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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와 같은 면지

2016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올해는 북한의 핵 문제로 인하여 남북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북한의 대남 도발
위협이 지속되는 등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40여년에 가까운 남북대화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남북관계는 대결과 화해의 기류가 교차하여 왔으며, 남북한 주민이
모두 자유와 인권을 누리는 통일을 맞이하기 위하여 그에 대비한 사전적
준비와 연구를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남북의 통일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올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으나, 남북한이 통일되면 서로 동떨어진 법과 제도의 통합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남북한이 안정적으로 평화통일에
이르기 위해서는 통일 과정에서의 정치･경제･사회 전 분야에 대한
법제도의 통합을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제처에서는 이러한 법과 제도의 통합을 위한 준비 작업으로서 노동,
행정, 교육, 환경 등 각 분야별로 연구용역을 통하여 남북법제에 관한
실용성 있는 연구를 꾸준히 추진하여 왔습니다.

또한, 남북법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인 법무부, 통일부와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타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학계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남북법제 연구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남북한 법제통합을 위한 준비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왔습니다.
특히, 1999년부터는 남북법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여 최근의 북한
법제 동향과 핵심 이슈 등을 중심으로 통일에 대비하여 실질적 논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올해 연구보고서에서는 북한의 재정법체계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기 위한 ‘북한 법령에 있어서의 국가재정운용 체계에
관한 연구’ 등 총 8편의 논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남북법제 연구보고서를 비롯한 법제처의 다양한 남북한 법제 연구가
남북한 주민 모두가 평화로운 한반도에서 자유와 인권을 누리는
통일한국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에 발간한 『2016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가 남북법제를
연구하는 관련 기관과 관계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연구보고서의 집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필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11월
법제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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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목적
2016년 2월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제재 조치의 수단으로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단행하였다. 이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본 연구논문에서는
단순한 찬성과 반대의 주장을 감정적으로 내세우기 보다는 개성공단 폐쇄 조치와 같은
남북간의 교류, 협력의 중단 조치가 통일의 과정에서 빈번히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하고 이에 대한 공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연구를 시작하였다. 먼저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국가안보 및 국민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목적으로 개성공단 폐쇄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이를 통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만일 통치행위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사법심사 가능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그 검토가 선행되어야 앞으로 정부의
남북간의 교류, 협력 중단 조치가 있을 떼 법치주의의 한계의 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또한 헌법 제 76조의 긴급재정경제명령과 남북교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 사업 취소 조치, 최근 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효력 정지 조치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법률유보의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만일 입법적인 보완점이 있다면 이를 어떻게 보완해야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그리고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서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대한 구제책을 헌법소원심판,
국가배상청구, 손실보상청구를 중심으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2. 개성공단 전면중단조치 이후의 진행 상황
개성공단 기업들이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조치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소송을 맡은 김광길 변호사는 “정부는 2･10 조치에 대해 ‘대통령의 정치적
행위’라고만 밝히고 있다”며 “법치주의 원칙상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작용은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긴급한 사태였다면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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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청와대와 통일부에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헌법을
적용한 대통령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의 행사인지 아니면 남북교류협력법을 적용한 통일부
장관의 협력사업 정지 조치인지 정보공개 청구했다. 송기호 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은
“개성공업지구법은 정부로 하여금 개성공업지구의 개발과 기업의 경영활동이 경제원리와
기업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기업활동과 재산권을 직접 제약하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2)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에 대해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공익목적으로
정해진 행정적 행위”라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정보공개 청구의 형식으로 청와대와 통일부에 개성공단 가동 중단의 법적 근거 공개를
요구한 것에 대해 이 같은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거듭된 도발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국제사회가 강력한 대북 제재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도발의 악순환을 끊고 북한 태도의 변화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입주기업의 피해는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히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결정한 법적 근거를
공개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통일부가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민변은 “통일부에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헌법상 대통령의 긴급 재정 경제 처분권의
행사인지 남북교류협력법상의 통일부 장관의 처분인지 확인할 수 있는 문서 공개를
청구했다”며 “통일부는 지난 비공개 처분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거부 사유로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변은 통일부의 비공개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상태이다.3)
민변은 또한 유엔 인권이사회(UNHRC)에 개성공단 폐쇄와 재산 동결의 법치주의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신청을 했다. 민변은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결정하고 업체들에 대해 철수 명령을 한 것은 헌법이나 남북교류협력법에 근거하지

1) 한국경제신문, 2016-05-09. 게재 기사
2) 아시아경제신문, 2016-02-11. 게재 기사
3) 서울신문, 2016-02-25. 게재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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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초법적 조치라는 입장이다. 또 북한이 우리측 기업을 추방하고 재산 동결 명령을
내린 것 역시 개성공업지구법에서 보장한 투자자 보호와 남북합의서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변은 “남･북한의 조치는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정치적 권리 국제
규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유엔인권위원회 조사관이 남･북한을 방문하고 해결 방안
보고서를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4)

Ⅱ. 개성공단 폐쇄 조치가 통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법심사 가능성 검토
1. 통치행위의 의의 및 사법심사 제외 여부
(1) 의의
통치행위란 고도의 정치성을 가진 국가기관의 행위를 말하는 행정법･헌법상 용어
이다. 통치행위는 법적 구속을 받지 않으며, 그에 대한 법적 판단이 가능함에도 불구
하고 사법적 통제에서 제외되는 행위를 말한다. 프랑스에서는 이를 통치행위(acte de
gouvernement), 독일에서는 재판에서 자유로운 고권행위(rechtswegfreie Hoheitsakte)
또는 통치행위(Regierungsakte), 미국에서는 정치문제(Political question), 영국에서는
대권행위(prerogative) 또는 국가행위(acts of state)라는 이론으로 주장되었고, 또
판례에 의하여 승인되었다. 한국에서는 실질적 법치주의가 확립되고 행정소송에서
개괄주의가 채택되고 있는 이상 통치행위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즉, 통치행위
부정설)도 있으나 아직까지는 의미가 있다는 제한적 긍정설이 다수설이다. 반면에 미국,
영국 등에서는 통치행위가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다.5)

4) 뉴스코리아, 2016-02-23. 게재 기사
5) 위키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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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치행위 긍정설의 논거6)
사법심사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는 각국의 역사적 사정이나 조건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통치행위의 개념을 긍정하고 이를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학설의 근거로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 수 있다.
① 권력분립설-3권분립의 견지에서 정치나 행정 고유의 문제에 사법권이 결정을
내리는 입장에 서서는 안 된다.
② 내재적 한계설-사법권의 기능･성격상 고도의 정치성을 띤 문제는 소송절차에
의해서 법원이 판단을 내리는 데 적합하지 않다.
③ 재량행위설-국가통치에 관한 정치문제는 종국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의 판단에
맡겨져야 할 것이므로 법원이 결정을 내릴 성질이 아니다.
④ 사법부자제설- 정치문제의 심사로 법원이 정치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사법권의
권위･독립성이 실추되기 쉽고, 법원의 위헌판단에 의해 무효가 선고된 국가행위가
사실상 이전의 상태로 회복될 수 없거나 회복된다 해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큰
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의 결정은 중대한 혼란을 가져오거나 현실의 정치상에서
무시당하게 되므로 유해할 따름이라는 점 등이다.

(3) 검토
통치행위의 이론은 역사적으로 전제군주국가에서 전제군주의 자의적인 권력행사를
합리화하기 위한 전근대적인 이론으로서 오늘날 독재정권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 통치행위는 헌법 자체가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할 수 없다는 설이 대두되고 있다. 통치행위의 범위를 확대 해석하는
것은 사법권의 약화와 법치주의의 명목화의 우려가 있으므로 헌법질서에 위반하는
일체의 국가작용은 헌법에 명문으로 배제 규정이 없는 한 사법적 심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본다. 통치행위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것은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
하여서는 아니된다.7)

6) 정연주 ,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저스티스 2006년 12월 31-32면.
7) 최돈호 대북비밀송금과 통치행위 법률신문 월요법창 2003-02-22, 제 31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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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원이 ‘고도의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판단을 내려야 할 문제를 회피한다면,
인권 및 헌법질서의 보장을 맡은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못 된다. 통치행위의 폭을 지나치게
넓혀 법치주의의 원칙까지 무의미한 것으로 만든다면 법원은 스스로 기능을 포기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통치행위의 개념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하더라도 법치주의나
헌법이 규정한 위헌심사제의 확립･유지를 위해 그 범위를 최소한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8)

2. 통치행위에 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
(1) 대법원의 입장
대법원은 입헌적 법치주의국가의 기본원칙은 어떠한 국가행위나 국가작용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그 테두리 안에서 합헌적･합법적으로 행하여질 것을 요구하며, 이러한
합헌성과 합법성의 판단은 본질적으로 사법의 권능에 속하는 것이고, 다만 국가행위
중에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것이 있고, 그러한 고도의 정치행위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법원이 정치의 합목적성이나 정당성을 도외시한 채 합법성의 심사를
감행함으로써 정책결정이 좌우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며, 법원이 정치
문제에 개입되어 그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당할 위험성도 부인할 수 없으므로,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에 대하여는 이른바 통치행위라 하여 법원 스스로 사법심사권의
행사를 억제하여 그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영역이 있으나, 이와 같이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사법심사의 자제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여야 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그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다.9) 또한 대법원은 2010년 12월 대통령 긴급조치에 대한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 ‘통치행위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8) 두산백과사전
9)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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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박은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에 대한 판결에서 ‘법치주의
원칙상 통치행위라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야 하고, 그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며 기존의
‘통치행위는 사법적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1977년도 판결을 수정했다.10)

(2) 헌법재판소의 입장
1996년 금융실명제사건11)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사명으로 하는 국가기관이므로,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해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해 기본권 침해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요구했다. 반면
대통령이 일반사병을 이라크에 파견하기로 한 결정12)에서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로서
이에 대한 사법적 심사가 자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즉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헌법재판소가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며 이에 대하여는 설혹 사법적 심사의 회피로 자의적 결정이 방치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러한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궁극적으로는 선거를
통해 국민에 의한 평가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는바,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자제론을 받아들인 첫 결정이었다.13) 이는 ‘절차적 정당성’만을 중시하여 파병
결정이 헌법적 가치질서와 배치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회피한 것으로 기존의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기도 하다.14)

10)
11)
12)
13)
14)

내일신문, 2016-02-22. 게재 기사
헌법재판소 1996. 2. 29, 93헌마186 결정
헌법재판소 2004. 4. 29, 2003헌마814 결정
법률신문 2004.-12-21. 게재 기사
김상겸, 사법심사의 대상으로서 통치행위, 고시계 사례연구 2014-7월호 1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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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북관계에 있어서 통치행위의 인정 여부 및 사법심사 가능성에 대한
견해 소개
(1) 사법심사 긍정론
황교안 국무총리가 개성공단 중단 조치에 대해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며
위법성을 따질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황 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 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개성공단 중단은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라고 지적하자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행위에 따른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또 “정치적 결단이기 때문에 다른
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황 총리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도 불필요하고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15) 또한
시장경제 수호를 표방한 우파 시민단체인 자유경제원이 15일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주제로 개최한 긴급 좌담회에 참석한 법학 교수들은 “대통령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는
대통령 고유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헌법 소원이나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를
전개했다.16)
자유경제원이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본원에서 개최한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한 긴급
좌담회에서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정치적 책임을
질 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분석했다.17) 또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한 행동에 대해 긍정하면서도 해법에
대해서는 정부와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83%인 38명이 적절했다(매우 적절했다 9% 4명, 적절한
편이었다 74% 34명)고 평가했다. 또 96%에 해당하는 43명이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대해 ‘통치행위는 사법적 심사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위법행위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하는 새누리당 의원은 단 1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개성공단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시각을 보여줬다.
우선 개성공단 배상 문제와 관련된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편’이라고 밝힌
15) 민중의 소리, 2016-02-18. 게재 기사
16) 충청일보, 2016-02-15. 게재 기사
17) 문화일보, 2016-02-15. 게재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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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이 57%(26명)로 ‘동의하지 않는 편’이라는 응답(37%, 17명)보다 많았다. 더욱이
개성공단 재가동 필요성에 대해서는 70%(32명)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22%(10명), ‘전혀 필요하지 않다’가 2%(1명)에 불과했다.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한 새누리당 의원은 이에 대해 “이미 지나간 일은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을 두둔하지만, 공단 재가동 문제 등 미래의 일에 대해서는 여론 등을 반영한 탓에
나타난 현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개성공단 문제에 대한 새누리당의
당론이 정해지면 실제 표결 등에서는 다른 행동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18)

(2) 사법심사 긍정론
이에 대해 개성공단 살리기 국회의원모임(대표 송영길 의원)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 고도의 정치적 행위 논리 정당한가?’를 주제로 토론회 주제 발표자인
한명섭(대한변협 남북교류협력소위원장) 변호사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는 현행
헌법의 긴급재정경제처분이나 명령, 또는 긴급명령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고도의
정치적 (행정)행위라는 이름으로 취해진 것’이라며 “초헌법적 국가 긴급권에 해당하는
이 같은 행위는 통치 행위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헌법 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헌법
재판소의 판례”라고 주장했다.19) 그리고 헌법학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중의 소리’와의 통화에서 “헌법재판소도 집행부의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면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며
“(통치행위에)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특히 “개성공단
중단 같은 경우에는 기업주들의 재산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라며 “통치행위라는
이유로 법적 근거가 없어도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헌법학자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가 바로
침해가 되는 조치이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돼 있는 것이고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며 “통치행위 개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통치행위라고 하는 것은 헌법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라고 비판했다.20)

18) 한겨레신문, 2016-06-09. 게재 기사
19) 평화신문, 2016. 07. 31발행 [1375호] 게재 기사
20) 민중의 소리, 2016-02-18. 게재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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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북관계에 있어서 통치행위 인정 여부 및 사법심사 가능성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
(1) 남북 정상회담 과정 대북 송금행위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부를 심판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되어 적절하지 못하지만, 남북정상회담의 개최과정에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 자체는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와 법 앞에 평등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였다.21)

(2) ‘겨레사랑’과 대한민국 정부 간 소송
2015년 6월 대법원은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 ‘겨레사랑’과 대한민국 정부 간 소송에서
정부의 행위가 ‘국가의 고도적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사유가 된다고 판시
했다.22) 정부는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같은 해 5월 24일 국내 기업의 개성공단
신규 진출과 투자 확대를 불허하는 조치(5･24조치)를 취했다. ‘겨레사랑’은 5･24조치로
개성공업지구 내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며 2012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입주기업의 경영활동이 일관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할 정부가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1심23)･2심24) 재판부는 정부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5･24조치는 국가안보를 위해 행한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행정적 행위라 판단될 뿐, 정부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정치･군사적 위기 상황에서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한 정책 판단이
이뤄질 수밖에 없었음을 강조한 것이다. 평양에서 북한 업체와 합작해 방직공장을

21)
22)
23)
24)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대법원 2015.6.24. 선고 2013다20538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3.29. 선고 2011가합11332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5.2. 선고 2012나363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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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한 A업체, 의류 임가공업을 하려던 B업체도 각각 2008년 금강산 한국인 관광객
사망사건과 5･24조치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소송을 냈지만 비슷한 이유로
패소했다.

5. 검토
대법원 2015.6.24. 선고 2013다205389 판결을 개성공단 중단조치에 대해 유추적용
할 수 있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일각에선 “개성공단 중단 조치는 천안함 폭침 때와
다르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현대아산 전 상무 정영훈(48･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는
“이번 개성공단 중단은 법률이 아닌 정부 성명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사례다.
정부가 아무리 급해도 최소한 긴급 명령을 발동하는 헌법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4조 2항은 개성공단 개발과
경영 활동이 경제원리와 기업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조원익(31･변호사시험 3회) 법무법인 소명 변호사는 “북한의 미사일 실험이 우리나라
국토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이번 미사일 실험이
한국을 직접 공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천안함 사태 직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를
목적으로 한 5･24조치와는 달리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25) 이에 대해 검토해 본다면,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를 헌법 37조 2항에 근거한 기본권 제한의 한계인 법률
유보 위반으로 볼 수 있지만,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리고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같은 해 5월 24일 국내 기업의
개성공단 신규 진출과 투자 확대를 불허하는 조치는 장래의 신규 진출, 투자 확대를
가변적 정책 변경의 측면이 많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이번 개성공단 중단 조치는 기존
기업들의 재산권의 기득권적 측면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신뢰보호가 더 요구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

25) 조선일보, 2016-02-15. 게재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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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헌법 제 76조의 긴급재정경제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국가긴급권
(1) 의의
전쟁･내란 등에 의해 국가의 존망이 위기에 처한 경우, 정부가 평시에는 준수해야
할 헌법 기타의 법질서를 무시하고 국가의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현행 헌법에도 대통령의 긴급명령권(헌법 제76조 2항),
긴급재정･경제처분권(헌법 제76조 1항), 계엄선포권(헌법 제77조)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 국가긴급권에는 국가가 법에 선행한다는 기본사상이 깔려 있어, 국가긴급권을 완전히
실정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해석된다.26)

(2) 유형과 내용27)
국가긴급권은 긴급의 정도, 위기정부의 성격, 시간적 관점 등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① 긴급의 정도에 따른 분류
㉠ 입헌주의적 임시조치권
평상시의 사태를 유지한 채로 사태에 대응한 제도의 임시적인 기능화를 꾀하는
것으로서, 예컨대 양원제를 채택하는 국가에서의 참의원의 긴급집회, 독일계 헌법에서
널리 퍼져 있는 긴급명령이나 긴급재정처분의 제도를 들 수 있다. 이것은 권력구조의
비상한 강화와 그에 따르는 입헌정치의 정지에까지는 이르지 않고 단지 기구의 임시적인
변동에 그치는 것이므로 그 긴박도가 가장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26) 법률용어사전, 이병태, 2011.1.15., 법문북스
27) 두산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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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입헌주의적 비상조치권
헌법 자체가 보다 긴박한 비상사태를 예정하고 입헌주의를 일시적으로 정지하여 일정한
조건하에서 독재적 권력행사를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헌법이 명문으로 이러한
비상조치권을 인정한 전형적인 예로는 비상독재권(일본 메이지 헌법 제31조의 천황의
비상대권, 바이마르 헌법의 대통령독재권,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의 대통령의 비상대권
등), 계엄권(프랑스 및 독일 계엄법) 등을 들 수 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합법적 조치로서 동종의 권능을 인정한 영국과 미국의 계엄법도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며, 한국 헌법 제76조의 대통령 긴급처분･명령권도 이에 속한다.
㉢ 초헌법적 비상조치권
극도의 비상사태에 있어서 헌법상의 일체의 구조나 수권을 초월한 비법의 독재정치가
있다. 이것은 ㉠의 긴급권이 헌법의 부분적･일시적 정지를 법적으로 용인한 데 대하여,
여기서는 초비상시의 최후의 수단으로 국법체제의 합법성을 일탈한 형태라 하겠다. ㉡이
합법적인 제도인 점에서 입헌적 독재 또는 C.슈미트의 위임적 독재라고 할 수 있다면,
이것은 초입헌적 독재 또는 슈미트의 주권적 독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② 위기정부의 성격에 따른 분류
㉠ 행정형
행정적 성질의 위기정부는 기본권 정지･행정권 강화 기타 모든 종류의 행정적 성질의
긴급독재를 의미하는 바, 특히 군사정부･군사법원 등 군사권력 확대의 형태를 취할
때가 많기 때문에 군사적 독재가 그 전형으로 되어 있다. 이 행정형 독재는 비교적
한정된 지역에 있어서 돌발적으로 발생한 폭력적 성질의 비상사태(폭동･내란 등)에
대해서 사용되는 방법으로서, 그 지역에 있어서의 치안유지를 주목적으로 하는 소극적
성질의 긴급조치이다.
㉡ 입법형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대표회의에서 행정부에 입법권을 위임함으로써 위기입법을
신속히 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헌법상의 제도로는 긴급명령권의 형태를 취하거나, 또는
행정권이 법률과 동등한 효력이 있는 명령을 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입법권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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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형태가 된다. 그리고 입법권의 위임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경우, 즉 행정부에
주요한 국가적 문제의 약간 또는 전부의 해결을 위한 긴급법의 제정권이 부여되는 경우를
‘수권법(enabling act)’이라고 한다. 입법형 독재는 행정형과 달리 위기가 지역상
전국적이거나 또는 시간적으로 비교적 장기에 걸치는 경우, 개개의 구체적 행정처분
만으로는 위기의 극복이 곤란하여 응급적인 법질서를 형성함으로써 위기의 극복이 가능
할 때 사용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주로 경제적 성질의 위기극복에 사용된다.
㉢ 기타형
교통기관이 발달하고 사회관계의 연대성이 점점 더 긴급해진 현대에 있어서는 국지
적인 위기는 비교적 적고, 단순히 폭력적인 것으로 그치는 위기 등은 점차 감소되어,
위기는 오히려 경제적･사회적인 양상을 띠고, 시민생활의 전체가 관련되는 위기상황을
보이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현대의 긴급권은 행정형에서 입법형으로 이행하거나 또는
양자를 혼용한 내각독재･대통령독재･전시확대행정･평시긴급계획기관･전시내각 등의
형태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전시정부는 자유가 살아남기 위한 최종정부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전면전쟁의 경우에는 모든 종류의 국가긴급권이 일시에 발동되는 경우가
많다.

