한정하여 볼 때 법 편찬 원회의 형법 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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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개정형법가안은 외 이 매우 비슷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안은 

요한 차이 을 보여주고 있다. 

먼  지 할 수 있는 것은 자격상실의 독자성 여부이다. 일본 개정형법가안은 

제36조에서 자격상실에 독자  성격을 부여하면서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

리고 제39조에서 사형, 무기징역 는 무기 고의 경우에 자격상실을 자동으로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하여 법 편찬 원회 안은 가안의 두 조문

을 합하여 하나의 조문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 게 함으로써 자격상실이라는 주

형이 독자 으로 선고될 수 있는 가능성은 원천 으로 쇄되었다.

두 안의  다른 차이 은 자유형을 자격형으로 체할 수 있는가 하는 부

분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앞에서도 언 한 바와 같이 일본 개정형법가안 제38

조는 처우의 개별화를 강조하면서 징역이나 고를 자격상실이나 자격정지로 

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에 하여 법 편찬 원회 안은 징역ㆍ

고와 자격상실ㆍ자격정지 사이의 체가능성에 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 신 제44조 제2항에서 “유기징역 는 유기 고와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징역 는 고의 집행종료 는 집행면제의 일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역으로 일본 개정형법가안은 이에 상응하는 조문을 두고 

있지 않다.

법 편찬 원회 안 제44조 제2항은 형법각칙에 기하여 법 이 자격정지를 병

과하 을 경우에 그 집행방식을 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총칙 조문 

자체에 기하여 법 에게 자격정지의 병과를 허용한 조문이 아니다. 이러한 우리 

입법자의 결단은 체방식이나 병과방식을 통하여 수형자에 한 처우의 개별화

를 강화하겠다는 일본 개정형법가안의 의도와 크게 구별된다. 

4. 국회의 형법안 심의와 자격상실․자격정지

가. 심의 상 법률안

(1) 정부원안과 법사 수정안

법 편찬 원회가 결의한 형법 안은 정부에 제출되었다. 정부는 간통죄를 

벌죄로 하는 조문을 추가한 외에는 법 편찬  안을 부 그 로 채택하여 정

부원안으로 국회에 제출하 다. 국회에서는 법제사법 원회가 정부원안을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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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법사 수정안을 작성하 다. 

자격상실과 자격정지 부분에 하여 법제사법 원회는 정부원안 제43조에 “유

기징역 는 유기 고의 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기재된 자격이 정지된다”는 내용의 제2항을 추

가하는 수정안을 마련하 다. 자격상실이 사형, 무기징역 는 무기 고의 선고

를 받은 자에게 자동 으로 부과되는 것에 발맞추어 유기징역이나 유기 고를 

선고받은 자에게도 일정한 자격제한을 자동 으로 부과하자는 취지라고 생각된

다. 그런데 법사 수정안은 자격정지의 자동부과와 련하여 자격상실이 정하

고 있는 네 가지 종류의 자격제한 가운데 법인의 업무와 련된 자격을 제외하

고 있다. 무엇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하고 있는지 그 이유는 밝 져 있지 않다.

(2) 변진갑 의원 수정안

한편 정부원안에 하여 국회의원 20인 이상의 서명을 받은 개별 수정안들이 

개별 국회의원들로부터 제출되었다. 개별 수정안 가운데 가장 방 한 것은 변진

갑 의원의 수정안이었다. 다른 국회의원들이 간통죄 등과 련하여 제출한 몇 개

의 사소한 수정안을 제외하면 결국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 상으로 제시되었던 

법률안은 (1) 정부원안, (2) 법사 수정안, (3) 변진갑 의원 수정안의 세 가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변진갑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의 핵심  사항은 자격상실과 자격정지라

는 형벌을 면 으로 삭제하는 것이었다.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은 그 조문의 수

가 상당히 많은데 그 이유는 총칙에서 자격상실과 자격정지에 한 규정을 배제

하고 각칙의 법정형에서 자격정지를 모두 삭제하려고 하 기 때문이다. 

나. 법률안에 한 제안설명

(1) 김병로 법 편찬 원회 원장의 발언

형법안에 한 국회 본회의 심의가 시작되었다. 이 자리에는 김병로 법원장

이 법 편찬 원회의 원장 자격으로 참석하여 법 편찬사업의 진척내용과 형

법 의 특징을 설명하 다. 자격상실ㆍ자격정지와 련하여 그는 다음과 같이 발

언하 다.29)

29) 한국형사정책연구원(신동운 편), 형사법령제정자료집 (1), 형법(1990), 170면.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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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에 형의 조문에 있어서는 다른 것은 무엇[인가 하면] 거개가 다 각국

의 형법에 일치되는 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서는 특수한 것이 습니다. 

그러나 형에 들어서 우리가 지  새로 법 [에] 첨가하[려는] 것은 자격상실[과 

자격정지입니다]. 이 자격[제한]이라는 것도 개 형법에는 어느 정도의 것이 

알 만한[,] 법 으로서 알 만한 그러한 정도의 법을 많이 [두]기로 해서 자격상

실, 자격정지 이 두 가지 것을 첨부했고 (후략)”

김병로 법원장은 형법총칙의 기 를 담당하 으므로 그의 발언은 자격상실

과 자격정지의 도입에 한 사실상의 입법이유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발언은 자격상실과 자격정지가 형벌의 일종으로 첨가되었다는 만을 할 뿐 

실질 인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실질  이유에 해서는 다음에 검토하는 

엄상섭 의원의 발언이 주목된다. 법 편찬 원회의 형법 안 기 로부터 시작하

여 국회 법사 수정안 작성에 이르기까지  과정에서 형법안의 기 에 여한 

인사의 발언이기 때문이다.

(2) 엄상섭 의원의 발언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1953년 형법  심의와 련하여 국회에는 정부원안

과 법사 수정안, 그리고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이 제출되고 있었다. 개별 조문의 

축조심의 과정에서 정부원안과 법사 수정안에 한 제안설명은 법제사법 원장 

리 자격으로 엄상섭 의원이 맡았다. 그는 형벌의 종류와 련한 형법총칙 조문

의 심의에 임하여 자격정지와 자격상실의 입법취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 다.30)

“( 략) 이 자격상실과 자격정지는 행 우리나라 형벌에 있어서 없는 제도를 

세계의 새로운 입법취지에 따라서 새로 채택[한] 것입니다. 이 자격상실과 자격

정지에 한 것을 형의 일종으로 해서 취 이 사실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인 

의미에서는 형과 동일한 취 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도 우리가 공무원이 

이해를 돕기 위하여 원문을 필자가 임의로 보충, 수정하였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그 다음에 형의 조문에 있어서는 다른 것은 무엇 거개가 다 각국의 형법에 일치되
는 점이…… 다 거기에 들어서는 특수한 것이 적습니다. 그러나 형에 들어서 우리가 
지금 새로 법전을 첨가하던 것은 자격상실…… 이 자격이라는 것도 대개 형법에는 
어느 정도의 것이 알 만한 법관으로서 알 만한 그러한 정도의 법을 많이 무기로 해
서 자격상실, 자격정지 이 두 가지 것을 새로 첨부했고,”

30) 한국형사정책연구원(신동운 편), 형사법령제정자료집 (1), 형법(1990), 2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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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을 때에는 고 이상의 형에 처하지 않았다는 여러 가지 문제가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면으로 형의 일종으로 해서 취 하는 것이 좋다는 이

러한 경향에 따라서 자격상실과 자격정지를 새로 형으로 채택했던 것입니다.”