③ 시간적 관점에 따른 분류
㉠ 사후적･교정적 긴급권
이는 국가의 안전보장,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협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후에 그
비상사태를 극복･제거하기 위하여 행사되는 국가긴급권을 말한다.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의 전통적･고전적 긴급권이 모두 해당된다. 현재의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므로
비상입법보다도 군사력이나 경찰력의 행사와 같은 비상집행의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독일 기본법에서의 방위사태, 영국에서의 계엄법, 한국의 제5공화국 헌법 제51조의
비상조치권, 제52조의 계엄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사전적･예방적 긴급권
이는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협하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우려될
때 그런 사태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행사되는 국가긴급권을 말한다. 20세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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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의 국가긴급권이다. 이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정치적 위기뿐만 아니라 경제적･
재정적 위기(1929년의 대공황 등)가 새로이 등장하고, 사회적 불안의 장기화 등으로
위기가 오히려 원칙이 되어 버린 오늘날, 이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으로
과거와 같은 비상집행보다는 고차적인 비상입법의 수단에 더 많이 의존하는 것이 특징
이라 할 수 있다. 바이마르헌법의 대통령 비상대권, 프랑스 제5공화국헌법 제16조의
비상대권, 한국의 제4공화국 헌법 제53조(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에서의 긴급조치권은 이에 해당한다.

(3) 인정근거28)
입헌적 독재라고 불리는 제도적인 긴급권을 정당화하는 근거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첫째, 평상시의 법치주의 기구로서는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입헌민주국가에서의 다양한 정치조직은 본질에 있어서 정상적인 평화적 상태하에서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중대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부적당한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위기에 있어서 민주적 입헌정부는 그 위기를 극복하고 정상상태를
회복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 필요한 만큼의 잠정적인 개편이 요구된다.
둘째, 이와 같은 비상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태가 예측되는 이상 헌법에 처음부터
비상조치권을 합법적인 제도로서 규정해 두는 것이 비상조치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고,
또 헌법의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셋째, 실제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이지만 헌법상에 실정화 시킴으로 해서
긴급시의 합헌적 독재권력의 행사를 인정하는 대신에, 그 발동의 조건･기간･형성 등을
정함으로써 무제한의 긴급권의 남용을 다소라도 방지하는 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긴급권의 남용으로 점철된 인류의 헌정사를 볼 때, 헌법이 침묵을 지킴으로써
정치적 목적을 위한 긴급권의 무제한 발동을 방관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그 제도적
한계를 규정하여 남용을 방지하고 통제를 도모한다는 것은 충분한 현실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28) 두산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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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긴급권의 한계29)
위기정부는 세계의 광범위한 부분에서 예외가 아닌 원칙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입헌주의의 원칙을 전제로 하는 한 국가긴급권의 발동과 행사에는 한계가 있다.
① 국가긴급권은 목적에 의하여 내재적으로 제한된다. 긴급권은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현존하는 입헌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정치적･사회적 자유를 방위하는
것 이외의 목적을 가질 수 없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의 위기정부의
목적은 평상적인 헌법의 침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위기를 극복하여
헌법질서를 보충하고 강화하는 데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② 긴급권은 시간적인 한계를 가진다. 위기정부의 무제한적 영속화는 입헌체제를
사실상 변경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조치는 일시적･임시적
이어야 하며 시한적인 것이 아니면 안 된다.
③ 긴급권은 발동의 조건에 있어서도 한계를 가진다. 그것은 통상의 헌법절차로써는
처리할 수 없는 비상사태하에서의 예외적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 긴급권의 조건과 효과는 헌법 또는 법률에 규정되어야 하고, ㉡ 긴급권 발동의
결정권은 의회에 유보되어야 하며, ㉢ 긴급권의 종기는 그 발동시에 이미 결정
되어 있어야 하고, ㉣ 긴급권의 효력이 필요한 최소한도를 넘어서거나 영구적
이어서는 아니 되며, ㉤ 긴급권의 행사에 있어서는 책임을 추궁할 제도가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5) 한국의 국가긴급권30)
제헌헌법은 긴급명령권･긴급재정처분권･계엄선포권 등을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6･25전쟁을 맞아 이 긴급권이 요긴하게 사용되었으나, 휴전 이후에도 계속 그 효력을
인정하여 남용하는 폐단이 많았다.
그리하여 제2공화국 헌법은 긴급명령제도를 없애고 긴급재정처분과 긴급재정명령
만을 인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견제장치를 강화하였다.

29) 두산백과사전
30) 두산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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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공화국 헌법은 제1공화국 헌법의 긴급명령제도를 부활하면서 긴급재정경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한 규정을 보다 상세히 보완하였으며, 또한 헌법상의 국가긴급권
만으로는 부족하여 초헌법적인 긴급조치의 행사를 규정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제정되고, 1972년 10월 17일 초헌법적인 비상조치가 발동되어 국회가
해산되고 국민의 기본권이 일시 정지되는 10월유신이 단행되었다.
제4공화국은 국가긴급권을 보다 강화하여 대통령에게 방대한 긴급조치권과 계엄
선포권을 부여하였다. 이와 같은 강력한 긴급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것은 분단된
한국의 평화통일을 위해서 극히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되었고, 따라서 제4공화국에서는
9차의 긴급조치가 발동되었다.
제5공화국 헌법에서는 제4공화국 헌법의 긴급조치권이 너무 강력하여 논란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완화조치로서 비상대권을 인정하되, 그 권한을 축소하고
남용의 폐단을 없앴다.
제6공화국 헌법에서는 비상조치권을 삭제하고 대신 헌법 제76조에 대통령의 긴급
처분･명령권 조항을 설정하였다. 이 조항에서,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놓여 있을 때,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게 하였다.

2. 긴급재정경제명령31)
헌법 76조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처분이나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렇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덧붙이고 있다. 국가긴급권에 근거하여 발하는 명령인데, 평상시의 헌법상의 기본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에 의하지 않고 명령으로서 제한
할 수 있는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명령이다.
31) 두산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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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긴급권에 관하여는 헌법에 규정을 둔 나라도 있고, 안 둔 나라도 있다. 안 둔
나라 가운데는 독일･일본과 같이 과거 독재정권의 쓰라린 경험 때문에 이를 규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러나 국가비상사태에 처하여 국가원수가 이를 방관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어서 헌법에 규정이 없더라도 어떠한 긴급조치를 취하게 마련이다.
그래서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사후책임면제법 제도라든지 마셜법(Marshall law)의
제도 등을 두어 이에 대처하고 있으나, 그러한 제도가 없는 나라에서는 미리 국가긴급권을
헌법에 명문으로 인정하고, 그 발동요건･절차･내용･효력 및 통제 등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는 것이 오히려 위헌사태를 막을 수 있는 방책이 된다.
한국 역시 그러한 예에 속하며, 제1∼3공화국시대에는 약간의 차이는 있었으나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긴급명령제도를 두고 있다가, 제4공화국 헌법(유신헌법)에 이르러서는
헌법적 효력을 가지는 강력한 긴급조치 제도를 두었고, 제5공화국 헌법에서는 약간
완화하였으나 역시 헌법적 효력을 가지는 비상조치제도를 두었다.
그러나 현행헌법은 제5공화국 전으로 돌아가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긴급명령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한국의 과거와 현재의 긴급명령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2공화국 헌법 제57조의 긴급명령 규정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제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진 명령을 발하거나 또는 재정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전항의 명령
또는 처분은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만일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하여, 대통령은 지체없이 차(此)를 공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제3공화국 헌법 제73조 긴급명령 규정은, ①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대통령은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대통령은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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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과 제2항의 명령 또는 처분은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전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명령 또는 처분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현행(1987년) 헌법 제76조 긴급명령 규정은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의 요건에
‘국가의 안전보장’을 추가한 것 외에는 제3공화국 헌법상의 긴급명령 규정과 똑같다.
한국의 긴급명령제도는 첫째 사후대책적 조치에 한정한 점, 둘째 법률적 효력을 가진
점, 셋째 국회의 통제를 받게 한 점 등이 공통인데, 이는 외국의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긴급명령제도의 통상 입법례에 따른 것이다. 제4공화국 헌법상의 긴급조치와 제5공화국
헌법상의 비상조치는 통상의 긴급명령제도가 아니었다.

3. 검토
민변은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중단이 적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그 논거로
“대통령의 긴급명령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만 최소한으로 필요한 처분이
가능한 것”이라는 주장을 내놨다.32) 일단 개성공단 중단 조치의 법적 성격을 무엇으로
보아야 할지 문제된다. 대통령의 긴급명령인지, 재정경제 명령 또는 처분인지, 협력사업
정지조치인지 문제된다. 먼저 긴급명령으로 본다면 헌법 제76조 제1항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만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내려질 때 국회는 열려 있었다. 긴급명령으로서
자격조건이 못 되거나 헌법 위반이다.33) 개성공단 중단조치를 긴급명령으로 봐도 국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34)

32) 충청일보, 2016-02-15. 게재 기사
33) 주간경향, 2016-07-26. 1186호 게재 기사
34) 내일신문, 2016-02-22. 게재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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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남북교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 사업 취소 조치인지 여부
1. 남북교류협력법 제 17조 제 4항 - 실체적 요건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는 남북교류협력법과 헌법 규정을 지키지 않아 위법하다는
주장을 보면, 개성공단 중단 조치는 국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경영을 통제하거나
재산권에 제한을 가한 것인데, 이에 대해 헌법 126조는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긴절한 필요’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긴 하지만 정부 주장처럼 긴절한 필요가 있다고 해도, 사기업의
경영을 국가가 통제하기 위해선 ‘법률’이라는 형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남한과 북한의
교역이나 협력사업을 규율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남북교류협력법)은 개성공단
중단 조치의 근거가 될 만한 규정을 갖추고 있다. 17조 4항은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협력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현 상황이 이 조항에
따른 정지나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자)이 국가안전보장을 명백히 해칠 우려가 있어야만 하는데, 정부는 북한의 핵위협을
이유로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35)

2. 남북교류협력법 제 17조 제 5항 -절차적 요건 위반
설령 취소사유에 해당된다고 해도 문제는 있다. 남북교류협력법 17조 5항은 ‘협력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명절연휴 마지막 날인 2016년 2월 10일 전격 발표됐고 ‘청문’

35) 내일신문, 2016-02-22. 게재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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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거치지 않았다.36) 즉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않고 행정절차와 입법절차 등 국가작용 전반에 적용37)되어야 하고, 경협
사업 중단 조치는 헌법 제76조에 따른 긴급재정경제명령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에 따른 협력사업 취소 또는 정지에 법적 근거를 두고 발동하여야
했으나,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사후 국회 보고 후 승인, 청문 절차 등)를 거치지
않았다.38)

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효력 정지 조치인지 여부
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 23조 제 2항 규정 위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 23조 제 2항은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에는 기간을 정하여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3항은
대통령은 국회의 체결･비준 동의를 얻은 남북합의서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성공단 협약 체결은
일종의 남북합의서라고 볼 수 있고, 대통령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를 정지시키는 조치라고 볼 수 있으나, 기간을 정하지
않았고,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36) 내일신문, 2016-02-22. 게재 기사
37) 헌재 2014.9.25. 2013헌마11. 결정
38) 김광길,‘남북경제협력사업중단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토론회’ 중 ‘남북경제협력사업 중단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의 필요성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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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구제에 관한 공법적 검토
1. 헌법소원심판
(1) 소송 진행 경과
개성공단 기업들이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조치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소송을 맡은 김광길 변호사는 “모든 행정작용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 갖고
있어야 하지만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지 조치의 뚜렷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정책 행위라고만 표현할 뿐이다. 하지만 법치주의 원칙상 헌법과 법률에
기반하지 않은 행정작용은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대통령이 긴급 사태에 당면해서
긴급한 조치를 취할 때는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했어야 했다. 또 긴급
재정경제명령은 사후에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정부 행위는 이런 절차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았다. 적법한 절차의 원칙을 위반하면서 정당한 보상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 부분 역시 사적 재산권의 보장이라는 헌법 조항에 위반된다. 이것이
이번 헌법 소원의 핵심 요지이다.”라고 밝혔다.39) 헌법재판소는 이 헌법소원 심판에
대해 5월 30일 헌법재판소법 제72조에 따라 사전 심사를 거쳐 심판회부결정을 해서
통지했다고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가 5월31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는
헌법소원청구를 사전심사하여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청구를 각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심판회부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하는 김광길, 노주희 변호사는
“이 심판회부결정의 의미는 헌법재판소가 형식적 요건심사를 마치고 이제 헌법소원
심판의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심리에 들어가는 위헌소송에는
108개의 개성공단 입주기업(개성공단에 현지법인을 둔 기업), 37개의 개성공단 영업
기업(개성공단에 영업소를 둔 기업), 18개의 개성공단 협력업체 등 총 163개의 기업이
참여했다.40)

39) 아시아경제신문, 2016-05-09. 게재 기사
40) 파이낸셜뉴스, 2016-05-31. 게재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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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권 침해 여부 (헌법 제 23조)
헌법 제2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재산권이란 사적유용성 및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
하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이다.41) 헌법재판소는 재산권제한의 위헌심사기준과
관련하여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에 대한 제한 역시 다른 기본권에 대한 제한입법과
마찬가지로 비례원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입법자가 재산권을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게
합헌적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수인의 한계를 넘어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는 보상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42) 헌법재판소는
입법자는 비례원칙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반드시 금전보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위하여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토지소유자의 경우에는
손실보상 및 환매권 규정,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매수의 규정, 매수청구권 등 적절한
보상적 조치를 한 경우에는 비례의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한다.
개성공단 중단 조치를 비례의 원칙 즉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검토해 본다면 먼저 목적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공익은 국가 안전 보장 및 국민의 생명권 보장이라고 할 수 있으며,
방법의 적정성과 관련하여서는 개성공단 중단 조치가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하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으나, 최소침해의 원칙과 관련하여 개성공단 중단 조치 전 입주
기업들에게 이를 미리 고지하였다거나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줄일 수 있었고, 피해
대책을 수립하기도 전에 개성공단 중단 조치를 한 것은 최소침해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것이며, 법익의 균형성과 관련하여서도 입주 기업의 피해가 너무 막심하며, 정부의
피해 대책도 미비하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위배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개성공단 중단 조치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3) 법률유보 원칙 위배 여부
법률유보의 원칙이란 일정한 행정작용은 법률의 수권에 의하여 행하여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법률이란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서 의회입법을 의미하나 법률에 근거를
두고 위임요건을 충족한 법규명령이나 조례의 경우도 해당된다. 법률유보의 원칙의

41) 헌법재판소 1996.8.29. 95헌바36. 결정
42) 헌법재판소 2006.7.27. 2003헌바1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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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범위와 관련하여 의회유보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는 바, 의회유보의 원칙은 공동체에
매우 중요한 사항 및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구체적
위임도 안되며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헌법재판소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금액결정은 국민의 기본권실현에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이므로 국회가 스스로 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43)

2.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1) 국가배상법 제 2조 1항
‘공무원이 직무 집행 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요건으로 ①
공무원의 직무행위일 것 ② 집행함에 당할 것 ③ 가해공무원에게 고의･과실이 있을
것 ④ 위법성이 있을 것 ⑤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나눌 수 있다.

① 공무원의 직무행위일 것44)
먼저 공무원의 범위에 대해서 판례의 태도를 보면 소집중인 향토예비군이나 카투사,
시청소차 운전수 등에는 공무원으로 인정한 바 있다. 반면 시영버스 운전사나 의용
소방대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나 학설은 시영버스 운전사와 의용
소방대원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한다. 사실상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공무원으로 보는 것이 국가배상법 2조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집행함에 당하여’를 외형설로 보는 판례의 태도와 일관
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직무행위의 여부에 대해서 학설대립이 있는데 행정행위 3분설에 의해
권력행위, 관리행위, 국고행위로 나눈다는 전제하에 최광의설은 이 모든 행위를 포함
한다고 보며 광의설은 국고행위는 실질적으로 사법행위에 불과하므로 권력행위와
43) 헌법재판소 1999.5.27. 98헌바70 결정
44) 고시계 2016년 5월 , 102-1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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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행위만 포함한다고 한다. 협의설에 의하면 관리행위도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권력행위만 순수하게 국가배상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고
있다. 판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순전히 대등한 지위에 있어서 사경제의 주체로
활동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책임에 국가배상법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하여
광의설적 입장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고작용을 포함시키는 최광의설은 국가배상
법의 적용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하는 것으로 보이며 협의설은 지나치게 축소하고 있다.
따라서 광의설적 입장이 타당하다고 본다.

② 집행함에 당할 것
공무원의 주관적 집행의사를 불문하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보아 직무집행에 해당하면
된다는 외형설이 통설･판례이다.

③ 가해공무원에게 고의･과실이 있을 것
고의란 자신의 행위로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인식하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인식
하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행위를 하는 심리상태를 말한다. 과실이란 자신의
행위로 일정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그 결과의
발생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행위로 하는 심리상태를 말한다. 판례는 국가배상법상의
과실을 민법상의 불법행위와 마찬가지로 추상적 과실로 이해하고 있는데, 추상적 과실은
그 직업에 종사하는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공무원의 과실의 경우 이를 인정하기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학설은
입증책임을 완화하거나 가해공무원의 불특정의 경우에도 과실을 인정하려 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과실을 객관화하려는 논의가 있다. 또 다른 견해는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국가작용의 흠으로 보고 있다. 기타의 견해들로 조직과실이론, 역무과실이론, 위법성
과실일원론 등이 있으나 판례는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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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법성이 있을 것
국가배상소송에서의 위법의 개념에 대해 행위불법설은 국가배상제도의 본질을 적법한
행정권행사의 담보라고 하는 손해배상의 행정통제기능을 강조한다. 이에 의하면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의 경우 국가배상에서의 위법성도 긍정된다. 주관적인 개인의 손해전보
라고 하는 권익구제기능을 강조하는 국가배상에서의 위법성에 관한 결과불법설의
입장에서는 가해행위의 위법뿐 아니라 위법한 손해발생을 요구하게 되므로 통상 절차
상의 하자만으로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국가배상에서의 위법성이
부정될 것이다. 상대적 위법성설은 국가배상에서의 위법성은 행위자체의 적법･위법
뿐 아니라 피침해이익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및 가해행위의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행위가 객관적으로 정당성을 결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에 의하면
절차상 위법이 곧바로 국가배상에서의 위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45) 대법원은 “금치
처분이 행형법시행령 제144조의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절차적인 면에서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교도소장이 아닌 일반교도관 또는 중간관리자에 의하여 징벌내용이 고지
되었다는 사유에 의하여 당해 징벌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공무원의 고의･과실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벌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이로 인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다.46) 이러한 태도는 상대적
위법성설을 취한 것으로 해석함이 일반적이다.