엄상섭 의원의 설명에서 주목되는 것은 자격상실과 자격정지가 일본 개정형법

가안에서 유래한 것임을 밝히면서도 일본의 경우와는 약간 다른 맥락에서 이 새

로운 형벌을 이해하고 있다는 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상당한 지 , 신분 있는 

자에 해 도의  견지’에서 마련된 것이 자격상실과 자격정지임에 반하여 한국

의 경우에는 지 까지 형벌에 일반 으로 부수되어 있던 자격제한의 효과를 독

립한 형벌로 규정하 다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인식은 법사 수정안이 유기징역

이나 유기 고가 선고될 경우에 자동 으로 자격정지의 효과를 부여하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한 부분에서도 확인된다.

그런데 이 에 해서는 징역이나 고에 부수하는 효과를 굳이 주형으로 형

법 에 규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반론이 나올 수 있다. 실제로 이 을 지

하여 자격상실과 자격정지를 삭제하려고 한 것이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이다. 엄

상섭 의원은 이 삭제수정안의 취지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형법안의 신속한 

심의와 련하여 그는 변진갑 의원의 삭제수정안이 야기하는 문제 을 다음과 

같이 지 하 다.31)

“그 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 을 하시겠는데, 

이 수정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만일 41조에 자격상실과 자격정지를 삭제한다

면 제54조(법률상 감경 규정; 필자 주)도 련되는 조문으로 수정되어야 될 것

이고, 제81조(형의 시효 규정: 필자 주) 5호 내지 6호 자격정지에 한 수정안

도 나와 있어야 할 터인데 이 수정안에는 그런 것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

므로 될 수 있으면 원안 로 찬성해 주셨으면 이 다음 진행하는데 단히 편리

하겠습니다. 

각칙에서 자격상실과 자격정지[가] 형벌[의] 종류라는 제에서 많은 조문이 

수정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것(자격상실과 자격정지; 필자 주)을 뺀다면 다시 

법제사법 원회에 돌려서 이 조문을 정리를 해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본회의에 

상정하기 어려운데,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31) 한국형사정책연구원(신동운 편), 형사법령제정자료집 (1), 형법(1990), 2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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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  자격상실과 자격정지를 삭제하려면 그에 따른 조문의 인 정비가 

요구되는데, 이에 따른 조문정리 작업 때문에 형법안에 한 국회 심의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형법총칙의 조문 가운데 자격상실과 자격정지의 심의에 이르 을 때 공교롭게

도 자격상실과 자격정지의 삭제를 주장한 변진갑 의원은 개인 인 사정으로 당

일의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하 다. 그리하여 삭제수정안에 한 제안설명이 없는 

가운데 자격상실과 자격정지에 한 총칙조문들은 정부원안 그 로 통과되었

다.32) 이 게 하여 자격상실과 자격정지를 형벌의 종류 가운데 하나로, 그것도 

주형으로 규정한 한국 형법 고유의 총칙조문이 탄생하게 되었다.

다. 자격상실과 자격정지의 입법취지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조문이 유사할

지라도 그 조문이 용되는 사회  맥락이 달라지면 조문의 실질도 달라진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정은 자격정지와 자격상실에 한 한국 형법의 입법취지가 

일본 개정형법가안의 그것과 근본 으로 달라지는 에서도 뚜렷이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자격상실이나 자격정지가 애당  고  리나 정치인 는 

재계 인사들에 하여 징역이나 고를 체하는 형벌로 념되었다. 그런데 한

국의 경우로 오면 다른 맥락에서 자격상실과 자격정지가 이해되었다. 징역이나 

고를 받게 되면 공무원의 임용 등에서 각종의 자격제한이 따라오게 되는데, 이

러한 자격제한을 별도의 형벌로 규정해 두자는 것이 자격상실이나 자격정지의 

입법취지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인식의 차이는 오늘의 주제인 ‘사회변동과 법의 계’와 련하여서

도 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일본의 경우 리, 정치인, 재계 유력 

인사들에 한 우 의 필요성이 사회 으로 인정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 사회

의 경우에는 그러한 요청이 존재하지 않았다. 신생 한민국에서, 그것도 3년 넘

게 계속된 쟁의 참화 속에서 사회  특권층에 하여 도덕  우 를 고려해야 

한다는 공감 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다.

32) 한국형사정책연구원(신동운 편), 형사법령제정자료집 (1), 형법, (1990), 232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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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찬성론과 반 론의 립

(1) 변진갑 의원의 삭제 시도

자격상실과 자격정지에 한 총칙조문이 원안 로 통과되었다고 하여 문제가 

다 끝난 것은 아니었다. 형법안의 국회 심의과정에서 가장 많은 논란과 시간을 

소요한 쟁 의 하나는 바로 자격상실과 자격정지의 도입 문제 다. 변진갑 의원

은 형법안에 한 국회 심의의  과정을 통하여 자격상실과 자격정지를 형법

에서 삭제하려고 분투하 다. 총칙 심의에서는 제안자 자신이 참석하지 못하여 

성공을 거두지 못하 다. 그러나 그는 단념하지 않았다. 각칙에 한 심의에 들

어와서 그의 삭제 시도는 계속되었다.

그가 자격상실과 자격정지의 문제 에 하여 발언한 목은 (1) 자격정지의 

형이 각칙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국기모독죄의 심의 부분,33) (2) 자격정지를 선

택형으로 규정한 공무원 범죄의 심의 부분,34) 그리고 (3) 각칙 심의가 종료한 후

의 보충심의 부분35) 등 여러 곳에 걸치고 있다. 그 결과 자격상실과 자격정지에 

한 변진갑 의원의 발언은 형법  심의와 련한 국회 속기록에서 상당한 분량

을 차지하기에 이른다.