⑤ 타인에게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
타인이라 함은 가해자인 공무원과 그에 가담한 자 이외의 모든 사람을 의미하며,
손해는 법익침해로 인한 불이익을 가리키는 바, 재산적, 비재산적, 적극적, 소극적 손해를
포함한다. 인과관계의 판단은 관련법령, 가해행위의 태양,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45) 고시계 2016년 6월 , 93면
46) 대법원 2004.12.9.선고 2003다 501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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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성공단 폐쇄로 일터를 잃은 근로자들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제기
개성공단근로자협의회는 서울 마포 상암동 DMC첨단산업센터에서 국가배상 청구
소송 설명회를 열고 소송 참여 위임계약서를 받았다. 이 자리에 참석한 60여명의 근로자
대부분이 동의 의사를 밝혔으며 협의회 측은 지방 거주 근로자 등이 추가로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근로자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단 폐쇄를 통보한 것은 불법 행위로,
이에 따른 물질적 혹은 정신적 피해를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피해를
본 근로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송을 맡은 민변 이영기 변호사는
“정부는 긴급한 상황에서 정책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하나, 당시를 긴급 비상사태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거의 없다”면서 “전시 상황도, 천재지변도 아닌 때 여론 수렴도 없이
일방적 철수로 근로자 생계가 끊기게 한 행위는 불법이며 이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의 문이 닫힌 지 이날로 85일째가 됐지만 정부는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1인당 65만원씩 주는 것 외에는 근로자 대상 지원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특히 폐쇄 석달이 가까워 오면서 공단 입주기업들의 상황이 더 악화되며
근로자의 80% 이상이 회사에서 권고사직 등으로 실직한 상태다. 이에 따라 그나마
고용유지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도 소수일 뿐이다. 근로자들은 정부를 상대로 각자
월급의 12개월치를 위자료로 청구할 방침이다.47)

(3) 관련 판례
박정희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 자체는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긴급조치로 체포･구금된 피해자는 국가배상을 받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48)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최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48824)에서 “최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26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47) 경향신문, 2016-05-06. 게재 기사
48) 법률신문, 2015-03-26. 게재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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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이고 대통령은
국민 전체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개개인의 권리에 법적 의무를 지지는 않기 때문에
긴급조치를 발령한 행위가 국민 개개인에 대해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가 긴급조치 위반으로 유죄 확정판결은 받은 것이 아니어서 재심
절차를 통해서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도 30년이 지나서야 소송을 냈기
때문에 소송을 낼 수 있는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1978년 서울대 재학 중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영장
없이 20여일 동안 구금됐다. 최씨는 대통령과 공무원의 불법 행위로 고통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최씨의 청구를 설명 없이 기각했다. 그러나 항소
심은 “긴급조치 9호의 내용은 유신헌법에 의하더라도 위헌이기 때문에 긴급조치 9호를
발령한 대통령과 수사를 감행한 중앙정보부 공무원들의 고의나 과실이 인정된다”며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4) 검토
먼저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발언 및 정부의 조치는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 그 중에서도 권력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판례의 그동안의 입장에 따를 때에도 쉽사리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것은 힘들다 할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이 스스로 합헌이라고 판단하여
집행한 이후 당해 직무행위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그의
과실을 인정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또한 정부의 대북정책이 남북경협 중단을 야기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고도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남북경협 중단 자체가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선례이므로, 위에서 설시한 개성공단 중단
결정이 헌법 및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을 통하여 재산상 손해를 배상 받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결국 해결을
위해서는 손실보상청구 검토 및 보상 근거 법률이 필요하다.49)

49) 유욱, ‘남북경제협력사업중단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토론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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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실보상청구
(1) 손실보상청구권 검토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며 손실보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 요건으로는 공행정작용에 의한 재산권침해, 공공의 필요, 침해의
적법성, 특별한 희생의 발생이 있다.
먼저 공행정작용이란 법적 행위뿐만 아니라 사실행위를 포함하므로 개성공단
중단조치는 공행정작용에 해당한다. 또한 재산권의 범위에는 소유권뿐만 아니라 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일체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가 포함되므로,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재산권도 이에 포함되며 침해는 재산권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일체의 행위이며,
반드시 의도적일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재산권 침해도 인정
된다.
다음으로 공공필요의 판단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공용침해를 통하여 추구하는
공익과 재산권자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개성공단 중단 조치가
추구하는 공익은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권 보호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나,
재산권자의 사익 침해가 너무 막대하고 공익 달성에 개성공단 조치 중단이 적합한 조치
인지 불분명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공공필요가 인정된다.
침해의 적법성과 관련하여서는 법률우위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는바, 개성공단 중단 조치는 헌법 및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 하지만 국가배상청구
권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판례를 검토해 볼 때 위법성 인정 및 고의, 과실 인정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서 적법하다고 전제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특별 희생이란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넘어서는 손실을 의미한다. 사회적
제약과 특별희생의 구별기준과 관련하여 판례는 종래 인정되어 온 재산권의 이용목적에
위배되는지, 침해가 사적 효용을 본질적으로 해하는지, 침해행위의 강도가 수인한도를
위배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판례에 따를 때 개성공단 중단 조치는
사적 효용을 본질적으로 해하고, 침해행위의 강도가 수인한도를 위배한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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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볼 때 그 대책의 구체적 내용이 문제되는 바, 정부와
기업들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한다.

(2) 정부의 대책
현재 정부는 다양한 지원책들을 내놓고 있다. 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이 있으면 상환을
유예해주고, 4대 보험료도 감면해주기로 했다. 납품하는 기업이 있으면 납품을 연기
하거나 계약을 해지해도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기로 했고, 어쩔 수 없이 임금을 체불
하게 된 사업주에는 자금을 빌려주기로 했다. 외국인 노동자를 법적 허용한도보다
많이 고용할 수 있도록 했고, 국유지를 공장부지를 알선해주는가 하면 매입비용도
지원하기로 했다. 그 밖에 금융당국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자산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주석에만 기록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북한에 자산이 묶인 기업들의
자산손실을 곧바로 재무제표에 반영하면 자본잠식된 부실기업으로 전락해 상장폐지
등과 같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또한 정부는 노동자들에게 크게 3가지 지원
책을 제시했다. 휴직노동자의 인건비를 정부가 보조하는 고용유지지원금, 해고노동자를
위한 실업급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노동자를 위한 긴급생계지원비 지원이다.50)
그리고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 장기화에 대비해 공단 입주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는
대책을 잇달아 내놓았다. 토지, 공장, 기계 등 고정자산 피해에 대해서는 경협보험 가입
기업에는 70억원 한도로 피해액의 90%를, 경협보험 미가입 기업에는 35억원 한도로
피해액의 45%를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원부자재와 완제품 등 유동자산 피해에
대해서는 그 피해를 보장하는 교역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없음에도 22억원 한도로 피해
액의 70%를 보험금 지급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업에 대한 피해
지원금은 경협보험금을 포함해 3천369억원이 지급됐다”며 “이는 기업지원 전체 예산
규모 5천여억원 대비 66% 수준”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기업에게 경협
보험금을 포함하여 피해지원금 5000억여 원을 지급할 예정이고 개성공단 근로자에게도
위로금 100억여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개성공단 근로자에게 월 임금의 6개월분을
위로금으로 지급한다고 한다.51)
50) 블로그 더스코프, 2016-05-03 ‘시리즈 개성공단 폐쇄 석달’ 중 ‘우리에게 남은 다섯 가지 딜레마’
51) 연합뉴스, 2016-08-10. 게재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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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의 입장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지원대책이 사실상 ‘무이자 대출’에 불과하다며
확실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지급한 보험금은 개성공단이 재가동되면
반납해야 하는데 장기간 문을 닫은 공단을 다시 돌리려면 설비 투자를 다시 해야 한다는
게 비대위 측 주장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2013년에 개성공단 가동이 5개월 중단됐다가
재가동될 때 보험금을 반납했는데 당시에도 추가 설비 투자가 이뤄졌다”며 “지금은
재가동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으로, 2년 이상 가동을 멈추면 공장 설비는 거의 못쓰게
된다”고 밝혔다. 공단 재가동 때 반납 의무가 있는 보험금보다는 피해보상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개성기업의 피해액은 정부의 피해 실태조사 때 신고액
(9천446억원)과 고정자산의 장부가와 실질가치의 차이 2천여억원, 영업상 손실 3천여억
원을 더해 1조5천억원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1조
5천억원 이상의 피해보상은 특별법으로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실태조사를 거쳐
피해액으로 인정한 7천779억원에 대해서는 전액을 지원해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며 “특히, 유동자산 피해 지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쓰도록 해 지원 신청이 저조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52)

(4) 정부의 반박
정부 당국자는 비대위 측의 주장에 대해 “개성공단 중단으로 인한 피해는 이에 대비해
마련된 보험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피해 전액을 지원하는 것은 보험료를 납부한 성실한 보험가입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53)

(5) 통일부 대책의 문제점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위한 지원책 대부분은 대출 확대, 채무 감면 등이다. 때문에
현실적인 지원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중 상장기업을 위해
52) 연합뉴스, 2016-08-10. 게재 기사
53) 연합뉴스, 2016-08-10. 게재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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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놓은 지원책도 딜레마다. 정부는 지난해 수주산업에서 수조원의 손실이 발생하자
회계처리가 불투명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서 회계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기업에 묶여있는 잠정손실액이 재무제표에 제때 반영되지 않아 발생하는
회계절벽 현상을 방지하겠다는 거였다. 그런데 개성공단 입주기업에는 회계투명성과
정면배치되는 지원책을 내놓은 셈이다. 박경호 숭실대(회계학) 교수는 “금융당국의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특수 산업, 특수 상황이라고 달리 적용하는 정책
이라면 장기적으로는 추진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회계는 있는
그대로를 보여줘야 한다”면서 “일시적 피해를 막기 위한 눈가림은 이후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하는 상황으로 커질 공산이 크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한 “물론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상장폐지와 도산 등의 피해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장폐지
심의위원회에서 사후수단으로 구제 조치를 내리는 방안이 더 적절하다”고 전했다.54)
입주기업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책도 딜레마에 빠져 있다. 하지만 개성
공단 근로자협의회는 “실효성은 없으면서 발목만 잡는 지원책”이라고 주장한다.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고용유지지원금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재정난에 시달리는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무급 휴업･휴직 조치를 하면, 정부가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임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참고 : 여기에다가 통일부는 최대 6개월간
1인당 65만원씩을 더 얹어주기로 했다.] 다시 말해 휴직자에게만 돌아가는 지원이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노동자는 휴직상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를 살리기 위해
일할 수도 없고, 구직활동도 할 수 없다는 거다. 그러다 회사가 문을 닫으면 완전한
실직상태에 놓인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에서 일해온 김경진(37)씨는 “지급기간을 더
늘려주든지, 휴직급여 수령기간에도 회사 복구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에서는 현행법에 어긋나서 안 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하소연했다. 고용유지
지원금 때문에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건 기업주도 마찬가지다. 한 의류기업의 대표인
A씨는 수년간 함께 일하던 직원을 결국 해고했다. 직원을 휴직시키면 그동안 4대 보험
료를 계속 내줘야 해서다. 정부가 보험료를 감면(고용･산재보험료는 6개월간 30%
감면, 건강보험료는 50% 감면, 국민연금은 1년간 납부예외)해주기로 했지만, 벌이가
없는 상황에서 돈이 빠져 나간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A씨는 “정부 지원책을 따르면
54) 블로그 더스코프, 2016-05-03 ‘시리즈 개성공단 폐쇄 석달’ 중 ‘우리에게 남은 다섯 가지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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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만 쌓인다”면서 “그럴 바에야 직원을 내보내는 게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정부 지원책이
현실에 맞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다. 사실 3가지 지원책 모두 기존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회안전망이다. 다만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은
특수하다. 독특한 상황에 일반적인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다보니 역효과가 난 것이다.55)
위로금 지급대상인 개성공단 주재원은 개성공단에 상주하면서 근무했던 근로자
700여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개성공단의 가동과 관련해서 본사에서 근무하거나
협력업체에서 일했던 1500여 명의 근로자들에게는 대책이 없다. 개성공단 기업에게
경협보험금을 포함하여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나 이 피해지원금의 대부분은 은행
대출을 상환하거나 협력기업에게 납품대금으로 다시 지급해야 하는 형편이다. 그러니
개성공단 현지에만 공장을 두고 있던 20여개의 기업들은 피해지원금을 받아도 남한
이나 제3국에서 사업을 새로 시작할 수 없어 사업을 전면중단할 수밖에 없다. 또한
기업들이 입은 영업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는 전혀 보상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56)

(5) 다른 법률상 보상 제도와의 비교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아래서 군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물자, 시설 또는 권리의 징발하는 경우에도 징발법 제19조 및 제21조에는 “시가”를
원칙적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이 작전상
부득이하게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하는 경우에도 계엄법 제9조의 2에서 손실이
교전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닌 한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따른 기업의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57)

(6) 개성공단 기업에 대한 지원금을 추가경정예산에 포함시키는 문제
더민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개성공단 피해기업 지원과 관련한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해 발생한 사안”이라며 “개성
55) 블로그 더스코프, 2016-05-03 ‘시리즈 개성공단 폐쇄 석달’ 중 ‘우리에게 남은 다섯 가지 딜레마’
56) 김광길, 오마이뉴스 2016-08-09. 게재 기사
57) 김광길, 오마이뉴스 2016-08-09. 게재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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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 투자해 기업을 영위했던 기업과 사업주들은 죄가 없지만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추산한 기업의 피해 규모는 기업이 확인한 금액
보다 2,000억이 부족하다”며 “이는 기업주보고 죽으란 얘기”라고 주장했다. 예결위
협상 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추산한 개성공단 피해 규모는
5,000억 수준이고 기업들이 주장하는 규모는 7,000억”이라며 “이 중 협력 업체에 지불
하지 못한 계약금, 밀린 임금 등 시급한 700억을 편성해달라는 것이 개성공단 기업의
요구”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5월 피해 확인 금액의 70%를 보상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개성공단 지원을 위한 정부 피해지원예산 5,000억 원 중 3,525억 원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구 새누리당 의원 등 여권 일부에서도 개성공단 기업 지원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가 강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에 편성된다면 정부가 추산한 개성공단 피해 지원 규모에 대한 신뢰성이 흔들릴
뿐더러 개성공단 폐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피해 규모에 대해서도 국고가 쓰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서다. 이에 대해 한 개성공단 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조사한
피해액의 70%를 보상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무슨 기준이냐”며 “여소야대인데다 여당
까지 찬성하는데 개성공단을 폐쇄한 정부가 우리에 대한 지원을 반대하는 것은 정말
기가 차다”고 말했다.58)

(7) 보상대책 검토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안보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해도 우리
정부가 먼저 전면 중단을 선언하고 피해 최소화 노력이 미흡했던 만큼 적어도 입주
기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다시는 정치적 결단에 의한 행정 조치를 남발
하지 않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59) 공단 폐쇄는 2013년 8월 14일에
체결한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에서 보장하는 정상적 운영을 위반한 것으로써
신뢰보호원칙상 이 합의서를 신뢰한 기업들의 신뢰이익은 보호되어야 하고 적어도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해야 한다.60) 정부와 정치권은 입주
58) 서울경제신문, 2016-08-30. 게재 기사
59) 평화신문, 2016-07-31. 발행 [1375호] 게재 기사
60) 김광길, ‘남북경제협력사업중단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토론회’ 중 ‘남북경제협력사업 중단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의 필요성과 내용’ 발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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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정부와 입주기업 간의 피해규모 산정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업들은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위약금･미수금 등 피해총액을 9446억
원으로 신고했으나 정부합동대책반은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피해액을 7779억원으로
확정했다. 정부가 집행한 지원금액 또한 정책대출 1600억원과 무이자대출 3500억원
등 총 5100억원에 불과하다는 게 대책위의 불만이다. 기업들이 부담하는 고용유지비용과
대출금 이자 부담, 일반 관리비 증가, 사업복원 비용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기업
들의 바람이다. 남북경협의 미래를 위해 개성공단 철수기업의 생산설비, 원자재 및
재고뿐만 아니라 기대 이익까지도 고려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에
생산설비를 갖춘 철수 기업의 경우 피해 보전과 함께 지역에 안착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61)

Ⅶ. 결론 및 입법론
(1) 개성공단 중단 조치의 법적 성격 및 사법심사 가능성
개성공단 중단 조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인 통치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사법심사의 자제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여야 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그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더군다나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해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개성공단 중단 조치에 대해 국민의 재산권에 중대한 침해가
있다는 점에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개성공단 중단
조치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긴급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일종의
초헌법적 국가긴급권의 행사라고 할 수 있다.

61) 전북일보, 사설 ‘개성공단 입주업체 실질적 지원 이뤄져야’, 2016-09-20, 게재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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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성공단 중단 조치 위법 여부
헌법재판적 측면에서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우 재산권 침해 및 법률유보 원칙
위반이 인정될 수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행정법적 측면에서 볼 때에도 남북교류협력
법상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현실적 권리구제 문제
국가배상법상 국가의 위법을 인정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 불법행위를 인정
하는 것이 극히 드물다고 볼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국가배상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손실보상이 문제된다. 결국 손실보상에서 그 배상의 범위가 가장 현실
적인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은 특수
하다. 개성공단 근로자협의회가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현실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법 제정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정부에서는 형평성과
선례를 들어 이를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바와 같이
추가경정예산 등의 사유로 긴급한 피해 보상 조치를 한 후에 입법적 해결을 통해 권리
구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히 새누리당 의원들이 개성공단 중단 조치의
적법을 주장하면서도 보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대체적으로 수긍하고 있는 기사 등을
볼 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4) 입법론
‘공용수용 및 재산권 제한으로 인한 손실 보상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보상체계를 참조하여 특별법을
규정하되, 남북경협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손실 보상 항목과 보상 내용을 규정하여야
하고, 손실 보상과 더불어 ‘환매권’도 규정할 필요가 있다.62)