자격상실과 자격정지에 한 총칙조문이 통과된 후 변진갑 의원은 그 다음 회

의에 출석하여 강력한 항의를 제기하 다.36) 그는 자신이 법제사법 원회와 이 

문제로 상의하 으며 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출

석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총칙조문을 통과시켜 버렸다는 에 하여 단한 유

감을 표시하 다. 이어서 그는 형법각칙의 특별구성요건에서 자격정지를 면 삭

제하려고 시도하 다. 자격상실은 형법각칙에서 법정형으로 규정된 곳이 없으므

로 자격정지의 면 삭제를 목표로 삼은 것이다. 

자격정지에 한 입법  찬반 논쟁은 형법각칙에서 자격정지가 법정형으로 처

음 등장하는 국기모독죄의 심의과정에서 본격 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동일한 논

제에 하여 수차례에 걸쳐 논쟁이 있었으나 상당 부분 복되므로 국기모독죄

의 심의상황을 심으로 찬반론의 논거를 소개한다. 

33) 한국형사정책연구원(신동운 편), 형사법령제정자료집 (1), 형법(1990), 281면 이하 참조.
34) 한국형사정책연구원(신동운 편), 형사법령제정자료집 (1), 형법(1990), 326면 이하 참조.
35) 한국형사정책연구원(신동운 편), 형사법령제정자료집 (1), 형법(1990), 534면 이하 참조.
36) 한국형사정책연구원(신동운 편), 형사법령제정자료집 (1), 형법(1990), 259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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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격상실․자격정지 폐지론의 논거

변진갑 의원은 자격상실과 자격정지 도입의 문제 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

하 다. 발언의 내용은 방 하지만 발언의 순서와 계없이 논거별로 요약하면 

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 , 그는 이미 각종 법률에서 범법자에게 

자격제한을 가하고 있는데 굳이 형법에서 자격정지라는 형벌을 따로 둘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 다. 

“( 략) 자격정지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모든 우리 공무원법이나 선거법이나 

그 외에 국민의료법, 병역법, 각[종]의 모든 법률에 가서 그 자격에 해서 법으

로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선거법에도 볼 것 같으면 몇 해 이상 징

역을 산 사람은 자격이 없다, 몇 해 경과하지 않으면 자격이 없다, 공무원법에도 

보면 고 이상 형을 받은 사람이 3년 이상을 경과하지 않으면 다시 임명할 수 

없다, 국민의료법에도 볼 것 같으면 무엇이라고 했는고 하니 의료에 계된 법

령에 의해서 처벌을 받은 사람은 보건부장 은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그 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각기 제 필요에 따라서 제한을 맺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 

형법에서 그것을 규정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입니다.]”37)

두 번째로, 그는 자격상실과 자격정지가 과연 형벌로서 하력이 있는가 하는 

을 지 하 다. 

“만일 [자격정지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형을 받는 자가, 우리 국민

이, 형[벌]로서 고통을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 내 마음으로 단하기 어렵습니다

마는, 지  보통 일반인에게 1년이[나] 2년 징역을 살겠느냐 10년, 20년 자격정

지를 받겠느냐 하면 구나 다 10년도 좋고 20년[이라]도 자격정지를 원할 것

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  형편으로 서 아무 상 이 없더란 말이에요. 그

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체형 이외에는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109조 한

민국을 모욕한 이런 죄인을 자격정지에다가 처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해

서 이것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자격정지[의] 형[벌]로서[의] 가치라든지 이런 것이, 앞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마는, 우선 구나 생각하기를 우리 민도를  가지고는 자격정지라고 

하는 것이 형[벌]로서 가치가 박약하다는 이것만은 수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

다. 미국이라든지 훨씬 명 를 자기 생명으로 알고 하는 나라는 다시 말할 필

37) 한국형사정책연구원(신동운 편), 형사법령제정자료집 (1), 형법(1990), 281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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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없습니다마는 우리보다 좀 7, 80년 앞서간다고 하는 나라도 자격정지라는 

이런 형벌이 없습니다.”38)

세 번째로, 그는 각종 공무원 범죄의 경우에 자격정지가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규정 때문에 사법부에 부당한 향력이 행사되어 공무원 범죄에 한 

엄단이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을 지 하 다. 그리하여 그는 자격정지

를 아  삭제하거나 아니면 징역이나 고에 병과하는 형벌로서만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

“  한 가지 여기(국기모독죄; 필자 주)에는 거의 해당하지 않는 말 같습니다마

는 이 자격정지라는 형벌이 어디에서 규정이 되었느냐 하면 부분이 공무원[범

죄]에 가서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가지고 인권

을 유린하 거나 할 때에 체로 자격정지의 형벌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가

지고 있습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133조 

이하 공무원의 직무에 한 죄에 볼 것 같으면,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할 때 직

권을 남용해 가지고 인권을 유린한 자에 해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유사한 조항이 많이 

있습니다. 7년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이것은 이야기가 안 돼요. 

만일 이 다고 하면 재 소의 사가 자기 마음 로 이것을 결[로] 언도하

지 못할 일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 상으로 

서 사법권이 독립하고 있다고 하지만, 완 히 재 이 자기 독자의 입장에

서 결을 내릴 수 없는 입장에 있어서 선택형으로 7년 이[하] 징역을 선고할 

것을 자기 마음 로 선고하지 못하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선고하지 않는다

고 가 보증하겠습니까? 외국의 향 등으로 작년 정치 동39)에 있어서 많이 

겪은 것입니다. 이 게 재 이 자기 마음 로 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사법권의 독립을; 필자가 임의로 보충함] 태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

미에서 일반 으로 반 하는 것입니다.”40)

(3) 자격상실․자격정지 찬성론의 논거

이러한 변진갑 의원의 주장에 하여 정부원안과 법사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38) 한국형사정책연구원(신동운 편), 형사법령제정자료집 (1), 형법(1990), 282면.
39) 1952년의 부산 정치파동을 가리킴. 이 사건을 기점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내용으로 하

는 발췌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이승만 대통령은 재집권에 성공하였다.
40) 한국형사정책연구원(신동운 편), 형사법령제정자료집 (1), 형법(1990), 2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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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하 던 엄상섭 의원은 반론을 개하 다. 먼  다른 법령의 자격제한과 

련하여 엄상섭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 다.

“간단하게 거기에 해서 견해를 말 드리겠습니다. 자격정지라는 것이 형으로

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총칙을 통과시킬 때에 간단히 말 드렸습

니다. 이것에 새로운 입법취지로서 자격정지를 형의 일종으로 하자 이 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형법이 통과되기 에 행 형법(의용형법을 가리킴; 필

자 주)을 심으로 할 때에 여러 가지 단행법에 자격정지와 유사한 조문이 많

이 들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총칙 설명 때에 말 드린 바와 같이 새 형법을 

낼 것을 제로 해서 만들었고 그러한 조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41)

두 번째로, 엄상섭은 자격정지의 형벌로서의 하력에 하여 다음과 같이 반

론하 다.