62) 유욱, ‘남북경제협력사업중단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토론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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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본 연구는 통일 후 통합법제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제법상 전환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 구현의 필요성을 고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통일에 있어서 새로운 사회를
위한 법제를 마련하고 기존의 법제를 통합하는 과정은 많은 전문적인 고찰과 사회적
연구가 동반되어야 하는 어려운 작업이다. 그러나 동시에 통일이란 상당히 정치적인
과정일 수 있어서, 신속한 통일사회로의 이행과 안정적 정부의 구성, 경제적 안정이라는
여러 과제에 밀려 우리가 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본질적 질문이나 통일을 통하여
어떠한 사회를 구현할 것인가 등의 중요한 가치에 대한 고민이 간과될 우려가 있다.
본 소고는 이러한 고민에서 출발하여 통일법제 마련에 있어서 각 법 분야에서 중요하게
고민하며 다룰 필요성이 있는 ‘전환기 정의’의 가치에 대해 소개하고 그 중요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전환기 정의’란 과거에 행해진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를 다루어 정의를 구현하고 사회를
통합하며 평화를 구축하는 총체적인 메커니즘을 의미한다. 이 메커니즘은 다양한 형태의
국가의 전환기에 과거의 과오를 다루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국제인권의 발달과 함께 국제법분야에서 그 중요성이 날로 주목되고 있는 시스템이다.
뿐만 아니라 ‘전환기 정의’는 소속 국민이 가지는 기본권 중 하나로도 여겨져 그 확보
여부가 주권국가의 인권이행상황을 판단하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
통일은 분명 한반도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Transition(전환기)’이 될 것임에는
틀림없으며, 전환기 정의의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든 다루어질 것이 분명하다. 화해,
평화, 정의가 살아 숨쉬는 통일한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잘 고민된 전환기 정의의 구현이
매우 중요하다. 통일법제에 대하여 각 분야에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연구와 고민들도
미래에 한반도가 겪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어떻게 잘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서
출발하였기에 본질적으로 전환기 정의의 가치와 동일선상에 있다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전환기 정의의 내용과 국제적인 논의의 현재를 살펴보고, 이로써 각
부문의 법제통합과정에서 제기 될 또한 제기 되어야만 하는 전환기 정의의 문제들을
살펴봄으로써, 통일준비단계와 통일이행단계, 통일이후단계의 다양한 법률전문가들에게
전환기 정의 가치의 고민을 요청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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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 전환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의
의미
통일한국에 있어서 ‘전환기 정의’가 가지는 특별한 의미는 무엇인가? 본 장에서는
대한민국 역사를 통하여 논의되었던 전환기 정의를 되돌아보며, 대한민국의 전환기 정의
논의의 현재와, 한반도 통일에 있어 통일법제가 전환기 정의의 가치를 품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대한민국 근현대사와 전환기 정의
대한민국은 짧은 근현대사에서 정권유지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인권침해를 경험
하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촉발된 민주사회로의 이행 시기를 여러 번 거쳤다. 이에
따라 과거의 과오에 관한 문제를 처리하고자 한 노력들이 여러 번 있었고, 전환기 정의
메커니즘에 포함되는 사법적, 비사법적 조치들의 일부도 경험하였다.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첫번째 전환기는 일제 청산 시기로 본다. 이 때에는 독립 이후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수많은 친일 행위에 대한 분노와 청산 요구가 대두되었고, 반민족
행위자 특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일제강점기에 대한민국 국민을 탄압하고 이득을 취한
자들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하고자 하였으나, 이는 아쉽게도 독립 과정에서의 외국의
개입과 기존의 체제 흡수를 위한 정책들로 인해 매우 불완전하게 이루어졌다.
독립 이후의 이승만 정권의 장기집권과 이은 박정희 정권의 장기 독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오랜 군부 통치의 정치적 양상은 곧 일제로부터 이어지던 과거사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되기도 하였다. 또한 이들 정권에서 범해진
국가적범죄는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늦추었을 뿐 아니라 많은 인권적 문제를 양산하며
또 다른 과거사 해결의 필요성을 만들었다.
민주화 시기의 과거사청산은 문민정부가 등장하면서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례법’ 과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의 전격적인 사법적 처벌로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고, 각 개별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과거청산이 시작되었는데, 이 당시의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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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은 주로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하고 각 사건에 대한 과거사 청산 위원회를 설치
하는 모습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는 2004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을
통하여 더욱 포괄적인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노력이 있었다. 이때 설치된
진실화해위원회는 각 개별사건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과거사를 통틀어 진실규명활동을
하고자 최초로 시도 하였고, 화해를 모토로 하였기에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1) 진실
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활동으로 밝혀진 내용들의 해결은 사법부의 재심을 통하여 정권의
피해자들이 복권되는 조치의 모습과, 배상판결을 통하여 피해자 혹은 유족의 고통을
보상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화해위원회의 과거사 청산 노력은
기존의 성과 이상의 것을 거두었다고는 평가되지 못했다.
이처럼 수차례의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전환기 정의 시도는 그리 성공적으로 평가
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사회에는 미완의 해결로 인한 불신과 슬픔, 과거사
문제 해결에 대한 지속적인 국민적 염원이 과제로 남아있다. 대한민국 사회에 남은
문제를 돌아보면 전환기 정의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았을 때의 사회적 영향은 무엇인지,
더 나은 전환기 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사회로 이행하면서 마련하였던 특별법이나
사법처리의 기준, 진실과 화해 위원회 및 보상시스템 및 기준은, 통일 이후 한국의
전환기 정의를 위한 제도 마련에 있어서 기초적인 틀이나 참고자료가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이미 경험한 전환기 정의 시스템의 공과 과는 무엇인지 분석하고
통일 이후에 같은 과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환기 정의의 가치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구현방법에 대한 철저한 고민과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1) 이영재(2015)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여타의 개별사건들에서 있었던 ‘특별법제정’을 통한
‘위원회설치’의 형식에서는 동일하지만, 비로소 과거사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다루어 ‘다층적’ 과거청산이 가능한
모델이 등장하였다는데 의의를 두었다. 이영재, “다층적 전환기 정의의 포괄적 청산과 화해실험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 화해 모델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제38권 제4호 (2015), 1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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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반도 통일과 전환기 정의
통일과 관련하여 전환기 정의 문제의 중요성은 국내적으로도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그 논의가 아직 활성화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존 국내 연구에서의 전환기
정의 개념은 주로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과거사 처리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다루어
졌다. 통일법제와 관련한 전환기 정의2) 연구들은 과거 독일통일과 여타 국가의 전환기
정의 사례, 북한정권에 대한 형사사법적 처리문제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각 법률분야에서 전환기 정의에 관한 연구는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많은 관련성을 가지는 법 외의 영역과도 유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된
시민사회의 의식을 제고하고 전문 법률가들을 양성하는 것도 필요한 분야이다.
전환기 정의 메커니즘은 통일 이전과, 통일 과정 중, 통일 이후 모두 필요한 것이어서
통일이 닥친 후에 고민하여서는 너무 늦은 문제이며, 국내적인 필요를 이해하는 것
뿐 아니라 국제법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메커니즘이 되도록 준비해야한다.
특별히 남북한은 70여년간이나 떨어져 살아온 두 사회의 통합이자 서로 다른 이념을
바탕으로 했던 두 체제의 만남이라는 점, 국제사회와의 관계와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
관계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대단히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기도 하다. 남과 북은
공식적으로 휴전 상태가 고착화 된 상태이며, 북한정권이 반복적으로 핵무기 개발과
사용 위협을 통하여 국제평화를 위협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에 평화를 불러오는
통일은 큰 의미를 가지며, 두 나라를 단순히 통합하는 것이 아닌, 전환기 정의를 통한
진정한 평화의 정착과 통일사회로의 전환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북한은 오랜 기간 동안 이념적 독재와 사실상의 계급사회가 유지되어 오면서
정권에 의한 심각한 기본적 인권 침해가 계속적으로 보고되어왔다. 남북한의 통일 문제는
곧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인권실태가 보고되고 있는 국가와의 통합이라는 점이 고려
되어야 한다. 전환기 정의를 통해 새롭게 탄생하는 통일한국에서 이 인권문제가 치유

2) ‘Transitional Justice’는 아직까지 다양한 용어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다. ‘전환기 정의’ 이외에 ‘이행기
정의’(최철영, 이재승), ‘과도기 정의’(조정현) 등의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동일한 개념에 대하여 ‘과거청산’
(송인호, 박수희, 조영희)이라는 용어도 널리 사용되어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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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과거의 잘못이 다시는 반복되지 못하는 사회를 공고히 할 필요성이 있다. 한반도의
통일은 심각한 인권문제의 종결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인류 전체
에도 큰 의미를 가진다.
통일법제의 마련의 본질은 ‘사람’이어서, 남과 북의 통일은 곧 사람들의 통합이요,
통일법제는 곧 한반도에 살아갈 사람들을 위한 법이 된다. 이 변화의 시기에 정의가
살아 숨쉬도록 하여 진정한 평화가 조성되도록 하는 것, 현대사회에서 사례를 찾아
보기 힘들 정도의 극심한 빈곤과 인권탄압을 겪은 북한 주민을 치유하고 포용하는
것, 남과 북의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것은
통일법제 고민의 본질이다.
이에 한 국가의 과도기에 과거의 문제를 다루고 새로운 사회로의 이행을 추구하는
‘전환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메커니즘의 법적인 검토는 통일 법제 마련에서 큰
의미를 가질 뿐 아니라 필수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가치인 것이다.

Ⅲ. 국제법상 전환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 개념 및 내용
전환기 정의는 국제법에서도 최근 들어 눈에 띄게 발전되고 있는 분야이다. 국제
사회는 전환기 정의를 어떻게 정의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국제사회가 각 주권국가에게
이를 어떻게 이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는지 아는 것은 통일법제에서 전환기 정의 문제를
필수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국제사회 및 국제인권
분야에서 점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경우, 통일법제를 구상함에
있어 전환기 정의의 논의를 면밀히 검토하고 모범적으로 도입하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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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법상 전환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의 개념
전환기 정의3)의 개념이 국제법에 등장한 것은 비교적 현대의 것이라 할 수 있다.
유엔은 전환기 정의를 ‘한 사회가 과거 역사 속의 대규모 잔학 행위의 유산을 극복하려는
모든 과정과 메커니즘’이라고 정의한다. 전환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들은 사법적,
비사법적 과정들을 모두 포함하며, 여기에는 관련 당사자의 기소, 진실규명, 배상금의
지불, 제도 개혁, 국가적 협의과정 등 다각적 형태의 수단들이 있으며, 이 수단들은
국가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조합으로 사용될 수 있다. 유엔은 이러한 전환기 정의
메커니즘을 마련할 때 이것이 국제법적인 기준과 의무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하였다.4)
특히 지난 20여년간 이 ‘전환기 정의’ 분야에 대한 연구와 실제사례로서의 실행은
그 숫자가 상당히 증가하였다. 세계 여러 나라가 특히 분쟁 이후 사회의 정의구현
문제, 민주사회로의 이행 등을 겪으면서, 전환기 정의와 관련한 다양한 실행이 있었다.
그 주요 예로는 여러 국제형사재판소5)들과 국제형사법원(International Criminal
Court(ICC))의 설치, 초국가적인 ‘진실과 화해 위원회(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s)’등이다. 또한 전환기 정의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국제법
하의 ‘진실을 알 권리(Right to truth)’와 ‘배상 받을 권리(Right to reparation)’ 개념들이
발전되고 있으며 국제적, 지역적인 전환기 정의 관련 비정부기구들(non-governmental
organizations)과 연구소들이 설립되어 그 논의를 확대하고 있다.6)
전환기 정의는 과거의 과오를 극복하고 인권의 가치를 바로 세우며, 새로운 사회로의
이행을 튼튼히 하는 역할을 한다. 전환기 정의의 효과에 대하여 이병재(2015)는 기존의
연구를 분석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측면의 효과를 설명하였다. 전환기 정의 구현은

3) 전환기 정의라는 용어가 최초로 사용된 계기는 Teitel 교수의 저서를 통해서이다. 이 책에서 그동안 과거사청산,
진실과 화해 등 여러 가지 단어로 불리던 민주사회로의 이행시기의 정의구현에 대하여 ‘Transitional Justice’라는
명칭을 최초로 사용하였다. Ruti G. Teitel, “Transitional justice”,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4) United Nations, “Guidance Note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United Nations Approach to
Transitional Justice”(2010), p.3.
5) 구유고 국제형사재판소(ICTY), 르완다국제형사재판소(ICTR), 동티모르 특별패널, 코소보 혼합패널, 시에라리온
특별재판소, 캄보디아 특별재판부, 레바논 특별재판소등의 임시(특별)재판소(ad hoc tribunals)와 혼합재판소
(hybrid courts)등이다.
6) Rosemary Nagy, “Transitional Justice as Global Project: Critical Reflections, Law in Transition”,
Third World Quarterly, Vol. 29, No. 2(2008), p.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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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는 가해자에 대한 억지효과가 있어, 잠재적인 가해자들이 이러한 규범을 존중
하도록 하며, 이러한 과정이 궁극적으로 정치체제를 안정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전환기 정의 과정을 통해 규범이 국가의 행동반경을 제한하는 효과, 잠재적 민주질서의
방해자를 통제하는 효과, 새로운 가치가 점차 국가기관들에 전파되는 효과 등이 있다고
하였다. 둘째는 피해자의 측면에서의 효과이다. 과거의 인권침해로 고통을 받은 국가
에서 피해자의 상처 치유는 화해의 선결 요건이며, 희생자들은 자신의 존엄성과 정부
및 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로 다시금 편입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것은
전환기 정의 메커니즘을 통해 가능하다고 하였다.7) 피해자와 가해자의 측면 이외에도
이러한 메커니즘을 구현함을 통해 일반시민들에게는 교육적 효과가 있으며, 국제사회
에는 중대한 인권침해행위는 용납되지 못한다는 선언적 효과가 있다.

2. 전환기 정의와 인권의 상관관계
국제전환기정의센터(ICTJ)는 전환기 정의를 “인권의 체계적인 또는 광범위한 침해에
대한 응답” 이라고 표현하였다.8) 전환기 정의는 기본적으로 심각한 인권의 침해에 관한
해결체제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전환기 정의의 발전은 국제인권의 발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전환기의 과거사 문제 해결에 있어 인권적 측면의 중요성은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에 걸쳐 증대되었다. 이 당시, 라틴아메리카와 동유럽의 민주주의로의 전환 과정에서
전 정권의 체계적인 인권침해를 다루는 것이 강하게 요구되었고, 한편 이러한 활동이
진행중인 정치적 변화를 위태롭게 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이러한 물음에 대한 응답으로서
인권문제 해결을 가치로 삼는 사법처리 이상의 총체적 ‘전환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 메커니즘이 발전되었다.9)

7) 이병재, “이행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와 인권: 인과효과분석을 위한 틀”, 『국제정치논총』, 제55집 3호(2015),
91-92면.
8) ICTJ, “Global Transitional Justice”, (2009), p.1.
9) United Nations Peacebuilding Commission, “What is transitional justice? A backgrounder”, (2008),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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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전환기 정의의 발달은 정의가 보복과 가해자에 대한 것 만이 아니고, 이는
진실, 배상, 과거 박해의 피해자, 더 나아가 그 영향을 받은 공동체와 사회 전체에
관한 것임을 보여주었다. 최근 20여년 동안 인권 침해 피해자의 필요에 대한 인식과
피해자 권리 보장의 필요성은 국제사회에서 더욱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피해자 중심의 정의(victim-centered justice)’는 전환기 정의에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
중의 하나가 되었다. 피해자의 권리 개념은 국제인권법, 국제형사법, 국제인도법상의
원칙들을 기초로 발달되었고, 피해자는 인권 침해의 피해자들의 구제와 배상을 위하여
마땅히 가져야 하는 배상과 대우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것, 피해자의 권리는 진실에
대한 권리 등 피해자의 필요와도 관련됨이10) 국제 인권법 상의 주요 개념으로 인정
되었다.
2006년 유엔 총회에서는 약 16년간의 초안 작업을 통하여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의 피해자의 구제와 배상에 대한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11)을 결의하였는데, 여기서 피해자의 권리 보장의 일반
적인 의무가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 상에 있다고 확인하였다. 이 일반적인 의무는
곧 피해자가 정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실질적인 구제를 제공받을 권리를 보호
하고 보장하는 것을 말하며, 당사국들은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을 존중하고, 그
존중을 보장하며,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 기본원칙은 더 나아가 각 국가가 피해자를 위하여 국내법상의 조치를 할 것을
명시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a)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의 규범을 국내법으로 수용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자국의 국내법에서 이행하는 것, b) 적절하고 효과적인 입법적 및 행정적
기타 적절한 조치를 채택하는 것, c) 원상회복을 포함한 적정하고 효과적이고 즉각적
이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하는 것, d) 국내법이 피해자들에게 최소한 국제 의무가
요구하는 바와 같은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다.

10) Chandra Lekha Sriram et al., Transitional Justice and Peacebuilding on the Ground: Victims and
Ex-Combatants (Routledge,2012) p.4
11)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the Right to a Remedy
and Reparation for Victims of Gros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RES/60/147(Mar. 21, 2006) available at:
http://www.refworld.org/docid/4721cb94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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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유엔 기본원칙은 국제사회가 과거문제 해결에 있어서 “피해자 지향적인” 관점을
취해야 함을 밝혔고, 이것은 전환기 정의 논의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12) 또한 이러한
관점이 국제법상 원칙인 책임, 정의, 법치를 존중하고 인류공동연대에 근거한 것임을
밝혔다. 이 원칙은 국제형사법원 로마규정과 중대한 국제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처우에 관한 국제형사법원의 요건들을 언급하여13), 유엔 각 회원국이 다양한 배상의
형태마련, 피해자를 위한 신탁기금의 조성, 재판 절차상의 피해자 보호와 참여 등의
피해자의 권리들을 인지함을 명시하기도 했다.
국제사회가 전환기 정의의 주요가치를 인권적 견지에서 설명한 것처럼, 통일한국의
전환기 정의 논의도 인권 중심의 관점, 피해자 중심의 접근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환기 정의란 단지 다음사회로의 전환이 아닌, 피해자의 인정, 평화, 화해, 민주
주의에 대한 가능성의 증진을 추구하는 것이며, 통일한국도 이러한 관점에서 변화의
시기를 준비하여야 한다.

3. 전환기 정의 메커니즘
전환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채택된 접근방식은 각국의 상황과,
해결해야 하는 문제의 양상 등에 따라 다른 형태를 취하였다. 각 국가들이 취한 전환기
정의 구현의 방법들에는 대표적으로 형사기소, 진실위원회, 보상/배상 프로그램,
젠더정의, 안전시스템 개혁, 기억보존노력 등이 있다.

12) “The General Assembly convinced that, in adopting a victim-oriented perspectiv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ffirms its human solidarity with victims of violations of international law, including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s well as with
humanity at large,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Id.
13) “The General Assembly noting that the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requires
the establishment of “principles relating to reparations to, or in respect of, victims, including
restitution, compensation and rehabilitation”, requires the Assembly of States Parties to establish
a trust fund for the benefit of victims of crimes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and of
the families of such victims, and mandates the Court “to protect the safety, physical and psychological
well-being, dignity and privacy of victims” and to permit the participation of victims at all “stages
of the proceedings determined to be appropriate by the Court…”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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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기소(Criminal Prosecutions)
형사기소란,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이 있는 개인들에 대한 사법적
조사 및 처벌을 일컫는다. 이러한 사법적 조사에서는 대규모 또는 조직적 범죄에 대하여
가장 많은 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한 조사가 강조된다. 국제법상의 기본적 인권 협약들,
집단살해죄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고문방지 협약 등에서는 국가에게 이러한 범죄를
기소하고 처벌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국제법상 적절한 보상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14) 형사처벌을 통해 과거 범죄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미래에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도록 한다.
가해자의 형사책임을 다루기 위한 사법적 절차는 국내법원 혹은 혼합법원, 국제
법원을 통하여 진행되었는데 이는 각 국가의 정치적 상황 및 능력 등에 따라 다른
형태를 보였다. 특히 그동안 전환기 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형태의 국제
법원이 설치되어 왔는데, 이는 국제법상의 중요한 기준과 보편적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한 개인에 대하여 국내적 상황으로 인하여 처벌이 불가능하더라도, 국제법을 매개로
하여 처벌하겠다는 국제사회의 의지가 표현된 것이다. 국제법원을 통한 개인에 대한
형사 기소는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가 재발하는 것을 막고 사법적 정의를 구현하는 수단
으로서 전통적으로 전환기 정의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그 최초의 형태는 제2차세계대전의 전범을 처리하기 위한 극동군사법원과 뉘른
베르크군사법원으로 본다. 이 법원들 이전에도 전쟁범죄를 규정하고 이를 국제법정
에서 전범을 처벌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으나 전범 인도가 거부 된다던지 국제질서
안정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법적처리가 흐지부지 되었다. 이 두개의 법원
에서는 패전국 행위자들에 대하여 반인도범죄 및 전쟁범죄를 다루었고 전범들을
처벌함으로써 개인의 국제형사책임에 관하여 개념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15)
이 이후 1990년대 광범위한 인종청소 학살행위가 발발함에 따라, 인권범죄의 해결을
위한 구유고형사법원(ICTY)과 르완다형사법원(ICTR)이 특별 국제형사법원으로서 설치
되어 해당국에 있었던 범죄행위의 형사책임을 묻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들 법원은
14) 김수암 외, “한반도에 있어서 과도기 정의 (Transitional Justice)”, (통일연구원, 2014), 31면.
15)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재판은 승전국의 논리로 패전국에 대한 단죄를 하였다는 점에서 ‘승자의정의’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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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안보리의 권한으로서 설립되었다. 또한 코소보특별재판부, 캄보디아 특별법원
(ECCC), 시에라리온 특별법원(SCSL), 동티모르 임시인권법원등에서는 국내법원의
성격과 국제법원의 성격을 함께 갖는 혼합법정이 설치되어 중대한 인권범죄에 대한
사법처리를 담당하였다.
다만 이들 법원들은 특정사건만을 다루기 위한 임시적 형태의 법원이었으므로 중대한
국제범죄를 다루기 위한 국제상설형사법원의 설치가 요구되었다. 따라서 2002년에는
로마 규정을 통하여 국제형사법원(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가 설립되어
현재까지 23개의 사건을 다루었다. 국제형사법원을 설립한 로마규정 전문에서는 이러한
중대한 범죄는 처벌되지 않아서는 안되며, 이러한 범죄를 범한 자들이 처벌받지 않는
상태를 종식시켜야 함과, 각 국가가 이러한 범죄의 예방에 기여해야 함을 선언하였고,
국제범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하여는 형사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 모든
국가의 의무라고 하였다.
이러한 국제범죄의 개념 마련과 형법의 국제화는 대규모 인권유린에도 불구하고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국가의 주요 행위자들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더이상 면죄부를 주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며 전환기 정의 구현의 주요한 수단으로써 작용하였다.
한편, 형사기소를 통한 책임추궁은 개인의 책임을 묻는 것이며 국가의 책임은 개별적인
문제로 다루어진다. 형사기소를 통한 정의 구현 이외에도 궁극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고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
형사기소를 통한 전환기 정의는 ‘응보적 정의’에 국한될 수 있어, 이를 ‘분배적정의’와
결합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었다.16) 국제형사법원(ICC)은 사법처리과정에서 범죄
피해자의 재판 참여 권한 및 피해자에 대한 배상에 관한 규정들을 함께 마련하였다.
국제형사법원은 피해자와 증인이 재판에 참여하여, 이들이 재판에서 진술할 수 있고
견해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법정에 출석하는 피해자 및 증인에 대한 보호, 안전조치,
상담에 관하여도 규정하였다. 피해자 배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보상부분에서
이어 알아보기로 한다.