“그리고 자격정지가 주로 공무원에 한 범죄에 많이 나와 있는 것은 이 공무

원이 [범하고] 있을 만한 범죄는 공무원에 취임하는 자격을 박탈함으로써 많은 

방이 되는 것입니다.  자격정지[에] 통양(痛痒)42)을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 

하는 이 문제는 그 상자에 따라서 틀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평생 아무 것

도 해 볼 생각이 없는 사람은 자격정지를 받아야 아무런 통양을 안 받지만 한

번 나가서 국회의원이라도 한번 해 볼 사람은 자격정지가 통양입니다. 이 사람

에 해서는 벌 , 징역에 처하는 것이 낫지 자격정지 정도로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할 때에는 벌  혹은 징역으로 한다든지 … 자격정지가 주로 선택형이고 

때로는 병과형으로 되고 있습니다.43)

세 번째로, 자격정지와 사법권의 독립과의 계에 하여 엄상섭은 다음과 같

이 반론하 다.

“그 다음에 [형을] 선택하는 자체의 문제인데 선택을 하는 재 이 자의로 형

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이러한 폐단이 하나 있고,  다음에 지  변진갑 의원

께서 지 한 바와 같이 사법권이 외부세력의 을 받고 있을 때에 재 이 

41) 한국형사정책연구원(신동운 편), 형사법령제정자료집 (1), 형법(1990), 284면 이하.
42) 아픔과 가려움.
43) 한국형사정책연구원(신동운 편), 형사법령제정자료집 (1), 형법(1990), 2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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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양심 로 재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 두 가지 이 있는데 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재 에 하여 그 정도의 죄를 가지고 그 게 무거운 형

을 언도하 는가 하는 이러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때에 재 은 ‘나는 

경한 형을 언도하고 싶지만 법률조문에 그런 것이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와 반 로 그만한 무거운 죄를 재 이 그 로 둘 수가 있느냐, 석불

(重石弗)44)을 먹은 놈을 부 내놓아  수가 있느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 으로서는 ‘ 행 법률조문을 보십시오. 처벌할 도리가 없습

니다.’ 그 게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률을 무 획일 으로 하면 

단히 명확은 하지만 우리 국민감정이나 상식에 반되는 경우도 있고,  무

나 융통성을 두면 아까 지 한 바와 같이 두 가지의 결 이 따르는 것입니다. 

이 간을 취해 가지고 각 법률조문에는 이 정도로 하고 선택형으로 두더라도 

과히 폐단은 없을 것이다 하고 내놓은 그것[에 해] 무 폐단이 있을 것 같

다, 없을 것 같다 하는 것은 결국 [결]정 인 것이 못되고 한 견해의 차가 아닐

까 이 게 생각됩니다.”45)

마. 자격상실․자격정지에 한 국회의 심의경과

에서 본 바와 같이 국기모독죄와 련한 자격정지의 유지 여부를 놓고 논쟁

이 치열하 다. 자격정지 삭제에 한 국회 본회의의 표결 결과 변진갑 의원의 

삭제수정안은 채택되지 아니하고 정부원안  법사 수정안이 통과되었다. 총칙

조문과 국기모독죄 조문의 표결에서 실패한 변진갑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정지의 삭제에 한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그는 공무원의 범죄와 련하여 

자격정지형을 면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출하 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법사 원장을 리한 엄상섭 의원은 여러 개의 조문

들을 개별 으로 검토할 것이 아니라 자격정지에 련된 수정안 조문들을 일  

심의하자는 제안을 하 고, 이 제안이 채택되어 일 심의 방식으로 심리가 진행

되었다.46) 이 과정에서 다시 한번 자격정지 형에 한 상세한 토론이 진행되었

다. 그러나 그 내용은 의 국기모독죄의 심의에서 개되었던 것과 동소이하

44) 자유당 정권이 중석을 수출하여 받은 정부 보유 달러화를 민간에 불하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축적한 사건. 자세한 내용은, 부산일보사, 비화 임시수도 천

일, (하), (1984), 279면 이하 참조.
45) 한국형사정책연구원(신동운 편), 형사법령제정자료집 (1), 형법(1990), 285면 이하.
46) 한국형사정책연구원(신동운 편), 형사법령제정자료집 (1), 형법(1990), 326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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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소개는 생략한다. 심의 결과는 역시 변진갑 삭제수정안의 패배 다.

그런데 변진갑 의원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다. 변진갑 의원

의 강력한 항의와 삭제수정안 때문이었던지 법제사법 원회는 공무원범죄와 

련한 심의 도 에 일부 수정안을 본회의에 직  제출하 다.47) 그 내용은 자격정

지가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던 각칙의 여러 조문에 해 이를 필요  병과형으

로 수정하는 것이었다.48) 법제사법 원회가 제출한 이 수정안은 별다른 이의 없

이 국회 심의를 통과하 다.

법사 수정안의 통과에 해 변진갑 의원은 이의를 제기하 다. 공무원범죄와 

련하여 자격정지를 선택형으로 유지한다는 본회의 의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사 가 번안동의 없이 필요  병과형으로 수정안을 제출하여 의결까지 얻어낸 

것은 의사진행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49) 이에 

해 국회의장 리 조 암 의원은 자격정지 반에 한 결의가 아니라 개별 조문에 

한 결의이므로 별 문제가 없다고 정리하여 논란은 일단락되었다.50) 

5. 자격상실․자격정지의 운용 황

가. 문제의 제기

이상과 같은 일련의 우여곡 을 거친 끝에 한국 형법에는 자격상실과 자격정지

가 형벌의 일종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단순히 형벌의 부수효과로서가 아니라 주형

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이 은 계수사  에서 우리 형법에 향을 미치고 

있는 독일 형법이나 일본 형법에서 찾아볼 수 없는 우리 형법만의 특색이다.

그런데 엄 히 말하자면 자격상실과 자격정지 가운데 자격상실은 주형이라고 

말하기 곤란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형벌론에 한 총칙조문은 자격상실

의 독자성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그뿐만 아니라 형법각칙의 개별구성요건에서 

47) 한국형사정책연구원(신동운 편), 형사법령제정자료집 (1), 형법(1990), 341면 이하 참조.
48) 이 과정에서 필요적 병과형으로 바뀐 죄는 직권남용죄(현행형법 제123조), 불법체포ㆍ

불법감금죄(현행형법 제124조), 폭행ㆍ가혹행위죄(현행형법 제125조)이다. 같은 법사위
수정안으로 신설된 선거방해죄(현행형법 제128조)도 자격정지의 필요적 병과를 규정
하였다. 

49) 한국형사정책연구원(신동운 편), 형사법령제정자료집 (1), 형법(1990), 357면 이하 참조.
50) 한국형사정책연구원(신동운 편), 형사법령제정자료집 (1), 형법(1990), 361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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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입법자가 자격상실을 독자 인 법정형으로 규정한 조문이 없다. 결국 자격

상실은 사형, 무기징역 는 무기 고에 자동 으로 따라붙는 형벌로 규정되었고 

사형, 무기징역 는 무기 고의 부수효과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한국 형법 제41조는 자격상실을 주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정이 이 다고 할 때 주형으로서 실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은 자격정지뿐

이다. 자격정지는 다시 두 가지 경우로 나 어진다. 하나는 자격정지가 형법각칙

의 법정형에 독자 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이다. 

특별구성요건의 차원에서 자격정지가 규정된 경우는 다시 (1) 순수한 선택형, 

(2) 임의  병과형, (3) 필요  병과형의 세 가지 형태로 나 어 볼 수 있다. 이

처럼 자격정지가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법 은 자격정지를 선고하게 

된다. 자격정지를 선고하는 경우에 법 은 자격상실과 련한 네 가지 자격 부

를 정지하거나 는 그 의 일부만을 정지할 수 있다(형법 제44조 제1항 참조). 

자격정지의 범 에 하여 법 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 것이다. 

자격정지가 부과되는  다른 형태는 자동부과의 경우이다. 유기징역이나 유기

고가 선고되면 자격정지가 자동 으로 부과된다(형법 제43조 제2항). 이 경우

에는 법 의 선고를 기다리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의 자격정지는 독자 인 형

이 아니라 사실상 유기징역이나 유기 고에 따르는 부수효과에 지나지 않는다. 

제한되는 자격은 자격상실에 따르는 네 가지 자격제한 가운데 법인의 업무와 

련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를 부 포함한다.

이제 이와 같은 법리  분석을 염두에 두면서 자격정지가 우리나라 형사실무

에서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나. 통계 황

최근 법무부에서는 형법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03년 말에 출범한 사법

개 원회는 형벌체계의 합리  재정립을 건의사항으로 채택하 다.51) 사법개

원회의 건의에 따라 법무부는 형법  형벌론 부분에 한 개정작업에 임하고 

있는데, 그 의제 가운데 하나가 명 형제도의 개선이다. 즉 자격상실과 자격정지

를 독립된 형벌로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형법개정의 논의사항으

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51) 사법개혁위원회,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개 (2005), 209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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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서 형법개정과 련한 논의를 담당하고 있는 원회는 형사법개정특

별심의 원회이다. 자격상실  자격정지와 련한 실무의 운용 황에 해 법무

부 당국자는 형사법개정특 에 통계자료를 제출하 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자격

형과 련한 운용 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자격상실은 한 건도 선고되지 않았다. 그것은 당연하다. 

각종 형벌법규에서 자격상실을 독자 인 형벌로 규정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선

고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 한편 자격정지의 선고는 연간 약 100건 미만 정도

에 이른다고 한다.

자격상실, 자격정지 선고 황52)

(단  : 명)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자격상실 0 0 0 0
자격정지 78 136 121 86

죄명별로 보면 자격정지의 선고는 국가보안법 반, 통신비 보호법 반, 뇌물

수수죄에 집 되고 있다. 구체 인 내용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자격정지 죄명별 선고 황53)

(단  : 명)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국가보안법 57 93 53 36
통신비 보호법 반 9 24 29

뇌물수수 9 12 10 7
폭력행 등처벌에 한법률 1 5 4

독직폭행․가혹행 3 4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4 2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2
기타 12 14 25 3
합계 78 136 121 86

52) 법무부의 내부자료임.
53) 법무부의 내부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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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제시한 통계만으로는 선고된 자격정지가 법정형에 선택형으로 규정

된 것인지 병과형으로 규정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간 으로 몇 가지 

사항은 확인할 수 있다. 우선, 통신비 보호법 제16조는 벌칙을 규정하면서 ‘10

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필요  병

과형을 택한 것이다. 다음으로 국가보안법 제14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보법 

제14조는 “이 법의 죄에 하여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 이하

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  선택  병과형이다.54) 

이상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병과형을 규정한 이 두 가지 범죄유형이 자격정지

가 선고된 체 사건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에서 나

머지 범죄의 경우에도 자격정지가 부분 병과형으로 선고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 가능하다. 이와 련하여 공직선거법이 주목된다. 공직선거법 제237조는 

선거의 자유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2항은 검사 는 경찰공무원이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 한 필요  병과형이라는 에서 주목된다. 2003

년에 기타 범죄의 항목에 자격정지가 증하 던 것은 2002년 12월의 통령선

거와 련하여 공직선거법이 다수 용된 결과가 아니었을까 하고 추측해 볼 수 

있으나 의 통계수치만으로 확실한 내용은 알 수가 없다.

6. 형법의 개정방향

가. 주형에서 부수  효과로의 락

지 까지 자격상실  자격정지 형의 도입경 와 용실태를 살펴보았다. 그런

데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입법자나 형사실무가들 사이에 자격상실이나 

자격정지가 본격 인 주형으로 념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우선 자격상실은 형법각칙에서 독자 인 법정형으로 규정된 경우가 하나도 없

다. 자격상실은 형법총칙에서 사형, 무기징역 는 무기 고의 부수  효과로 규

정되어 있을 뿐이다.55) 물론 주형으로서의 자격상실이 법률에 의하여 자동 으로 

54) 이 점에서 “명예형 제도는 범죄인에 대한 적대적인 차별화 사상을 깔고 [있다]”고 지
적한 서보학 교수의 분석이 주목된다. 서보학, “명예형의 제문제”, 형사법연구, 제22
권(2004 겨울), 43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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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되는 것이라는 이론구성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형식논리일 뿐이다. 

실질에 있어서는 사형, 무기징역 는 무기 고에 자동 으로 부수하는 법  효

과라는 을 부인할 수 없다.56)

자동 으로 부과되는 자격정지도 유기징역이나 유기 고의 부수효과로 념되

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이 경우 자격정지는 자격상실에 비하여 법인의 역

에서 자격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 그 지만 유기징역이나 유기 고가 

선고될 때 법률에 의하여 자동 으로 자격정지 형이 선고되는 것처럼 념되고 

있는 것은 자격상실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

자격상실과 자격정지를 이와 같이 사형, 징역 는 고의 부수  효과라고 본

다면 이러한 형벌을 굳이 주형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변진갑 의원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히 지 한 것처럼 련 법률에 의하여 형

의 선고에 따른 자격제한이 충분히 가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 부분에 

한 엄상섭 의원의 반론에 따르면 자격정지가 형벌로 규정됨과 동시에 다른 법령

의 자격제한에 한 규정들이 정비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자격제한과 련한 

법령정비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 계 법령의 방 함에 비추어 

볼 때 법령정비를 기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된다.