16) 김수암 외, “한반도에 있어서 과도기 정의 (Transitional Justice)”, (통일연구원, 2014),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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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실 위원회(Truth commissions)17)
진실위원회란 인권침해에 관하여 조사하고 보고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는 조사
기구를 말한다. 진실위원회는 많은 나라들에서 전환기 정의 메커니즘으로 사용되었
는데, 주로 국가의 공식적 기관으로 설치되어 인권침해의 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안을 하는 기능을 하였다.
진실위원회는 사실을 발견하고, 과거의 인권침해의 근본원인과 사회적 결과를 확인
하기 위한 비 사법적 조사기관이다. 사법적 성격의 기구는 아니지만, 사법적 해결의
기반이 되는 사실에 관한 조사를 수행하고, 잔혹행위의 피해자의 증언에 초점을 맞추어
생존자와 고통에 대한 인식과 인정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의 조사결과와 권고사항은 과거의 인권침해를 시정하고 이것이 재발하지 않도록
막는 형사기소, 배상, 제도적 개혁과정에 두루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진실
위원회는 분열된 사회에 다시금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진실추구활동은 조사, 기소, 배상 등 다른 전환기 정의 수단을 이끄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진실위원회의 기능은 점진적으로 발전하여 점차 더욱 많은 종류의
위반행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물리적 범죄를 넘어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위반과, 여성, 어린이, 원주민 등에 대한 특정한 문제를 살피기도 한다.
이러한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진실위원회의 설치는 라틴아메리카로부터 시작되어
국제적으로 전환기 정의 노력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다. 2011년 초까지 총 40여개의
진실위원회가 과거사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창설되었고, 이들 진실
위원회는 구체적으로 증거를 보전하고, 기록을 편찬하며, 주요 정치행위자와 피해자들을
인터뷰하고, 국가정보의 공개 및 출판, 보고서와 권고사항등의 제공하는 등의 활동을
수행하였다. 정부가 진실위원회를 설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나 옴부즈맨
등의 공식기구를 통해 제한적인 공식조사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시민사회나
종교단체, 피해자단체등을 통하여 진실추구활동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다.

17) ICTJ(International Center for Transitional Justice) 홈페이지 참조. available at:
https://www.ictj.org/our-work/transitional-justice-issues/truth-and-mem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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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상/배상 프로그램(Reparations Programs)
보상/배상 프로그램은 과거의 인권침해의 물적, 도덕적 손상의 복구를 돕는 국가
지원 계획을 말한다. 즉 피해자들에게 물질적 및 상징적인 혜택을 분배하는 것이다.
이러한 보상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금전적 배상과 몰수된 재산을 회복하는 방법, 연금
제공 등의 방식으로 장기적인 사회보장을 하거나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하며 공식적 사과의 행위를 동반하기도 한다.
국제법은 “‘의무의 위반은 적절한 형태의 보상을 할 의무를 수반한다’18)는 것은 국제
법상 원칙이다”19)라고 하여 전통적으로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국가간 책임에
의거하여 국가에 배상의무를 주었다. 하지만 자국민에 대하여 국가가 저지른 잘못은
기본적으로 국내문제이며, 외국인에 대하여 행한 잘못에 대하여는 그 외국이 외교적
보호권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때 그 책임이 비로소 발생한다는 것이 국제적
으로 보호되는 인권에 대한 선언이 있기 전까지의 국제법의 일반적인 입장이었다.20)
그러나 2차세계대전 이후, 유엔의 설립을 통하여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들이
마련되면서 인권은 더 이상 배타적인 국내 관할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고, 반복되는
인권의 중대한 침해행위에 대하여 국제적 개입을 보장하게 되었다.
이후 국제인권법은 점진적으로 인권침해의 피해자의 권리를 인정해나가기 시작하였고,
국내법원과 국제적기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국제법상의 인권에 관한
규범화의 결과로 피해자에 대한 구제와 보상의 권리의 법적 근거는 국제인권법 문헌
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게 되었고 현재는 국가들에 의해 널리 인정되고 있다. 피해
자가 배상 받을 권리에 대하여 정한 국제인권조약상의 대표적인 규정들은 세계인권
선언 제8조2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22), 인종차별철폐협약
18) “Article 31 Reparation 1. The responsible State is under an obligation to make full reparation
for the injury caused by the internationally wrongful act.”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2001), Supplement No.
10 (A/56/10) available at: http://www.refworld.org/docid/3ddb8f804.html
19) Factory at Chorzow (Germ. v. Pol.), 1927 P.C.I.J. (ser. A) No. 9 (July 26) available at
http://www.icj-cij.org/pcij/series-a.php?p1=9&p2=1
20)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Rule-of-law tools for
post-conflict states”, Reparations programmes, (2008)
21) “제8조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해 부여된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권한을 가진
국내법원으로부터 유효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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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23), 고문방지협약 제14조24), 아동권리협약 제39조25)등이 있다. 국제인도법 규정
에도 1907년 육상전의 법규 및 관례 에 관한 헤이그 협약 제3조,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 제91조

26),

국제형사법원에 관한 로마규정 제68조27) 및

제75조28) 등이 피해자가 배상 받을 권리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보상은 사건에 대한 사법처리와 결합한 형태로 실현되기도 하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예는 국제형사법원(ICC)에서 재판과정의 피해자의 참여와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다. 국제형사법원은 피해자의 배상에 대해 별도로
규정함을 통해 피해자들이 사법절차를 통하여 인과응보의 정의가 실현될 뿐 아니라
어느 정도의 피해가 복구를 통하여 균형적인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다. 로마규정
제75조는 피해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금전 배상, 복권 등의 보상책을 마련하여 기소된
형사범에 대하여 유죄가 확정된 후 보상신청 및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고,
법원이 피해자 보상을 명령한 경우 제79조29)상 마련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을 위한
22) “제2조 3.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다음의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a)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또는
자유를 침해당한 사람에 대하여 그러한 침해가 공무 , 집행중인 자에 의하여 자행된 것이라 할지라도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받도록 확보할 것.”
23) “제6조 체약국은 권한 있는 국가법원 및 기타 기관을 통하여 본 협약에 반하여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인종차별행위로부터 만인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구제하며 또한 그러한 차별의 결과로 입은 피해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공정하고 적절한 보상 또는 변제를 구하는 권리를 만인에게 보증한다.”
24) “제14조 당사국은 자기 나라의 법체계 안에서 고문행위의 피해자가 구제를 받고, 또한 가능한 한 완전한 재활수단을
포함하여 공정하고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실효적인 권리를 보장한다. 고문행위의 결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부양가족이 배상받을 권리를 가진다.”
25) “제39조 당사국 정부는 무력분쟁과 고문, 학대, 폭력 등을 경험한 아동의 신체적, 정신 회복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26) “제91조 책 임. 제협약 또는 본 의정서의 규정을 위반하는 충돌당사국은 필요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불 할
책임이 있다. 동 당사국은 자국군대의 일부를 구성하는 자들이 행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7) “제68조 피해자(victims) 및 증인(witnesses)의 보호와 절차 참여.1.법원은 피해자와 증인의 안전, 신체적․정신적
안녕, 존엄성 및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그렇게 함에 있어서 연령, 제7조 제3항에
정의된 바와 같은 성별, 건강 및 범죄의 성격을 포함한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하며, 범죄의 성격을 고려함에
있어서는 성폭력, 성별 폭력 또는 아동에 대한 폭력이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 유의하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소추관은 특히 이러한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동안에 이러한 조치를 취한다. 이 조치들은 피고인의
권리와 공정하고 공평한 재판을 침해하거나 이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된다.”
28) “제75조 피해자에 대한 배상(Reparations to victims) 1.법원은 원상회복, 보상 및 사회복귀를 포함하여 피해자에
대한 또는 피해자에 관한 배상의 원칙을 수립한다. 이를 근거로 법원은 그 판결에서 피해자에 관한 또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손실 및 피해의 범위와 정도를 신청에 의하여 또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때 법원이 근거로 삼은 원칙을 명시한다. 2.법원은 원상회복, 보상 및 사회복귀 등을 포함하여 피해자에
대한 또는 피해자에 관한 적절한 배상을 명시하는 명령을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게 직접 내릴 수 있다. 적절한
경우, 법원은 제79조에 규정된 신탁기금을 통하여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명령할 수 있다.”
29) “제79조 신탁기금(Trust Fund) 1.법원 관할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하여 당사국총회의 결정으로 신탁기금을
설립한다. 2.법원은 벌금 또는 몰수를 통하여 징수한 현금 및 기타 재산을 법원의 명령에 따라 신탁기금으로
귀속되도록 명령할 수 있다. 3.신탁기금은 당사국총회가 결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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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피해자를 위한 신탁기금(Trust Fund for
Victims)은 2004년 로마규정 제79조에 따라 당사국총회에 의해 설립되었고 법원
에서 분리되어 있는 기금이다. 기금의 목적은 대량학살, 반인도범죄, 전쟁범죄로 인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구현하는 것으로, 법원의 배상명령을 구현
하는 것과,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 심리적, 물질적 지원을 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이 피해자를 위한 신탁기금은 피해자로 하여금 사회 내의 품위 있고
기여 적인 삶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을 돕고, 사회에는 회복적 정의와 화해를 촉진함
으로써 지속가능하며 장구한 평화 실현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30)

(4) 젠더 정의(Gender Justice)
전환기 정의에 있어 젠더 정의의 구현은 성폭력에 대한 처벌 및 인권침해의 구제에
있어서 여성의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고자 하는 노력을 의미한다. 성별을 기반으로 한
폭력에 대하여 전환기 정의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자주 이러한 폭력이 분쟁 상황에
발생한 불행으로 치부되어버리고, 분쟁 이후 사회에서 이러한 범죄에 대해 처벌받지
않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전환기 정의 메커니즘을 통한 젠더 정의 실현은 폭력에 대응
하고 광범위한 불처벌문제를 직면하며, 여성의 리더쉽을 향상하고 여성의 사법시스템에
대한 접근성과 기본적인권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젠더부문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환기
정의 분야에서의 젠더부문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국제법의 성별기반폭력에 대한
눈에 띄는 발전과 여성, 평화, 안보에 대한 유엔안보리결의등은 아직 전환기 정의의
젠더정의 문제에 일관성 있게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젠더정의에
대한 도외시는 결국 여성뿐 아니라 남성의 사법시스템에 대한 접근도 제한하는 영향을
주며, 처벌을 받지 않는 관행이 깊이 자리잡도록 하는 위험이 있다. 또한 배상프로그램의
범위를 제한하고, 역사적 기록을 왜곡하며 전환기 정의 계획의 합법성을 훼손할 수
있다.31)
30) ICC(International Criminal Court) 홈페이지 참조. available at:
https://www.icc-cpi.int/about/how-the-court-works/Pages/default.aspx#legalProcess
31) ICTJ, “Gender, and Transitional Justice, The International Center for Transitional Justice”, (2010)
available at: https://www.ictj.org/sites/default/files/ICTJ-Global-Gender-Justice-2010-English.pdf

56

   통일 법제 마련에 있어 국제법상 전환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 구현의 필요성

(5) 안보 시스템 개혁(Security System reform)
안보시스템 개혁은 군, 경찰, 사법부 및 관련 국가기관의 변화를 추구하여, 과거
억압과 부패의 도구였던 것을 공공서비스 및 진실성의 도구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다.
전환기 정의의 안보시스템개혁은 대규모 인권침해를 겪은 국가의 국가건설과 민주화,
평화구축에 기여한다. 전환기 정의의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는 ‘평화구축(Peacebuilding)’
으로, 평화 구축은 정치적이기도 하면서 매우 기술적인 분야이다. 평화구축 과정은 국가
기관의 재건, 안보 분야의 개혁, 무장해제, 동원 해제 및 사회 재통합(DDR, Disarmament,
demobilization and reintegration), 법치의 실현 등을 포함하며, 이러한 과정은 전환기
정의 추구의 노력과 상당부분 겹쳐지는 분야이다.32)
안보시스템은 모든 민주주의국가에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이 되지만,
분쟁 이후 환경에서는 경찰, 군대, 비밀경찰, 정보기관, 무장반군단체, 민병대 등이
심각하고 조직적인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기관들인 경우가 많다. 안보시스템의 조직
개혁과 개편은 이와 같은 기관들이 법치주의와 국민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긴급한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치적 또는 안보적 상황에 따라 그 시스템의 개혁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분야일 수 있다.33)

(6) 기억 보존 노력(Memorialization efforts)34)
인권침해의 피해자는 잊혀져서는 안되며, 국가는 그 범죄의 기록을 보존할 의무가
있다. 기억 보존의 노력은 희생자에 대한 대중의 기억을 보존하고, 과거의 인권침해에
대한 도덕적 인식을 향상시켜 그 재발에 대한 보루를 구축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기억보존노력은 중요 장소에 대한 보존, 기념관, 박물관, 기념 활동 등을 통해서 행해
진다. 그 예로는 과거의 군사독재의 역사와 문서들을 보존한 칠레의 ‘인권과 기억
32) Chandra Lekha Sriram et al., Transitional Justice and Peacebuilding on the Ground: Victims and
Ex-Combatants (Routledge,2012) p.4
33) Laura Davis, “Transitional Justice and Security System Reform”, (2009) p.7. available at
https://www.ictj.org/publication/transitional-justice-and-security-system-reform
34) Judy Barsalou and Victoria Baxter, “The Urge to Remember: The Role of Memorials in Social
Reconstruction and Transitional Justice”, Stabilization and Reconstruction series, No. 5 (2007),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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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the Museum of Memory and Human Rights)’, 현재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헌법재판소로 쓰이는 구 감옥 건물인 요하네스버그의 ‘Constitution Hill’, 1970년대
군사독재로부터 시작되어 매년 계속되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3월 24일 시위와 같은
기억의 활동, 1980-90년대 페루내전 중에 사망 또는 실종된 15,000여명의 피해자들을
기억하기 위하여 뜬 ‘희망의 스카프(Scarf of Hope)’ 프로젝트 등을 들 수 있다.35),36)
기억 보존은 분쟁과정에서 고통받거나 사망한 피해자들을 기억하고자 하는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며, 과거를 검토하고 현대의 문제는 무엇인지 확인하는 수단이 된다.
기억보존활동은 폭력적인 분쟁이 끝난 후에 사회적 회복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부당한 처우와 희생, 불의, 차별에 대한 응보의 필요성을 확고히 하기도 한다.
이러한 기억 활동과 기록들은 나아가 과거를 부인하는 것을 막고 잘못된 행위의 반복을
방지하는 필수불가결한 교육의 기제가 된다.
이와 같은 기억보존과정은 분쟁이 시작되기 전, 분쟁 중, 분쟁 종료 이후 전체에
걸쳐 발생할 수 있으며, 분쟁의 단계, 기억의 주체, 분쟁 이후의 사회의 모습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현실적으로는 기억 보존은 사실상 힘이 있는 자들의 의지를
반영하게 되므로 어떠한 의미에서 기억보존이란 고도로 정치화된 과정이기도 하다.
기억보존작업의 전환기 정의 메커니즘으로서의 중요성은 과소평가 되어 간과되기도
한다. 그러나 전환기 정의의 국제적, 국내적 수단들에서, 특별히 형사기소과정과
진실위원회에서의 활동에 기억보존작업을 통합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들을 놓치는
것은 결국 전환기 정의노력과 평화구축을 위태롭게 한다.
전환기 정의 메커니즘에서 형사기소를 위한 법원과 진실위원회 등의 임무 또한 사실
상 문서를 수집하고 역사적 진실을 구성하는 자료들에 의해 그 성패가 달려있으며,
이들 법원과 진실위원회가 수많은 자료들을 수집하고, 관리하고, 가치를 끌어내는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억보존작업에 관여한 사람
들이 접근하여 이러한 임무들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이러한 협업을 통하여 진실위원회가 발견한 실체적 진실들을 토대로 미래세대가 과오를
35) ICTJ(International Center for Transitional Justice) 홈페이지 참조. Available at:
https://www.ictj.org/our-work/transitional-justice-issues/truth-and-memory
36) Dan Collyns, “Scarf of Hope to remember Peru's missing”, BBC News, 30 August 2010 available
at:http://www.bbc.com/news/world-latin-america-11126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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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하지 않고 과거의 교훈을 잊지 않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과 기념프로젝트로
이어나가는 선 순환적 작용이 가능하다.
성공적인 기억보존작업은 또한 많은 분야의 전문가들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전환기
정의 전문가, 역사학자, 박물관 디자이너, 대중예술가, 심리외상전문가, 인권활동가 등
전통적으로 함께 일해보지 못하였거나,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되는
분야의 협업을 필요로 한다. 시민사회의 참여는 기록보존 활동에서 국가가 그 의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촉매제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37) 이러한 기억보존에는 외부 행위자
들인 국제 비정부기구, 평화유지군, 인도주의단체 등이 기술적, 재정적으로 중요한
도움을 주거나 우연히 개입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기억보존작업은 결국 국내
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과정이다.

Ⅳ. 통일법제 마련에 있어서 전환기 정의 개념의 검토
그렇다면 앞으로의 통일 법제 마련에 있어서 이러한 전환기 정의 메커니즘의 의미는
무엇인가? 각 법 부문에서 준비하고 고민하여야 할 문제들은 무엇이 있으며 어떠한
방식으로 전환기 정의 메커니즘의 도입이 가능한지 각 분야별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통일헌법과 전환기 정의
전환기 정의의 개념은 가장 크게는 통일 헌법적 측면에서 수용 될 필요성이 있다.
헌법이란 한 국가의 새로운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고 제시한다는 점에서 통일한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뼈대가 되는 법제임에 틀림없다. 과도기를 겪은 국가들의 경우
헌법을 통하여 국가 주권과 자결권의 제창, 과거사 해결의 의지 표명, 새로운 인권 개념의
정립 등을 하고 이로써 국가의 정당성 및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헌법을 통하여
역사적인 유산과 잊어서는 안될 가치를 새기고 헌법제정과정에 국민들의 염원을 반영
37) ICTJ(International Center for Transitional Justice) 홈페이지 참조. Available at:
https://www.ictj.org/our-work/transitional-justice-issues/truth-and-mem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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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통해 새롭게 들어서는 정권 및 체제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불러일으키고 다양한
이해관계에 있는 국민을 통합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특별히 시스템의 변화를 동반한
공산주의 국가들의 전환기에서는 헌법이 미래지향적인 도구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Gross(2014)는 헌법이 다섯가지 측면에서 전환기 정의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였다. 먼저, 헌법제정작업 자체로서 국가간 화해와 통합의 과정이 될 수
있으며, 둘째, 헌법은 평등에 관한 규정들을 포함하여 국가의 성격을 규정하며, 셋째,
헌법은 과거와, 역사, 공동체의 집단기억에 대해 고민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넷째,
헌법은 재산과 토지에 관한 권리를 정의하고, 다섯째, 헌법은 사회적, 경제적 권리를
규정하는 역할을 통하여 전환기 정의를 발전시킨다.38) 따라서 헌법을 통한 전환기 정의
구현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며, 전환기 정의 발전의 효과적인 도구가 된다.
헌법은 전환기 정의 수단의 실행에 대한 권원을 포함하거나, 적어도 전환기 정의
수단이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인종차별을 종식하기 위한 협상의 일환으로 임시헌법을 제정하기도 하였고, 1994년
제노사이드 이후 제정된 르완다 헌법은 과거의 인권침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해결되어야 하는지 선언하기도 하였다. 반대로 헌법은 전환기 정의문제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을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가 국제법상의 의무를 따라야 하고, 주요
국제범죄에 대한 불처벌을 피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인식하는 내용을 일반적으로 포함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헌법이 국제법이 국내에 적용됨을 선언함으로써 정부가 과거
사를 해결해야하는 의무를 간접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전환기 정의와 헌법규범과의
교차점은 각 국가의 법질서와 과거의 과오를 처리하고자하는 역사적시기에 따라 매우
달라질 수 있다.
새로운 헌법에 전환기 정의에 관한 가치를 넣는 것은, 전환기 정의 논의에 관한 이후의
법적 사회적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초가 되기도 한다. 법률들의 변화가 있을 때, 성문
헌법은 국가의 근본적인 가치들을 표명한 최고법으로써 이에 위반한 법률들은 법으로써
기능할 수 없다고 선포하는 역할을 한다. 즉, 헌법은 국가공동체가 따라야 하는 다른
38) Aeyal M. Gross, “The Constitution, Reconciliation, and Transitional Justice: Lessons from South
Africa and Israel”, Stanford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004),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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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법률 위의 가장 근본적인 법이 무엇인가를 이야기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통일한국의 헌법 마련에 있어서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현실을 기억하고, 이에 대한
치유의 의지를 통일한국의 중요한 정체성으로 선포하는 것은 다른 통일법제들에게
중요한 기준이 되며 이러한 논의를 발전시킬 기반이 된다.
전환기 정의 구현을 위한 수단들(형사기소, 진실위원회, 배상, 기관의 개혁 등)이
마련되는 경우에도, 그 적법성은 헌법의 해석에 따르게 된다.39) 헌법은 이후 국가의
전환기 정의 계획의 합법성을 판단하는 기준 및 근거가 된다. 계획의 세부적인 내용들은
법률이나 규정, 행정청의 권한을 기반으로 마련되며, 이들 기관의 작용의 합법성은
헌법상의 권력분립의 내용 및 헌법상 각 정부기관들에게 부여된 기능과 권한과 많은
관련이 있다. 예를 들면, 국가의 헌법의 명문에 따라,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특정한 개인에 대한 형사기소를 명하는 것은 헌법 위반일 수 있고, 어떠한 경우에는
사법기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러한 요청은 헌법에 위배
되는 행위가 아닐 수도 있다. 최근에는 많은 국가들이 국가 최고법원에게 전환기 정의
수단들의 헌법적 합치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기도 하다.40)
헌법 마련 과정에 있어서 인권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관을
헌법에 마련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전환기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수단의 대부
분은 사실상 특정한 법률과 행정법령들에 의해 실현되지만, 헌법은 이것을 위한 첫번째
발걸음으로서 과거사문제 해결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기관들을 설립하는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다.41)
이렇듯 전환기 정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헌법의 역할이 매우 중요
하며, 전환기 정의 구현을 위한 기관들의 설치와 기관들 사이의 권한 및 역할 분배에
관하여는 통일헌법 준비단계에서 사전에 논의되어야 한다.

39) 앞서 밝혔듯이, 이들 전환기 정의 수단의 필요성은 헌법적 권한부여 때문이라기 보다는 국제법상의 의무 때문이다.
국제법은 고문, 전쟁범죄, 반인도 범죄를 구성하는 대규모의 만행의 유산에 대한 국가의 확정적 책무가 있다고
보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기소, 진실확보의 과정, 배상과 기관개혁등은 정책의 영역에
속하게 된다.
40) Juan E. Méndez, “Constitutionalism and Transitional Justice”, The Oxford Handbook of Comparative
Constitutional Law (2012) p.1273.
41) Id. at 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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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법시스템과 전환기 정의
북한정권의 주민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문제에 대하여 사법시스템을 통하여 정의를
구현하는 방안은 통일법제 마련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하는 부문이다. 북한
체제에 변동이 오는 경우 국제사회의 주도로 국제법원에서 형사기소되거나, 국내적
으로 사법처리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며, 국내법과 국제법상의 근거를 모두 토대로
하여 국내적 성격과 국제적 성격을 모두 갖는 혼합법원을 설치하는 방안도 많은 가능
성이 있을 것이다. 다만 어떤 방식의 형태를 취하던지 통일한국은 주요 당사자 내지
이행의 행위자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따라서 전환기 정의와 관련하여 국제인도법과
국제형사법의 이론과 시스템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시스템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키우는 것과 피의자의 권리보장과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것도 이후 대한민국이 주도적이고 신뢰성 있게 이 과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요한 준비이다.

(1) 국내법원을 통한 전환기 정의
대한민국은 민주적인 사법시스템이 잘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므로 대한민국
중심의 통일과 정부 이양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국내적인 사법절차를 통하여 형사
기소 및 처벌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관련문제에 대한 검토 및 대비가 필요
하다.
사회통합을 위하여 형사처벌 대상을 어디까지로 한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전환기를
거친 많은 나라에서 첨예한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갈등을 종식하고 국가적 화해를
하기 위하여는 인권탄압자들에게 사면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국제사회는
기본적으로 불처벌(impunity) 금지의 원칙을 취하고 있다. UN과 국제적십자 위원회
등은 전쟁범죄자 및 기타 심각한 범죄자에 대한 사면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국민화합을 명분으로 수사나 기소를 하지 않는다거나 정치적 편의에 의해 사면을
하는 행위, 범죄인의 지위에 따라 면책을 주는 행위 등은 국제법상 인정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국제법은 이러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하여는 시효도 적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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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시에도 이러한 범죄의 처벌에 대하여 국제법상 불처벌 금지의 원칙을 취하여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들이 권력에 계속적으로 접근하여 또다른 불신과 분열을
낳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으로서 온전한 정의가 실현
된다고도 할 수 없으며, 북한 정권 초기로부터 거슬러올라가 가해자의 책임을 규명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체제 하의 모든 가해자를 다 찾아내는 것 또한 불가능할
수도 있다. 북한의 경우에는 정치적인 이유로 고위층의 가해자였던 자가 숙청을 통하여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가해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나 타국으로 망명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처벌의 범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체제 하의 단순
행위자들에 대한 처분과 이들의 사회 흡수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사법적 처리에
수반하는 사실조사와 소급적용의 근거법을 마련하는 형태와 기준에 대한 연구도
필수적이다.

(2) 국제 형사법원을 통한 전환기 정의
북한의 국제평화를 해치는 사건들과, 정치범 수용소등의 심각한 인권문제에 대하
여는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고, 북한 정권의 인권침해문제에 대하여 김정은
등 지도층의 책임을 물어 국제형사법원을 통해 기소하는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계속적
으로 제기되고 있다. 로마규정상 국제법상 면제를 향유하는 공적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개인의 형사책임으로부터는 면제시켜주지 않는다.
북한은 현재 로마규정의 당사국이 아니므로 유엔 안보리로부터 국제형사법원에
사건이 회부되는 방식이 주로 논의되고 있다. 비슷한 경우로, 국제형사법원은 안보리의
회부를 통해 로마규정 비 당사국인 수단 다르푸르와 리비아 사태에 대하여 지도자의
형사책임을 조사 한 바 있다. 다만 안보리의 결의에는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
등의 동의가 필요한데,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제법원을 통하여 형사기소가 되는 경우에도, 증거의 조사, 재판지, 통역 등에는
한국의 인력들이 상당히 필요하며 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국제법원을
통하여 범죄에 대해 다루게 되는 경우라도 국제법원에서의 절차들, 법령의 해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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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방법에 대하여 연구하고 대비해야 한다. 국제형사법원에서 처벌된 자들의 시설
수용문제와 국내적인 과거사 문제 처리와의 조화 문제도 중요한 이슈이다.
또한 국제형사법원(ICC)에서 처벌하는 범죄의 시효는 법원 설치 이후인 2002년 7월
이후의 범죄 만을 처벌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현재의 김정은 정권 및 일부 김정일
정권의 과오에 대하여는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몰라도, 국제형사법원을 통하여 과거
김일성 정권이나 김정일 정권 초기에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경우에 시효를 벗어나는 범죄에 대한 특별법정의 설치, 또는 혼합
법원이나 국내법원을 통한 처벌 등의 방법 등을 미리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3) 기타 사법분야 관련 문제
형사사법적 처리는 반드시 필요하나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
해야 한다. 사법시스템을 통하여 인권침해행위에 책임 있는 자들을 처벌하여 정의를
구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이것은 실체적 진실 규명과 피해자의 신원 등에도 많은
관련이 있으나 이는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
법원은 구체적인 진실을 규명하여 알리거나, 피해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이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는 데는 가장 적합한 기관이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통일 과정에서
사법적 수단 뿐 아니라 다른 메커니즘들을 총체적이며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사법적 처리 과정에서 승자의 논리로서 처벌에 급급하거나 정치적 숙청을 위한 수단이
되지는 않는지, 또다른 형사소송상 보장된 권리의 침해를 낳지는 않는지도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과거 정권에 의하여 부당하게 범죄자로 규정되었던 사건에 대하여는 사면이나
재심 등의 과정을 통하여 명예를 회복하여 주는 것, 새로운 통일법정에서의 관할권
문제 및 배상의 문제도 관련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들을 미리 종합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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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자배상 관련 법제와 전환기 정의
통일 후 인권침해 및 피해에 대하여 보상 및 배상을 하는 것은 전환기 정의 구현을
위한 중요한 수순이다.
국제법상 피해를 배상하는 일차적인 방법은 원상회복이며, 원상회복이란 피해가 있기
전 상태로 최대한 돌려놓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국가에 의하여 몰수된 재산이 있거나
명예가 훼손된 바 있다면, 이를 반환하고 복직 또는 복권 하는 방법으로 피해 이전
상태로 최대한 돌려놓아야 한다. 그러나 원상회복이란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니다.
고통받은 세월은 다시 돌려 놓을 수 없으며, 신체적 훼손이 있었거나 특히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금전적인 배상이나 기타 비금전적 배상방법
으로서 최대한 그 고통을 보상하여 주고자 할 수 있다.
보상과 배상에 있어서 배상책임이 가해자 개인에게 있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국가의
책임을 근거로 국가가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배상하는 형태가 된다. 따라서 통일 이후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위한 재원마련방식과 보상의 방법이나 규모에 대하여 미리 준비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배상문제는 통일법제에서의 재산권의 규정이나 토지제도 개혁의
문제와 첨예한 관련성을 가지게 된다. 배상을 위한 재원 마련 방식으로는 불법행위자
들의 해외 계좌 등이나 호화 물품 등 가해자들의 개인 재산들을 몰수하여 배상금으로
활용하는 문제도 가능한데,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나 활용 방식에 대한 고민도 필요
하다.
금전적 배상에 병행하는 수단으로서 혹은 금전적 배상이 불가능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경우의 비금전적 배상에는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주거 또는 토지를 제공하는 방법, 교육의 기회나 취업의 기회에 혜택을 주는 방법
등이 있다. 이들 수단은 금전적인 배상이 가능한 상황에서 이를 대체하거나 손쉽게
하기 위한 방법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 반대로 어느 정도의 금전적 배상이
완료되었으므로 과거 정권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완료되었다고 보는 태도도 적절하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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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 정의의 목적은 결국 피해자의 인권을 회복하고, 다음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인권이 적절히 회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비 금전적 수단
들을 동원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심각한 트라우마를 치료하기 위한 상담과 치료, 오랜
구금이나 기근 상태로 인하여 저하된 건강회복을 위한 의료 시스템도 배상의 한 방법
으로 준비하여야 하며, 직접적 피해자 이외에 심각한 인권침해를 목격한 간접적 피해
자에 대한 치료나 배상의 문제와 피해를 입은 공동체에 대한 접근, 더 넓게는 사회
전반에 대한 치유와 회복의 방안도 배상 법안 마련과 함께 고민되어야 할 문제이다.

4. 정부기관 및 제도 개혁과 전환기 정의
전환기 정의 구현의 목적이 곧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며 청산하여 다음 사회로의 이행을
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잘못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전환기
정의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국가의 제도와 기관의 개편은 이들 기관이 인권을 존중하고, 법치주의에 뿌리
내리며, 주민들에 대한 책임을 가지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개편을 통한 전환기
정의는 가해자 개인들에 대하여도 책임을 묻는 역할을 하며, 잘못된 인권침해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한다.
과거의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만으로 현재의 정의가 실현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적인 청산과 변경이 필요하다. 제도 및 조직
적인 개편에는 그 안에 흐르는 의식의 변화와 잘못된 관행의 금지, 부패의 척결 등도
따라야 한다. 특히 정권을 호위하기 위한 잘못된 법률들을 폐지하고, 권력을 위한
잘못된 사법적 판결, 행정적 결정 및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법과 질서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과 제도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수단으로 오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별히 경찰, 군, 사법부와 같은 공공기관들은 조직적인 인권침해와 억압의 도구가
되었던 예가 많다. 민주적인 정부로의 전환기에, 이러한 기관들의 개혁과 개편은 매우
중요하다. 북한의 경우는 체제의 상당한 부분을 군대라는 체제를 활용하여 운영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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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군 시스템을 개혁하고, 군대와 정부가 분리되어 군대가 폭력을 사용하여 권력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 사회 전반에서 많은 직업적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기존의 군인 집단에 대하여 동원해제 하고, 시민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기존 체제 내에 있었던, 또한 새로 유입될 공무원과 기타 직원들에 대하여 적용되는
국제인권법 및 국제인도법의 기준들에 대하여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며,
공무를 수행했던 개인에 대하여는 검증을 통하여 학대나 부패행위에 가담했던 개인이
공공서비스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기관 내에 공개적인 감독기구를
설립하여 국민에 대한 책무를 다하고 투명성과 그 권한을 위반함이 없는지 계속적으로
지켜볼 수 있는 시스템을 법률상으로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기관의 구조 자체를
재조정하여 독립성과 합법성을 증진시키고, 책임을 부여하며, 원 목적대로 주민의
필요에 반응하도록 하는 것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기관이 공식적인
사과와 기념 등의 상징적인 조치들을 수행하고 시민들과 공공기관간의 신뢰를 구축
하는 프로세스를 위한 법안의 마련도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5. 기억보존 및 교육관련 법제와 전환기 정의
(1) 기억보존과 전환기 정의
북한정권의 인권침해와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역사에 기록하며 기억하는 전환기 정의
작업에 대한 법제 마련은 국민과 정부로 하여금, 또 더 나아가 국제사회에 대하여 이것이
잘못된 행동임을 알리며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이러한 기억과 기록 작업은 통일이전에도 가능한 것인데, 다행히도 북한인권법의
시행으로 대한민국정부가 직접 북한정권의 인권침해사례를 기록하는 작업이 가능해
졌다. 북한인권법의 시행으로 통일부 안에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설치되고, 이 센터는
탈북자 등을 상대로 인권 침해 사례를 모아 이 기록을 3개월마다 법무부에 설치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넘기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 기록들은 향후 북한 집권층의 인권
범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목적으로 보관되게 되며 이는 향후 전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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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구현의 사전작업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이 북한인권법의 시행령
마련과 향후 실행에 있어서 인권기록의 수집, 보존 및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이것이
향후 피해자의 구제와 책임자들의 처벌에 잘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잘 마련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북한인권법이 북한 정권에 대한 압력으로서 기능
하는데 그치지 않고 전환기 정의 구현의 기반을 닦고 논의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통일 이후에도 이 기록 작업이 이어져 기록 보존소들을 마련하고, 피해자의
증언들을 보관하며, 주요한 역사적 장소들을 보존하여 교훈으로 삼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로 체제 전환 직후에는 사법적 처리를 중심으로 책임을 묻고, 이후 차츰 사면과
피해자에 대한 배상, 기록과 기억작업, 사회일반에 대한 교육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각 전환기 정의 구현의 수단들간에는 매우 유기적인 관련성이
있어 이전 단계의 수행에서 전환기 정의 구현의 방법과 가치를 총체적으로 고민하여
대비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전 단계가 다음단계의 이행 내용을 제한하거나 축소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통일준비에 있어서도 전환기 정의 메커니즘 중
가장 주목되어 논의되고 있는 사법적 정의 부문 뿐 아니라, 다른 전환기 정의 구현수단들
간의 상호관련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유기적인 법제마련이 되도록 해야 한다.

(2) 교육과 전환기 정의
기록된 내용과 기억의 장소들에 사회일반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과오를 알리고,
후속 세대에 대하여는 토론이 가능한 역사적 교육을 통하여 사회를 세워가는 것은
미래의 통일한국을 위하여 중요한 전환기 정의 작업이다. 국가는 자국의 또는 자국
민의 범죄사실은 인정하지 않고자 하거나 기록을 정확히 남기지 않으려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독일의 예를 보면, 독일은 학생들에게 역사적 과오를 부정하지 않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됨을 가르쳤고, 독일이 과거 역사에 대해 가졌던 이러한
태도가 지금의 독일과 국제사회의 모범이 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만들었다. 이러한
역사교육은 훗날 독일 국민들에게 자긍심이 되었는데 그것은 독일이 훌륭한 역사를
가져서가 아니라, 과거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반성할 능력이 있다는 것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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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권하의 인권침해의 피해자들은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무엇이 부당한
대우였으며 반복되지 않아야 하는 것인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가해자들과 간접적인 가해자들, 사회 구성원들의 경우에도 인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회 전반이 인권과 법치의 가치를 이해하도록 돕고, 과거
인권침해의 가해자와 공적기능을 담당하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국제인권법과 국제
인도법의 교육을 통하여 과거의 과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교육이 새로운
통일 사회가 어떠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더 나은 사회로의 이행을 가능하게 할 것인지
계속 적으로 고민하는 토론의 장으로서 기능하도록 통일법제가 뒷받침 해야 한다.

Ⅴ. 결론
국제사회에서는 전환기 정의 메커니즘을 통하여 전환기를 거치는 국가를 실질적으로
회복시키고 정의를 재건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다. 이것에 비하여
대한민국은 그동안 많은 과도기의 역사적 경험이 있었고, 앞으로도 통일이라는 중대한
과도기 및 전환점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환기 정의의 개념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였다.
통일법제 논의에 있어서도 각 법률에 대한 논의가 개별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고,
각 개별법률과 전환기 정의 메커니즘의 관련성에 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소고는 각 개별법의 법제통합노력에 앞서서 함께 검토되어야 하는 전환기 정의에
대해 소개하여, 통일법제마련에 있어 부족하나마 논의의 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전환기 정의에 관한 논의는 각 분야의 법학자, 법률가들의 참여로 계속적으로 발전
하여 향후 마련될 통일 법제들은 전환기 정의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통일한국에
실질적 치유를 가져 오는 법과 제도가 되어야 한다.
전환기 정의 문제를 통일과정에서 꼭 다루어야만 하는 이유는 다른데 있지 않다.
전환기 정의가 실현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한반도에서 앞으로 살아갈 사람들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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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전환기 정의는 특별한 양식의 정의가 아니며, 만연한 인권침해의 시기 이후 사회를
바꾸기(transforming) 위한 목적의 정의를 말한다. 전환기 정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
하지 못한 사회에는 아픔과 슬픔, 분열과 불신이 남게 되며, 그렇다면 통일한국에 살아
갈 세대에게 통일은 선물이 될 수 없다.
통일을 하고자 한다면, 이것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에서 출발해야만 한다.
북한의 인권문제가 치유되고 분열의 아픔이 반복되지 않으며 민주적 가치가 회복되는
것이 곧 우리가 그리는 통일의 모습이어야 하며 통일법제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사명
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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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재정법률의 체계와 내용

Ⅳ.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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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북한의 재정법체계는 다소 불완전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북한이, 법치국가주의를
국가 또는 사회공동체 유지의 최상의 가치로 여기는 자유주의 국가와 달리 노동당
일당체제와 당黨 및 수령의 유일영도체계가 다른 어떤 제도보다 실효적 수단으로 여겨
지는 국가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재정체계는 시장경제적 요소를 다수 받아들이고 있으며,
국가에 집중되는 모든 화폐자금이 북한 재정의 재원이 됨으로 인해, 재원의 수입과
통제를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북한의 재정환경이 정치적 고립화와 더불어
폐쇄적 경제･재정환경으로 경도되고 있으나, 국가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외화를 확보
하기 위한 끊임없는 재원발굴-예컨대, 불법적 북중국경무역의 강화, 관광･박람회개최
등의 유엔과 국제사회의 제재를 회피하는 경제활동 등-은 여전히 거래수입금 등의
국가납부금 관련 규정의 신설과 개정 등 북한 재정관련 법령의 정비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의 재정환경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재정법령들을 우리가 지속적
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임을 보여주고 있는 바, 북한법령의 연구는 우리가 북한을 이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창은 아니지만 유효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보고서는 북한재정법령들을 분석･검토하되 단순한 북한의 법령에 대한
해석보다는 우리의 재정법령과 유사한 점에 있어서는 비교를 통하여 북한 재정법령의
특성을 더욱 드러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우선, Ⅱ에서는 북한재정법령의 현황을 파악하기 전에 재정법의 의미와 일반적 체계를
우리나라 재정법을 중심으로 고찰하였고, Ⅲ에서 북한의 재정법령을 크게 재정작용
법과 재정통제법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재정작용법은 북한 재정법령의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정법｣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예산
수입법」을 중심으로 검토하였고, 재정통제법은 「회계법」과 「회계검증법」을 주로 검토의
대상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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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북한 재정법체계의 현황
1. 재정법의 범위와 체계에 대한 일반적 논의 - 우리나라법을 중심으로
(1) 재정과 재정법의 범위
재정법이 담게 되는 내용적･실체적 관념으로서의 ‘재정’은 각 국가 또는 지역이 처한
경제 및 재정환경과 경제･재정에 관한 현실적 법제도의 상황이 다름으로 인해 국가의
수만큼이나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통상 재정(Finanz)이라고 했을 때는 공공재정(public finance) 영역에 국한
해서 논의되고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존립과 활동에 필요한 재정수단
(금원金員)을 취득하고 이를 관리하는 작용”1)으로 개념 지워진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까지 통용되고 있는 재정의 개념이 “오늘날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고 또 점차 그
활동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공공부문의 모든 재정활동영역들을 포괄할 수 없는 난점을
가지고 있다”2)고 하며, 공법인이 그 존립과 활동을 위해 필요한 재정적 수단을 취득･
유지･사용하는 작용을 포함하여 광의의 재정개념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3)
그러나 공공재정의 궁극적 작용주체와 책임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임을
감안한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인해 발생되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등의
재정작용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작용의 하나로 파악될 수 있으며, 또한 재정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각종 재정지표 및 재정자료들을 하나의 예산 및 결산서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최근의 재정경향들을 고려했을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과
활동을 위한 재정작용에 모두 포섭 또는 수렴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지금까지의 재정개념을 유지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마찬
가지로 북한재정법의 현황 및 체계에 관한 조사･분석을 위한 재정개념도 우리가 사용

1) 류지태, 행정법신론, 2003, 963면.
2) 박종수, 재정법학의 과제와 전망,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서, 2008, 11면.
3) 박종수, 앞의 보고서,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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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도구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므로, 우리가 사용하는 ‘재정’
개념의 범주 내로 할 것이다. 결국 이 보고서에서의 연구범위와 내용은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재정작용을 망라하지는 않고 북한의 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그 존립과 활동에 필요한 재정수단(금원金員)을 취득하고 이를 관리하는 작용만을
고찰의 대상으로 포함할 것이다.