나. 독자  자격정지의 사문화

통계에 의하면 자격정지가 형벌로서 실질 으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자격정지

가 다른 형벌과 함께 병과되는 경우이다. 앞의 통계분석에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자격정지가 독자 으로 선고되는 경우는 실무상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애당  자격상실이나 자격정지는 굳이 신체구 을 가하지 않고도 그와 

등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경우를 비하여 마련된 형벌이다. 그런데 자격상실

이나 자격정지가 독자 으로 선고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재 자격정지는 유기징역이나 유기 고에 병과하여 가하는 형벌로 변질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의 병과는 유기징역이나 유기 고에 자동 으로 수반되는 

자격제한을 시간 으로 다소 연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원래 우리 입법자가 

의도하 던 자격정지 형의 독자  기능은 사실상 무력화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55) 1992년의 형법개정안도 자격상실을 형의 종류에서 제외하고 있다. 법무부, 형법개정

법률안 제안이유서(1992. 10), 48면 이하 참조.
56) 같은 취지로, 김대휘, “형벌제도의 개선방향”, 사법행정, 1992. 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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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실무상 자격정지가 의미를 가지는 경우는 자격정지가 법정형에 병과형으로 규

정되어 있는 경우이다. 이때에는 유기징역이나 유기 고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

이 면제된 후에 자격정지에 기한 자격의 제한이 발생한다(형법 제44조 제2항).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부분은 형을 선고받았다는 기존의 사실, 즉 과에 

기 하여 각종 법령에서 자격제한이 가해지고 있다. 이 에서 볼 때 자격정지의 

병과는 무의미한 자격제한의 복을 야기하게 된다.

다. 독자 인 자격정지 선고의 기피

애당  자격상실이나 자격정지는 징역이나 고에 신하기 한 장치로 모색

된 것이다. 이러한 구상을 실 하려면 자격상실이나 자격정지를 선택형으로 규정

하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 형법 의 입법자는 이러한 에 입각하여 여러 곳에

서 자격정지를 선택형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통계가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형사실무에서 자격정지만을 주형으로 

선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 구체 인 이유는 알 수 없으나 1953년 형법안 

심의과정에서 변진갑 의원이 제시한바, “실질  해악이 없어 형벌로서의 하력

이 없다고 보고 법 들은 자격정지의 선고를 기피할 것이다. 아니면 사법불신을 

래할 수도 있다는 염려 때문에 법 들은 자격정지의 활용에 소극 인 태도를 

보일 것이다.”라는 요지의 분석이 상기된다. 이러한 사태를 우려하여 자격상실과 

자격정지의 삭제를 주장하 던 그의 분석과 망이 지 의 형사실무에 그 로 

구체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라. 자격정지의 집행 문제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제 자격정지는 주형으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상실해 

가고 있다. 자격상실이 형법제정 당시부터 주형의 지 를 잃었다는 은 이미 언

하 다. 자격정지가 주형으로서의 지 를 받는 상은 형법총칙의 련조

문 자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형을 선고하면 그 형에 한 집행과 감독이 있

어야 한다. 국가기 이 형을 집행하지 않고 그 로 놓아두면 형의 시효에 걸려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자격정지의 경우에 그 집행방법과 형의 시효

는 어떠한가? 

형법 제78조는 형의 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5년 이상의 자격정지가 선고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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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시효가 5년이며 5년 미만의 자격정지가 선고된 경우는 시효가 3년이다. 그

런데 징역이나 고의 경우와 달리 자격정지에는 시효 진행을 정지시키거나 

단시키는 데에 해서 아무런 규정이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10년의 자격정지 형이 선고된 수형자를 생각해 보자. 법원은 

10년의 자격정지를 선고하 고 그 형은 확정되었다. 이제 형집행을 해야 한다. 

그런데 형집행기 은 자격정지에 해 아무런 집행을 하지 않는다. 한 집행할 

필요도 없다. 자격정지는 구체 으로 특정한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

을 취득할 수 있는 장래의 가능성만을 제한하는 것이다. 그래서 집행에 나설 필

요가 없다. 이와 같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사이에 5년의 기간이 지

나간다. 그러면 이제 자격정지의 형은 시효가 완성된다. 10년의 자격정지를 선고

받은 수형자는 5년만 지나면 그 집행을 면제받게 된다.57) 참으로 기묘한 형벌 

체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58)

마. 자격제한과 명확성의 원칙

자격상실과 자격정지는 명확성의 원칙과 련해서도 많은 문제 을 낳고 있다. 

앞에서도 언 한 바와 같이 자격상실의 상이 되는 자격은 (1) 공무원이 되는 

자격, (2)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한 자격, (4) 법인의 이사, 감사 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한 검사역

이나 재산 리인이 되는 자격이다. 자격정지의 경우에는 이 네 가지 자격의 부 

는 일부에 해 제한이 가해진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운데 (3)의 자격과 련하여 발생한다. (3)의 경우 제한되

는 자격은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한 자격’이다. 그 범 를 설

정하는 표지 가운데 ‘법률로 요건을 정한다’는 부분은 비교  명확하다. 성문법

률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공법상의 업무’라는 

부분이다.59) ‘공법상의 업무’ 가운데 공무원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역은 (1)의 

57) 이러한 문제점은 이미 일본 개정형법가안의 심의 당시부터 지적되었다. 法務大臣官房
調査課, 法務資料, 別冊 第23號, 刑法 びに監獄法改正調査委員 議事速記 (1957), 94
면 이하 참조.

58) 비슷한 취지로, 박재윤, “우리나라 형사제재제도의 개선방안”, 국민대학교 법학논총, 
제5권(1992. 12.), 47면 참조.

59) 자격제한을 형벌의 부수효과로 규정하고 있는 독일 형법 제45조는 공직(öffentliche 
Ämter)이라는 표지를 사용하고 있다. 이 표지는 직무수행과 관련한 직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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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제한에 포섭된다. (3)의 자격제한은 그 나머지 역을 상으로 한다. 

 법학에서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는 것처럼 어려운 문제는 없다. 공법과 사

법이 혼효되어 새로운 법 역을 열어가고 있는  법질서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자격상실이나 자격정지의 상이 되는 자격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알 수가 없

다. 하나의 사례를 들어본다. 우리 형법은 의사 등의 낙태행 를 근 하기 하

여 자격정지를 필요 으로 병과하고 있다(형법 제270조 제4항). 일견 낙태행 를 

자행하는 의사에게 의사 자격을 정지하려는 것이 입법취지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의사의 자격을 가리켜서 과연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한 자격’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공법상의 업무’를 제한의 표지로 삼고 있는 형법 제

43조 제1항 제3호의 자격제한은 형벌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흠을 안고 있다고 

생각된다.

바. 자격상실과 자격정지의 폐지 필요성

그러면 이와 같이 이례 이고 문제 이 많은 자격상실과 자격정지를 우리 형

법이 형벌의 일종으로 계속 유지해야 할 것인가? 애당  자격상실과 자격정지는 

외국의 입법례나 형사실무에서 검증되거나 효용성을 인정받은 형벌형식이 아니

었다. 동양  계 사회의 잔재를 남기고 있던 1920, 30년 의 일본 사회를 배경

으로 시도된 입법  실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 입법자는 이와 같이 이례 인 형태의 형벌을 깊은 이론  검토 

없이 수용하 다. 형법 의 조속한 완성이라는 목표 아래 자격상실과 자격정지를 

무비 으로 도입한 것이다. 그 결과 다른 나라 형법에서 찾아볼 수 없는 진기

한 형태의 명 형이 우리 형법 을 장식하게 되었다. 이 게 도입된 자격상실과 

자격정지는 실무상 거의 무의미한 형벌로 락하여 형법의 권 를 실추시키는 

요인의 하나가 되었다.

형법개정은 과거를 반성하여 보다 나은 형법 으로 거듭나는 작업이어야 한다. 

지 까지 별다른 의식 없이 스쳐오던 문제 을 뚜렷이 직시하여 개정작업에 반

하여야 한다. 형법총칙에 주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자격상실은 형법각칙에서 

 사용되고 있지 않다. 형법각칙에서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자격정지 한 

실무상 거의 선고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 형법의 ‘공법상의 업무’라는 표지에 비하여 훨씬 더 그 범위가 명확하다. 
자세한 내용은, Schönke-Schröder-Stree, StGB, 26. Auflage(2001), § 45 Rn.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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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자격정지는 형법각칙에서 병과형으로 규정되어 있을 때 활용될 뿐이다. 

그러나 각종 법령에서 과자에 한 자격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실에서 자격

정지의 병과는 옥상옥(屋上屋)일 뿐이다. 자격정지의 병과는 징역이나 고에 아

무런 실질  하력을 가지지 못한 자격제한을 덧붙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

러한 방식으로 국가의 권 를 내세우려는 구태는 청산되어야 한다.

막연하게 ‘공법상 업무’라는 표 으로 한계가 제시되는 자격형은 험하다. 범

죄인에게 부과되는 자격제한은 개별 법률의 입법목 에 맞추어 합리 으로 취사

선택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자격상실과 자격정지의 바닥에 깔려 있는 일본식 

사고방식은 극히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상당한 지 , 신분 있는 자에 하

여 도의  견지에서 감옥에 구 하여 행형에 다액의 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장 ”을 면에 내세운 1920, 30년 의 일본식 명 형을 21세기의 한국 

사회는 도 히 수용할 수 없다. 

이제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자격정지와 자격상실은 한국 형법 의 형벌목록에

서 삭제되어야 한다. 50여년  변진갑 의원이 우리 사회의 실에 바탕을 두고 

개한 날카로운 분석에 오늘의 우리는 겸허히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와 동시에 

지  진행되고 있는 행법개정작업에 비  시선을 보내게 될 우리의 다음 세

를 의식하여야 한다. 형법개정은 역사  소명의식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하는 작

업이기 때문이다.

주제어: 자격상실, 자격정지, 명 형, 형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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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Über die Reform der Ehrenstrafe im kStGB.

 Dong Woon Shin
*

Das Thema der Tagung lautet der Zusammenhang zwischen dem Wandel der 

Gesellschaft und dem des Rechts. Im folgenden Vortrag geht es insbesondere darum, 

festzustellen, wie der gesellschaftliche Wandel das Strafrecht beeinflusst, oder 

umgekehrt, inwieweit die Veränderung der Gesellschaft aus der Wandlung des 

Strafrechts resultiert. Die Umstände, die unter dem Begriff des Wandels der 

Gesellschaft gebracht werden können, ist aber sehr umfangreich, so dass es kaum 

möglich ist, sie in allen Hinsichten zu betrachten. Das gilt auch für das Strafrecht, da der 

Begriff des Strafrechts sich hier nicht auf das Strafgesetz im engeren Sinne beschränkt, 

sondern alle Gesetze, die dem strafrechtlichen Zweck dienen, umfasst. Ich werde daher 

die Wechselwirkung zwischen der Gesellschaft und dem Strafrecht aus einem 

bestimmten Blickwinkel betrachten, nämlich wie der Zustand der Gesellschaft im 

Hinblick auf den Entzug bzw. die Einstellung von Rechtsfähigkeit ausgewirkt hat bzw. 

auswirken soll. 
Das geltende koreanische Strafgesetz (kStGB) ist 1953 in Kraft getreten. Bei der 

Gesetzgebung des kStGB hat vor allem der vorläufige Entwurf des japanischen 

Strafgesetzes (jStGB) 1940 eine wesentliche Rolle gespielt. Unter Berücksichtigung des 

deutschen Reichsstrafrechts und des Reformentwurfs 1930 wurde er dem damaligen 

Zustand der koreanischen Gesellschaft entsprechend abgeändert ins kStGB 

aufgenommen. Was in unserem Zusammenhang wichtig ist, ist die Tatsache, dass die im 

vorläufigen Entwurf des jStGB vorgesehenen Formen der Ehrenstrafen, nämlich der 

Entzug bzw. die Einstellung von Rechtsfähigkeit jeweils als eine Strafe ins kStGB 

übernommen wurden. Mit anderen Worten: Sie wurden im kStGB den Hauptstrafen und 

nicht den Nebenfolgen zugerechnet.

Bei der Gesetzgebung des kStGB wurde selbstverständlich zunächst kritisch geprüft, 

welche Bedeutung dem Entzug von Rechtsfähigkeit und deren Einstellung zugemessen 

werden sollte. In Japan wurden sie als eine besondere Strafe für diejenigen konzipi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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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einen sehr hohen Status in der Gesellschaft genießen wie etwa Regierungsbeamte 

oder Politiker. Sie haben aber in Korea den Charakter der Begünstigung für einen 

bestimmten Personenkreis verloren und eine andere Bedeutung erhalten. 