(2) 재정법의 체계
재정법은 일반적으로 특별행정작용법의 한 영역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재정법의
체계도 행정법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체계 및 분류의 방식을 취하는 것이 적절한
바, 크게 ‘재정조직법’, ‘재정작용법’ 그리고 ‘재정통제법’으로 구분될 수 있다.

① 재정조직법
가. 재정행정기관법정주의
재정조직법이란 구체적인 재정행정 또는 재정작용을 위한 전제로서 재정행정을
수행하거나 재정작용을 하는 단체의 조직과 권한을 정하는 법을 의미한다.4) 행정조직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에 대한 조직권력(Organisationsgewalt)은 전통적으로 군주의
고유한 영역에 맡겨져 있어서 입법화될 필요와 의무가 없었다. 그러나 행정조직 법정
주의가 일반화 되어 있는 최근의 상황에서는 모든 행정조직들은 법적 근거를 가져야
한다. 이는 행정권의 조직과 권한이 국민 개개인에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5)
나. 국회의 역할
㉠ 의원
이와 같은 행정조직일반에 대한 논의는 마찬가지로 재정행정조직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재정조직법에 있어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재정작용이 행정부에 속한
각 부처를 통해서만 수행되지는 않는다는 점에 있다. 즉, 재정작용에 있어서 중요한
4)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제24판(2016년판), 박영사, 2016, 문단번호 97을 참조.
5) 홍정선, 앞의 책, 문단번호 97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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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축이 국회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 헌법은 예산의 확정에 있어서
예산의 편성권한을 정부에 부여하고 있으나(54②), 그 심의 확정에 관한 사항은 국회의
사무로 정하고 있다(54①). 그 외에도 국회는 정부로부터 재정관련 자료 등을 제출
받아 행정부의 재정작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재정작용의 본류인 재정의
계획, 관리 등은 여전히 행정부에 맡겨져 있으며, 국회는 주로 재정통제의 기능에 국한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는 아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국회의장 소속 아래 설치되었다.
(｢국회예산정책처법｣ 2①).
1.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에 대한 연구 및 분석
2.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
3. 국가재정운용 및 거시경제동향의 분석 및 전망
4. 국가의 주요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및 중･장기재정소요 분석
5.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 및 분석
또한, 예산정책처는 국회위원회 또는 의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국회예산정책처법｣ 8), 예산정책처장 또는 처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보고･설명하여야 한다(｢국회예산
정책처법｣ 9①). 이와 같이 국회예산정책처는 직접적인 재정운용･관리기관 및 통제
기관이 아니지만, 재정통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국회의 참모기구로서의 역할을 한다.
즉, 예산정책처는 국회의 재정관련 통제작용이 적절하게 수행되기 위한 전문적 기관
으로서 연구 및 자료요청에 대해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시한다. 이를 통해 국회의 정부에
대한 재정통제작용의 전문성과 적실성을 제고하며 재정통제작용을 넘어 재정정책상의
대안제시 및 국민에 대한 자료공개를 통한 재정민주주의의 보장을 가능하게 한다.
무엇보다 예산정책처의 연구 및 자문활동은 국회의 재정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며, 재정관련 법률의 제･개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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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정행정기관
㉠ 재정작용기관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작용과 연관되는 행정기구로는 대통령부터 각 부처 및 하부
행정기관까지 대부분의 행정기관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재정의 계획･관리･운용･집행
이라는 측면에서 이를 주된 사무로 하는 중앙부처는 기획재정부라고 할 수 있다.
｢정부조직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경제･재정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내국
세제･관세･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국유재산･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27①)고 규정하여 기획재정부가 국가재정의 계획･관리･운용･집행을
위한 사무수행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함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내국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의 국세청이 있다(｢정부조직법｣ 27③). 국세청은 재정수입 중 조세수입을 전담
하는 중앙 행정기관이다.
관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출입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의 관세청이 있다(｢정부조직법｣ 27③). 관세청은
재정수입 중 물품의 수출입과 연관된 관세수입사무를 담당한다.
정부가 행하는 (군수품을 제외한) 물자의 구매･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와 정부의
주요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의 조달청이
있다(｢정부조직법｣ 27⑦). 조달청의 사무는 그 자체가 재정의 직접적 계획･운용･관리와
연관을 갖기보다는 국고행정의 하나로서 정부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입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재정작용 및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지방재정을 위한 행정기관으로는 당연히 각 지방자치단체가 되지만, 중앙행정기관
으로 지방재정을 관장하는 기관으로는 행정자치부가 있다. ｢정부조직법｣은 “행정자치부
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
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및 선거･국민투표의 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여 이를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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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행정각부는 ｢정부조직법｣이 부여한 자기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무의
범위와 내용에 따라 재정계획･지출예산요구･재정집행･재정결산 등의 재정작용을
수행한다.
㉡ 재정통제기관-회계검사
이상에서 살펴 본 기관이 정부 소속의 재정작용기구에 해당한다. 그러나 재정조직법은
재정작용기관 뿐만 아니라 정부 소속의 재정통제기구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이의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감사원이 있다. 감사원은 다양한 사무 가운데 특히,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검사를 하고,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회계를 상시 검사･감독
하여 그 적정을 기하며,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 운영의 개선과
향상을 주된 사무로 한다(｢감사원법｣ 20). 또한 감사원은 국가의 회계 및 지방자치
단체의 회계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의 회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회계를 검사한다(｢감사원법｣ 22①).

② 재정작용법
행정작용법이란 행정주체가 행정객체에 대해 현실적으로 행정수행에 필요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법을 의미한다.6) 따라서 재정작용이 행정작용의 특수행정영역의
한 부분이라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재정작용법도 재정행정의 주체가 재정행정의 객체에
대해 수행되어야 할 재정작용에 있어서 필요한 권리와 의무의 법적 근거를 정한 법규
라고 이해될 수 있다.
재정작용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작용현상과 양상을 볼 수 있으나 우리 재정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중요한 재정작용법의 규율영역은 재정계획의 수립, 예산･회계의 편성,
기금, 보조금, 조세･부담금, 국유재산관리, 국가의 채권･채무관리, 공적 자금관리, 공기업
운영 등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주요 재정작용에 대한 상술은 아래와 같다.
가. 재정계획작용
재정작용의 가장 기본은 재정작용의 이행을 위한 계획수립에 있다. 국가경제가 단순한
작동기제로 수행되며 국가 재정작용의 역할이 크지 않을 때 국가의 재정작용은 단기간의
6) 홍정선, 앞의 책, 문단번호 98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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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집행･관리로써도 충분했었다. 그러나 국가경제는 국내경제만의 관리를
통해서는 운용의 적절성을 기하기 어렵게 되었으며, 급변하는 국제경제는 국가재정
작용의 적시적 즉각적 대응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는 재정환경 뿐만 아니라 재정
위험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할 필요를 낳았으며 이를 위한 가장 적절한 재정작용법적
수단은 재정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재정계획을 통해서 국가재정은 국가재정운용의
장기적 전망을 제시하게 되고, 가장 합목적적이면서 효율적인 재정법적 수단들을 동원할
수 있게 된다. 즉, 국가재정계획은 재정에 대한 선호도를 특정 기간에 반영하는 작용
임과 동시에 재정건전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계획수립 행위에 해당한다. 재정계획은
일반적으로 계획의 기간에 따라 단기･중기･장기재정계획으로 구분한다.
㉠ 국가재정운용계획
「국가재정법」은 정부로 하여금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해 매년 당해 회계
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7①).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아래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7②).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중･장기 재정전망
3.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및 투자방향
4. 재정규모증가율 및 그 근거
5. 의무지출(재정지출 중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
6. 재량지출(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을 제외한 지출을 말한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7. 세입･세외수입･기금수입 등 재정수입의 증가율 및 그 근거
8.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전망
9. 통합재정수지에 대한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10.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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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중기 이상의 재정운용에 관한 총체적 사항들이 포함
되어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적절한 단기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국회는 재정관련 법률의 제･개정 시 참고로 함과 동시에 재정통제의 상황에서 유의한
자료로서 활용할 것이다.
㉡ 중기사업계획7)
각 중앙관서의 장이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구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28).
재정운용분석, 향후 재정투자계획, 단위사업별 중기지출계획, 프로그램별 설명서
그리고 중기 수입전망 등을 포함하는 중기사업계획서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작성과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기금운용계획안 수립을 위한 분야별･부쳐별 지출한도 설정의
기초자료가 되며 재정계획과 예산을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8)
나. 예산편성9)
㉠ 예산의 개념
우리 헌법은 예산과 관련하여,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54①), 정부의 예산안
편성권(54②)과 준예산(54③), 추가경정예산안(56조) 그리고 지출예산에 대한 금액증가
및 새 비목 설치의 금지(57조)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10) 그러나 예산이 무엇이냐에
관한 규정 즉, 예산의 개념 및 정의에 관한 규정을 두지는 않고 있다.
강학상 예산은, “일회계연도에 있어서 국가의 세입･세출의 예정준칙을 내용으로 하고,
국회의 의결에 의하여 성립하는 하나의 국법행위형식”으로 개념 지워진다.11)

7) 강주영, 정부 예산편성권의 공법적 함의 –미국 예산과정에서의 정부 의회 간의 상호작용검토를 중심으로-,
미국헌법연구 제27권 제2호, 2016, 6･7면.
8) 민동기･김기표･김성배, 정부의 예산안 편성과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의 상호관계 연구, 국회예산정책처,
2013, 7면 이하.
9) 강주영, 앞의 논문, 3･7면을 참조.
10) 제58조에도 ‘예산’이라는 용어는 사용되고 있지만, 이는 예산에 대한 규정이라기보다는 국채모집과 채무부담계약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에 관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11) 김철수, 헌법학신론 제19전정신판, 박영사, 2009, 11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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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절차
[예산안편성지침]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29①), 이 예산안편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한다(30). 기획재정부
장관이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예산안편성지침에는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다(29②).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중기사업계획이 국가재정에 관한 중･장기 운용계획이라면
예산안편성지침은 1회계연도를 위한 재정운용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예산요구서･예산안 편성･예산안 국회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
부담행위 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31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출된 예산요구서가 예산안편성지침에 부합하지 아니
하는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이를 수정 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31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32),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한다(33).
다. 회계처리
국가회계와 이와 관계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가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재정에 관한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생산･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회계법｣이
제정･시행되고 있다(1). 이 법률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을 규율대상으로
한다(3).
이 법률은 크게 회계처리의 기준과 결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회계
처리기준에 관해서는 복식부기방식으로 회계 처리할 것을 법정화하고 있으며(11①),
회계업무 처리의 적정을 기하고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국가회계기준의 객관성과 통일성이 확보되어야 함을 정하고 있다(11②). 특히 국가
회계기준의 적절성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현재 이에 관한 업무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설 국가회계재정통계
센터가 수행하고 있다. 결산에 관하여는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회계연도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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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에 속하는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결산보고서(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3①).
라. 기금과 보조금
㉠ 기금
기금이란 국가의 특수한 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
으로부터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을 말한다.12) 따라서 기금의 중심적 내용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적립된
준비금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13) ｢국가재정법｣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는 것을
기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5①).14)
기금과 관련한 ｢국가재정법｣의 주요 규정내용으로서는 기금운용을 위한 ‘기금운용
계획안’을 기금관리주체가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되는 바(68①), 국회가
수행하는 재정통제의 완결성을 제고하기 위함이 그 목적이다.
㉡ 보조금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
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
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1.).
보조금 지급주체인 국가 외의 단체에 대해 지급되는 금원이므로 당연히 이 법률은
보조금으로 수행되는 보조사업의 운용을 평가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또한 국회에 제출된다(15③). 보조사업자가 첫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둘째,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그리고 셋째,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12) 나중식, 재무행정론, 2008, 38면 이하.
13) 박영희･김종희, 신재무행정론 제3판, 2008, 113면.
14) 강주영･현대호･김도승, 재정법제의 현대적 과제[Ⅱ] -공기금의 관리･통제-, 한국법제연구원, 2010, 6면.

87

2016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게 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30①).
마. 국가채무의 관리
복지정책의 확대와 내수시장의 활성화라는 상시화 된 재정환경은 지속적인 적자
재정정책의 시행이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최근의 국가재정운용에 있어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재정수입을 얼마나 증대시키느냐에 국한되지 않고 공공부문이 상환해야
할 채무의 적정한 관리 또는 채무증가의 억제에 놓여 있다.
따라서 「국가재정법」은 법령 등에 따라 지출이 예정된 것 외의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해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등의 입법조치를 통해 채무증가에 대한 국회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가 공공목적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 등을
위해 발행하는 국채의 적절한 관리와 그를 통한 채무증가의 억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국채법」으로써 엄격히 규율하고 있다.

③ 재정통제법
재정통제는 정부차원에서는 감사원 그리고 정부 외의 국가기관의 경우에는 국회에
의해 이루어진다. 국회 및 감사원이 수행하는 재정통제작용은 재정조직법과 관련한
내용에서 상술하였다.

2. 북한재정법체계의 범위 및 내용
(1) 들어가며
북한재정법체계가 우리나라의 그것과 같이 재정조직법, 재정작용법 그리고 재정통제
법으로 카테고리화 되어 고찰되거나 분류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북한 내부의 문헌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아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분류는 국가의 법체계나
재정운용의 형태를 떠나 특정 국가의 재정운용의 전반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유용하다고
생각되어 질 수 있는 바, 이는 시대와 법체계를 넘어서 모든 행정에 대한 기본적 고찰
방식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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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세국가주의와 재정체계
① 조세국가주의원칙의 의의
국가의 재정운용에 있어서 조세국가주의 원칙은 매우 중요한 이념적 기반이 되며,
이 원칙은 공산경제체제를 채택한 국가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채택한 국가에서의
공공경제부분운용방식에서 극명한 차이를 나타내게 한다. 조세국가라 함은, 국가가
자기의 목적달성과 자기에게 주어진 과제의 수행 시 발생하는 필요한 재정적 수요를
근본적으로 세금이라는 토대를 통해 충족시키고자, 시장 경제적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소유물의 私的 사용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주체에 의지하는 국가를 말한다.15)

② 조세국가주의원칙과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경제체제
따라서 국가경제 및 국가재정체계는 국민경제 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바, 이의 조직이
시장경제체계를 취하지 않고 사회주의 또는 공산경제체계를 채택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체계가 완전히 다른 양상을 띠게 된다. 즉, 국가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국민경제의 구성요소인 국가와 국민 그리고 기업 간의 사적 경제순환인 거래가 발생
하지 않으므로 그를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적 부가가치 및 사적 경제수입이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재정작용의 물적 기반이 되는 조세수입이 없게 된다. 결국 국가는
국민으로부터 재정수입의 기대를 포기하는 대신 오히려 국민에 대해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는 공급자 또는 공급계획자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게 되며 이는 기업 등의
생산수단이 국유화됨을 의미한다. 이론적으로는 모든 국가 등의 공공재정이 사적 재정을
완전히 치환하게 되는, 따라서 사적 경제 및 재정부분이 사라지게 되어 국가의
재정작용만이 유일한 재정･경제상의 활동으로 남게 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원칙
적으로 재정계획이 가장 중요한 재정법적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채무관리는
국내재정의 차원에서는 의미가 크지 않다.

15) K. Tipke, Die Steuerrechtsordnung, Bd. I, 2000, S. 1; J. Isensee, Steuerstaat als Staatsform, in:
FS für H.P. Ipsen, 1977, S. 409; P. Kirchhof, Verfassungsrecht und öffentliches Einnahmssystem,
in: K.H. Hansmeyer (Hrsg.), Staatsfinanzierung im Wandel, 1983, S. 33; K.H. Friauf,
Verfassungsrechtliche Anforderungen an die Gesetzgebung über die Steuern vom Einkommen und
vom Ertrag, DStJG Bd. 12 (1989), S. 3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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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북한의 경우
북한은 우리와 같은 조세국가가 아니므로 개별 국민으로부터 징수되는 조세수입을
재정수입의 원천으로 삼고 있지 않으며, 국민이 소비하는 다양한 생활물자들은 기본
적으로 현물지급이 주를 이루게 되므로 우리의 국고채무의 관리 등에 해당하는 재정
작용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재정작용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경제체제 국가에서의 재정
현상들은 마찬가지로 북한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즉, 국가가 재정 및
경제주체로서 각 단위들의 모든 재정작용은 국가로부터 출발하며 또한 국가로 수렴
된다. 이와 같은 이념으로부터 도출되는 재정체계를 정당화 하고 그를 확인하는 제도적
수단이 북한에서의 재정관련 법률이라고 이해될 수 있다.
특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정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정은 사회
주의적소유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에 의거한다”(4조 1문)고 천명하여, 재정
기반이 시장경제적 자유주의가 아닌 사회주의 경제체제와 자립경제임을 명확히 알 수
있다.