Bei der parlamentarischen Überprüfung wurde jedoch der Entwurf des kStGB aus 

verschiedenen Hinsichten kritisiert. Erstens wurde darauf hingewiesen, dass es nicht 

nötig sei, den Entzug bzw. die Einstellung von Rechtsfähigkeit als eine Art Strafe ins 

kStGB aufzunehmen, da diese Möglichkeiten bereits in vielen verschiedenen 

Einzelgesetzen vorgesehen seien. Außerdem wurde behauptet, dass sie für den 

Normadressaten keine Bedrohung darstelle, daher keine präventive Wirkung entfalten 

könne, welche bei der Bestrafung von entscheidender Bedeutung ist. In Bezug auf die 

Unabhängigkeit des Gerichts wurde noch ein anderer Einwand erhoben. Da in 

Amtdelikten der Einstellung von Rechtsfähigkeit als eine Hauptstrafe vorgesehen sei, 

bestehe die Gefahr, dass er politisch missbraucht werde. Es sei also nicht 

auszuschließen, dass auf das Gericht Druck ausgeübt werde, um die Freiheitsstrafen zu 

vermeiden. Dies werde zur Gefährdung der Unabhängigkeit des Gerichts führen.

Es ist den Kritikern zwar nicht gelungen, ihre Meinungen bei der Gesetzgebung 

durchsetzen zu lassen. Ihr Versuch war aber nicht erfolglos. In einigen Amtsdelikten 

wurden der Entzug bzw. die Einstellung von Rechtsfähigkeit eigentlich jeweils als eine 

Hauptstrafe, also eine Alternative gegebüber anderen Strafen, genannt. Der 

parlamentarische Sonderausschuss für die Gesetzgebung hat nun beschlossen, die 

Tatbestände dieser Amtsdelikte derart abzuändern, dass die Einstellung von 

Rechtsfähigkeit stets, und zwar mit einer anderen Hauptstrafe parallel verhängt wird. 

Die Einstellung von Rechtsfähigkeit wurde also, wenigstens im Hinblick auf diese 

Delikte, praktisch als eine verlängerte Nebenfolge behandelt. Im Allgemeinen sieht aber 

das kStGB den Entzug von Rechtsfähigkeit sowie deren Einstellung jeweils als eine 

Hauptstrafe vor, weil §41 kStGB beide ausdrücklich den Hauptstrafen zugeordnet hat. 

In diesem Sinne kann man daher sagen, dass sich das kStGB verglichen mit 

Strafgesetzen in anderen Ländern dadurch auszeichnet, dass dabei der Entzug von 

Rechtsfähigkeit und deren Einstellung jeweils als eine selbstständig zu verhängende 

Hauptstrafe anerkannt werden. Wenn man aber einzelne Deliktstatbestände näher 

betrachtet, wird man bezweifeln, ob der Entzug von Rechtsfähigkeit den Hauptstraf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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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gerechnet werden kann. Denn es gibt tatsächlich keinen Tatbestand, in dem er als eine 

selbstständige Hauptstrafe vorgesehen ist. Wenn der Angeklagte zur Todesstrafe oder 

lebenslange Freiheitsstrafe verurteilt wird, muss damit ein Entzug von Rechtsfähigkeit 

zwingend verbunden werden. Dabei wird dem Gericht kein Ermessungsspielraum 

eingeräumt. Der Entzug von Rechtsfähigkeit wurde also bei der Gesetzgebung 

eigentlich als eine Hauptstrafe konzipiert, übernimmt aber tatsächlich die Funktion der 

Nebenfolgen. 

Die Einstellung von Rechtsfähigkeit wird ebenfalls in der Praxis kaum allein 

eingesetzt. In meisten Fällen wird sie stets in Verbindung mit einer anderen 

Freiheitsstrafe verhängt. Diese Sanktionspraxis widerspricht offenbar dem Konzept des 

Gesetzgebers. Der sinnvolle Einsatz der Einstellung von Rechtsfähigkeit findet sich 

daher nur dort, wo sie mit einer anderen Freiheitsstrafe nebeneinander verhängt wird. 

§41 kStGB ist jedoch auch in diesem Fall von sehr begrenzter Bedeutung, da die 

Einstellung von Rechtfähigkeit dabei meistens aufgrund anderen Einzelgesetzen 

verhängt wird. 

In Bezug auf das Gebot der Bestimmtheit strafrechtlicher Tatbestände ergeben sich 

noch weitere Probleme. Nach §43 kStGB kann das Gericht dem Verurteilten u. U. die 

Fähigkeit, öffentliche Ämter zu bekleiden, das aktive sowie das passive Wahlrecht im 

öffentlichen Recht oder die Rechtsstellung für öffentlich-rechtliche Angelegenheiten, 

deren Voraussetzungen rechtlich geregelt wird, aberkennen. Dabei scheint es mir, dass 

bei der Auslegung des Tatbestandsmerkmals “öffentlich” Probleme hervorgerufen 

werden könnten. Denn die Grenze zwischen dem öffentlichen Recht und dem 

Privatrecht wird heute immer flüssiger. Es kommt sogar nicht selten vor, dass sich 

Bereiche, die früher ausschließlich durch das öffentliche Recht bzw. das Privatrecht 

geregelt wurden, zusammenschließen. 

Der dem vorläufigen Entwurf des jStGB zugrunde liegende Gedanke, dass der Entzug 

und die Einstellung von Rechtsfähigkeit als eine Alternative gegenüber den 

traditionellen Arten der Freiheitsstrafe für einen bestimmten Personenkreis sinnvoll 

eingesetzt werden können, hatte von Anfang an keine Aussagekraft in Korea. Auf die 

Tatsache, dass beide in Korea tatsächlich keine präventive Wirkung entfalten können, 

wurde bereits bei der Gesetzgebung hingewie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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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 kann sagen: Dem Entzug von Rechtsfähigkeit bzw. deren Einstellung könnte 

noch eine symbolische Bedeutung zugemessen werden. Es könnte nämlich geltend 

gemacht werden, dass die staatliche Autorität durch die Verhängung solcher Strafen 

deutlicher zum Züge kommen wird. Solch ein Einwand dringt aber meiner Meinung 

nach nicht durch, soweit sie keine Wirkung als Strafe haben kann. Bei der nächsten 

Änderung des kStGB sollte man daher den Einwänden, die schon vor Jahrzehnten gegen 

den Entwurf des kStGB erhoben wurden, mehr Beachtung schenken und ernsthaft 

darüber nachdenken, ob der Entzug bzw. die Einstellung von Rechtsfähigkeit nicht aus 

den Sanktionskatalogen im kStGB ausgenommen werden sollen.

Key words: Entzug der Rechtsfähigkeit, Einstellung der Rechtsfähigkeit, Ehrenstrafe, 

Strafrechtsrefor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