(3) 북한재정법률의 체계와 내용
① 북한 재정법 일반론
가. 행정주체에 의한 재정작용
㉠ 국가예산
북한에서의 국가예산의 역할과 기능은 우리나라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정법｣(이하, 북한재정법)은 국가예산을 “전반적인 나라
살림살이를 규정하는 기본재정계획”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국가예산 중
중앙예산의 경우 내각이, 지방예산의 경우 지방정권기관이 편성 및 작성한다(9조). 이렇게
작성된 국가예산은 최고인민회의가 심의･승인한다(10조 1문). 최고인민회의에 의해
승인된 국가예산은 수정･변경될 수 없는데(10조 2문), 이 규정의 수범자는 정부와 당이다.
예산연도는 매년 1월 1일에서 그 해 12월 31일까지이며 중앙예산과 지방예산으로
구분된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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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예산의 경우 지방정권기관이 편성 및 작성하나 그 심의･승인기관은 최고인민
회의가 된다. 그러나 집행에 대한 승인은 해당 지방인민회의의 권한이다(12조 3문).
지방예산의 기본적 행정단위는 군郡이다(23조 1문). 지방정권기관이 지방예산을 편성할
때 “수입과 지출을 자체로 맞추”(23조 2문)도록 하여 균형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균형예산은 매우 중요한 재정수립
원칙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최종적으로 재정건전성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반면에 북한에 있어서의 균형예산은 우리와 같은 재정건전성의 목적보다는, 국가
계획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재정작용으로서 재정계획의 적확한 수립과 이행 그리고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전체적 재정과정에서의 한 요소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가는 지방예산집행에 있어서 모범적인 단위들에 대해서는 재정적 특전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23조 3문), 이는 재정집행단위들의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독려하는
법제도적 장치로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재정적 특전을 부여하는지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규정이 없어 국가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경우 재량지출이든 의무지출이든 지출근거법과 예산의 차이에 대한 법적
인식이 명확하지 않고 또 우리의 법률유보주의와 같은 법치주의 이념에서 도출되는
법원칙의 밀도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지출근거법과 별도로 최고인민회의에서 승인된
예산항목만으로도 각 예산집행기관은 지출･사용이 가능하다.
㉡ 재정수입과 재정지출
북한예산수입의 재원은 “국가의 수중에 집중되는 화폐자금”이다(13조 1문). 조세
수입이 없는 북한으로서는 국가에게 납부되는 모든 금전수입 즉 화폐자금이 수입의
재원이 된다. 북한재정법 제14조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 경영활동의 과학화
수준과 로동생산능률을 높이고 원가를 낮추어 순소득 또는 소득을 더 많이 창조하는
방법으로 국가예산수입금을 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모든 단위의
생산주체에 대해 수입금 증대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북한에서 경제･재정의 주체는
국가가 유일하지만 재정수입증대를 위해 시장경제적 요소인 경비절감과 수익증대의
의무를 각 생산단위에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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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非행정주체의 재정작용 –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정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정은 독립채산제 방식 또는 예산제로 한다(북한재정법 25조
1문). 국가 및 지방인 행정주체의 경우 중앙의 재정계획 즉 예산에 따라 시행되지만
행정주체가 아닌 기관 등의 경우에는 예산제의 방식 외에도 독립채산제로 하도록 하고
있다. 비행정주체 중 모든 기관이 독립채산제로 하는 것은 아니며 자체수입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된다(30조). 기관, 기업소, 단체 중 생산･경영활동을 하지 않는
곳은 예산제로 운영된다(25조 2문). 이는 독립채산제의 성격상 당연한 것이기도 하지만
자본주의국가에서의 기업회계방식으로 널리 쓰이는 회계처리 방식이 북한에서도 활용
된다는 것은 흥미로운 점이다.
다. 재정총화
재정총화는 국가기관, 기업소와 협동단체에서 일정한 기간의 재정예산집행정형에
대한 총화를 의미한다.16) 이는 소정의 기간단위로 재정의 운용결과를 검토하고 토론
하는 과정이다. 재정총화는 결산과는 달리 정치적 절차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또한
재정총화는 기관, 기업소들과 협동단체들에서 일정한 기간별로 돈을 번 것은 얼마이고,
쓴 것은 얼마인데 국가에 이익을 준 것은 얼마이고, 손실을 준 것은 얼마라는 것을
분석총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재정예산집행에서 나타난 잘잘못과 그 원인을 밝히며
개선대책을 제때에 세워나갈 수 있게 한다고 설명한다.17) 따라서 재정총화는 각 기관
별로 수행되며 재정총화를 통해서 재정의 손실 또는 집행의 흠결에 대한 책임소재를
밝혀서 개선책을 도출하게 된다.
재정총화는 각 재정단위별로 하게 되는 자체적인 재정통제방식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북한만의 독특한 통제방식이며, 이와 같은
“총화”방식은 재정영역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방면에서 실시되고 있는바
예컨대 경제분야에서 인민경제계획이 제대로 실행되었는지에 대해 벌이는 ‘인민경제
계획실행총화’(「인민경제계획법」 제5장)가 있다.

16) 손희두, 북한 재정법제의 변화와 과제,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북악법학연구회 제40차 정기학술회의 발제문,
2007, 66면.
17) 손희두, 앞의 논문, 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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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정법규의 체계
북한의 재정법률은 크게 두 부문으로 나뉜다. 하나는 국가재정작용에 관한 우리의
재정공법財政公法에 해당하는 국내 재정관련 법과 대외경제관련 법이 그에 해당한다.
국내 재정관련 법은 가장 기본이 되는 일반법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정법｣이
있으며, 국가예산과 관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예산수입법｣ 그리고 국가
회계와 관련한 ｢회계법｣이 있다. 이들은 모두 재정작용법에 해당한다. 또한 유일한 재정
통제법으로서 ｢회계검증법｣이 있다.
<북한 재정법률 현황>
대상분야

법령명

법령연혁

- 1995. 8. 30.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61호로 채택

- 1999. 2. 2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3호로 수정보충

- 2002. 5. 9.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025호로 수정보충

- 2004. 4. 2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16호로 수정보충

- 2006. 1. 24.
일반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정법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528호로 수정보충

- 2007. 3. 27.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3호로 수정보충

- 2008. 2. 2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601호로 수정보충

- 2009. 11. 3.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92호로 수정보충

- 2011. 4. 1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572호로 수정보충

- 2011. 12. 21.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52호로 수정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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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분야

법령명

법령연혁
- 2005. 7. 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183호로 채택

- 2007. 10. 16.
재정수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예산수입법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402호로 수정보충

- 2008. 2. 2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601호로 수정보충

- 2011. 11. 8.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945호로 수정보충

- 2003. 3. 5.
회계계리

회계법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628호로 채택

- 2008. 9. 1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87호로 수정보충

- 1993. 1. 31.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28호로 채택

- 1999. 2. 2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4호로 수정보충

- 2001. 5. 1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역

외국기업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315호로 수정보충

- 2002. 11. 7.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400호로 수정보충

- 2008. 4. 29.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688호로 수정보충

- 2008. 8. 19.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42호로 수정보충

- 2011. 12. 21.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48호로 수정보충

재정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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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북한재정법의 개별적 검토
1. 재정작용법
(1) 북한 재정 법규에 있어서의 일반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정법｣
① 일반론
북한재정법은 북한의 재정관련 법제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법근거가 되며 또한
일반법으로서의 법적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북한 국내의 재정관련 제도에 있어서
비교적 망라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국가예산, 예비비, 국가예산자금의
계획(및 그에 따른 지출), 중앙예산과 지방예산, 기관･기업･단체의 재정, 재정총화,
재정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등이 그에 해당한다.

② 주요 규정
가. 북한재정법 일반 규정
㉠ 사명 규정 – 목적 규정
북한재정법은 “재정법의 사명”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는 우리 ｢국가재정법｣의
‘목적’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북한에서의 북한재정법의 목적은 “재정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나라살림살이에 필요한 화폐자금을 계획적으로 마련하고 통일적으로 분배,
리용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함이다(1). 이와 같은 북한재정법의 규정은 “국가의 예산･
기금･결산･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 우리 ｢국가재정법｣ 상의 규정과 비교하여 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취지에 있어서
크게 다르지 않다.
㉡ 북한재정법원칙
북한재정법은 “재정법의 사명”을 규정한 제1조 이하 제8조까지는 목적 규정의 취지를
달성할 구체적인 법원칙들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화폐자금의 분배원칙’(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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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산의 편성･집행원칙’(3), ‘재정의 유일적･계획적 관리원칙’(4), ‘자금리용원칙’
(5), ‘재정총화원칙’(6), ‘재정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원칙’(7), ‘재정분야의 교류와 협조’
(8)에 관한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다.
북한재정법은 재화의 급부에 대한 원칙은 천명하고 있지 않다. 즉, 제2조 제1문은
북한의 “화폐자금”이 사회주의건설과 인민생활에 사용되어야 할 것을 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화폐자금에 국한하여 규정하고 있다. 북한이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전적으로 국가가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나마
화폐제도를 받아들여 화폐로 인한 실물경제 예컨대 화폐임금의 지급 및 부분적인
화폐를 통한 거래 등이 존재하는 데서 기인한다.
또한 국가예산의 편성 및 집행원칙으로서 ‘정확성의 원칙’은 국가 재정정책수행을
위한 가장 중요한 법원칙으로 인식되고 있다(3조 1문). 우리 ｢국가재정법｣의 경우
궁극적으로 재정의 효율성과 성과지향적 재정운용 그리고 투명성을 통해 건전재정의
기틀확립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우리 재정법체계는 기본적으로 재정의
건전성제고를 위한 법적 수단을 제도화 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시장경제가 발달하지 못했고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와의 대외무역도 없는
상태이므로 재정건전성의 문제는 중요한 사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즉, 재정건전성의
문제는 재정수입과 채무를 포함한 재정지출이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재정건전성이
달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대외무역의존도가 극도로 낮으며 내수에 있어서도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못하면 재정지출과 채무를 국가재정작용 수준에서 논의할 실익이 크게
있지 않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재정환경으로 인해 북한은 대부분의 조세국가가 취하고
있는 재정의 제1원칙이라 할 수 있는 재정건전성이 북한재정법에 있어서 제시되어
있지 않다. 반면 북한재정법에 있어서 국가예산의 편성 및 집행원칙으로 제시되어 있는
“정확성원칙”은 북한이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채택함으로써 수반되는 계획경제 및
재정계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어 질 수 있다. 국가경제 및 재정작용에
있어서 기업 및 국민이라는 경제단위가 거의 무의미하고 오직 국가만이 작용주체로서
의미를 가지는 북한과 같은 경우에는 경제 및 재정계획에 있어서의 정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원칙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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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재정법은 제4조 제2문은 국가재정관리의 유일성과 독점성을 규정하고 있다.
시장경제 즉, 기업과 국민이 국민경제의 중요한 축임을 부인하고 국가만이 재정관리의
유일한 주체임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동 조문은 “국가는
재정관리를 사회주의경제제도의 요구에 맞게 유일적으로, 계획적으로 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문언적으로 보면 재정관리의 주체가 누구이냐에 대한 답만을 제한적
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그 밖의 재정･경제적 환경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의 재정관리가 사회주의경제제도에 부합하게
수행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은 단순히 재정관리주체가 누구냐만을 정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으며, 재정제도 전반에 있어서 사회주의 경제 및 그에 따른 사회
주의적 재정제도를 유일한 기반으로 함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북한재정법 제4장(제40조~제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정총화는 북한재정법 제6조
재정총화원칙에 따라 「인민경제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민경제계획실행정형
총화’에 부합되도록 실시되어야 한다. 인민경제계획은 공공재정부문 이외의 북한 내의
인민경제전반에 대한 계획으로서 북한의 재정계획의 상위에 있는 것이다(「인민경제
계획법」 제2조, 제3조). 따라서 재정총화도 인민경제계획실행총화와 단절된 별도의
절차이기보다는 상호연관성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각 기관에서 자체적인 재정총화를 시행하지만, 재정에 대한 최종적인 지도통제는
국가의 사무에 해당한다(북한재정법 8조).
나. 국가예산
㉠ 지출의 우선
북한의 전반적인 나라살림살이를 규정하는 기본재정계획인 국가예산은 국가의 모든
화폐자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다(북한재정법 13조 1문). 이와 같이 형성된 재원은 ‘인민
경제발전을 위한 지출’에 우선적으로 사용된다(북한재정법 15조 1문). 특히, 인민경제에
있어서의 필요부문 즉, 우선적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영역에 사용되며 그 외에는 기초
공업부문과 과학기술부문에 대한 지출에 대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북한재정법 15조).
이와 같은 지출의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은 우리의 재정법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규정예라고 볼 수 있으며, 예산지출의 우선순위는 예산안 등의 행정부서의 작용과 국회의
심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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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관리비
북한재정법은 각 기관별로 “기구를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사무를 과학화, 간소화하여
국가관리비를 줄”이도록 의무화하고 있다(18조 2문). 북한의 국가관리비는 우리의
행정사무비, 인건비 등의 경상지출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경비의 지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둠과 동시에 지출원칙을 밝히고 있다.
㉢ 예비비
북한의 재정법도 예비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인민경제계획의 추가적 조절,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추가적 시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보장하기 위해 적립
하는 재원이다(북한재정법 19).
예비비에 관한 우리 「국가재정법」의 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2조(예비비) ①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
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위하
여는 예비비의 사용목적을 지정할 수 없다.
즉, 우리의 경우에는 예측할 수 없는 재정수요에 대해 특정 액수만을 예비비로 사용
할 수 있도록 요건과 예비비총액의 규모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예비비의 지출요건과
총액이 제한되어 있지 않을 때는 예비비를 통한 우회지출이 증가하게 되어 사실상
국회의 재정통제가 무력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이라 하더라도 예비비는 공무원의 보수 인상 또는 인건비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예비비의 목적 및 용도외 사용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 북한의 경우, 인민경제계획의 추가적 조절이나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추가적
시책을 실시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으며, 총액에 대해서도 적어도 북한
재정법 상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98

   북한 법령에 있어서의 국가재정운용 체계에 관한 연구

제51조(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①예비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의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유 및 금액과 추산의
기초를 명백히 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재난에 따른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피해상황보고를 기초로 긴급구호, 긴급구조 및
복구에 소요되는 금액을 개산(槪算)하여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다.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비 신청을 심사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이를 조정하고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받은 특별회계는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회계 예비비를 전입
받아 그 특별회계의 세출로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예비비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해서는 우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주무장관이
되며 각 중앙관서장으로부터 예비비사용의 청구가 있을 때는 주무장관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심사･조정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받고 지출된다. 반면,
북한에서의 예비비는 내각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지출이 가능하다.
㉣ 중앙예산의 원천과 지출대상
국가예산의 재원은 국가에 들어오는 모든 화폐자금이다. 그러나 중앙에만 지출되는
중앙예산의 경우 중앙에서의 경제활동으로 인해 창출된 수입이 기본적 재원이 된다
(북한재정법 21조 1문). 그러나 지방에서 소요되는 지출이라 하더라도, 경제･문화
건설･국방건설･대외활동･인민생활의 필요사업 등 당해 사업이 국가적 의의를 가지는
사업인 경우 중앙예산으로 지원되어야 한다(북한재정법 21조 2문).
㉤ 지방예산
중앙에서의 경제활동으로 인해 창출된 수입이 중앙예산의 재원이 됨과 마찬가지로,
지방경제부문에서 창출된 순소득은 지방예산의 재원이 된다(북한재정법 22조 1문).
또한 지방에서의 재정수요는 원칙적으로 지방예산의 재원으로 충족되어야 한다(북한
재정법 22조 2문). 더불어 북한재정법은 “지방정권기관은 지방의 살림살이를 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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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지방예산의 수입과 지출을 자체로 맞추고 국가에 더 많은 리익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며, 이른바 지방에서의 균형예산과 균형재정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다.
즉, 국가는 전全 국가에 소요되는 지출이나 중앙에서 수행되는 사업에 필요한 지출
에만 재원을 사용하며, 지방의 경우에는 각 지방이 자신의 경제활동을 통한 수입으로
충족하기를 의무화 하고 있다. 지방예산의 경우 수입과 지출을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
한다는 것은 지방의 수입수준에 맞는 지출수준을 편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재정법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자연히 지방의 재정적 낙후는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군다나 얼마나 북한재정법이라는 실정법이 실효력을 가질지는 모르나,
지방의 예산이 가급적 국가에 더 많은 이익을 주어야 한다는 규정은 북한의 선군정치
등을 통한 국방예산 및 중앙정부의 예산수요의 증대 등의 절대적 수요폭증에 따라
생겨난 규정으로 판단할 수 있다.
<지방재정조정제도>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의 차이 등으로 인한 불균형을 시정하고 모든 지방자치
단체가 일정한 행정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재원보장마련은 지방재정
이나 자치행정 차원이 아닌 국가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제개편이나 경제구조조정 이외에 각국이 채용하고 있는 제도가 곧 지방재정조정
제도(local finance equalization scheme)이다. 요컨대, 지방재정조정제도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불균형 및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재정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재정상황이 열약劣弱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이루어지는 재정지원제도를 의미하게
된다.18)
이는 일면, 수입이 균일하지 않은 경제주체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경제적 급부를
제공하는 것이기도 하는 의미를 갖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경제적 환경을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 발생하는 재정조달능력 면에서의 근원적 격차와
그 원인을 고려할 때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법적 정당성과 불가피성은 어느 법역
에서든 인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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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같은 지방재정조정제도는 비단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교부하는 재원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게, 동급간 자치
단체간 재원을 공여하거나 단체간 재원불균형을 조정해 주는 일련의 제도를 모두
일컫게 된다.
이 점에서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일종의 수직적 재정 불균형이나 불공평(vertical
fiscal imbalance or inequity)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면서 동시에 지방
정부간의 수평적 재정불균형과 불공평(horizontal fiscal imbalance or inequity)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제상 지방재정조정제도로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지방
교부세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고보조금, 「국가균형
발전특별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이 운영되고 있다.19)
[표] 현행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 제도 현황20)
구 분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근거
법령

지방교부세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목적

자치단체 재원보장
재원불균형 완화

자치단체 특정사업 지원

자치단체 재정기반확충,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재원

내국세의 19.24%

국가의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예산으로 계상

주세 100%, 과밀부담금,
개발지역훼손부담금,
농특세전입금,
일반회계전입금 등

재원
성격

일반재원+(특정재원)

보조목적사업의 용도에 한정

사업별 용도에 한정

유형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지역개발계정
지역혁신계정

18) 김혜정･김종희,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효율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2009, 5면을 참조.
19) 광의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이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국회예산정책처, 「대한민국재정 2007」, 286면.
20) 지방양여금은 1991년 도입 이후 국세의 일부를 자치단체에 양여하여 지방도로정비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사업의 범위와 규모 확대과정에서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적
성격의 사업 등이 포함되면서 제도의 정체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의 자율권 신장
측면에서 제도개편이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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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설명에서와 같이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는 중앙과 지방 그리고 지방 간의
재정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재정조정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 그리고 지방 간의 경제적･재정적 불균형에 대한 재정적 조치가 북한재정
법 상에는 발견되지 아니한다. 이는 최근의 정치적･경제적 고립화의 심화, 막대한
군사비용의 지출, 평양 등의 특정지역에의 집중적 투자 등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으로
해석된다.
다.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정
북한재정법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정을 같은 법규정의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기관이나 공기업 그리고 공공단체에 대한 회계처리가 엄격히
구분되고 있는 반면에 북한의 경우에는 생산경영활동을 통해 자체수입이 있는 경우
에만 독립채산제로 관리운영하며 그 외에는 예산제를 통해 관리된다.
예산제의 적용을 받는 기관 등은 중앙예산에 따라 관리되어 별도의 문제가 발생
하지 않으나, 독립채산제의 적용을 받는 기관 등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는 생소한
재정운용방식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된다. 즉, 이들은 수입･지출의 기본적 재정작용이
국가의 재정지원에 따르지 아니하고 기업경영방식을 따라서, 수입이 많고 비용이 적을
수록 수익구조가 확대되는 체계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사회주의경제
체제 아래에서의 국가의 경제 및 재정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익구조를 좇아 독자적
경영체계를 가지게 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기관 등이 경영손실을 초래했을 때는 자체로 보상해야 한다(북한재정
법 38조 2문). 그러나 독립채산제를 채택하였다고는 하나 기업의 재정작용이 국가와
완전히 절연되어 있지는 않다. 즉, 기관 등의 경영활동과정에 이루어진 순소득 또는
수입에서 국가에 납부해야 할 몫을 우선 국가에 납부해야 하고 그러고도 남는 수익이
발생할 경우 자체충당금, 장려금, 상금기금 등의 경영활동자금으로 쓸 수 있다. 요컨대,
기관 등은 경영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법인세 등을 납부하지 않는 대신
그 이상의 자금을 국가의 몫으로 납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또한 그 밖에도 기관
등은 경영활동과 관계없이 이루어진 수입금이나 여유자금을 국가예산에 납부해야
한다(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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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의 재정수입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예산수입법」
(이하, 북한예산수입법)
① 일반적 규정
가. 북한예산수입법의 의의
북한예산수입법은 예산을 위한 재정수입의 내용과 절차 등을 규율하는 법이다. 우리의
「국가재정법」 상의 예산부분과 유사한 규정도 포함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북한예산
수입법은 예산의 절차와 내용보다는 예산수입 즉, 재정수입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는 앞에서도 살펴 본 바와 같이, 사회주의경제체제가 가지는 근본적인 속성 즉,
시장경제요소의 흠결로 인한 화폐 또는 시장금융요소의 결여로 인해 국가가 주민으로
부터 급부 받는 여하한 명칭의 금전납부의무가 존재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북한의 예산수입법은 조세국가주의의 큰 예외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
재정법이 규정하고 있듯이 북한 재정의 기반은 화폐자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가 기업소 또는 개인으로부터 납부 받는 납부금의 법적 규율의 필요성이 발생
하였으며,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북한예산수입법은 최고인민회의에 의해서 2005년에
입법되었다.
나. 조세법적 성격으로서의 북한예산수입법
결국 북한예산수입법은 예산의 편성을 위한 내용･절차･의무･한계 등을 규정한 법적
근거라기보다는 예산수입의 확보를 위한 내용들이 주된 것으로서, 우리의 조세법과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② 예산수입의 재원
북한 예산수입의 재원은 북한재정법과 마찬가지로 북한예산수입법에 의해서도 “국가의
수중에 집중되는 화폐자금”이다(북한재정법 13조 1문, 북한예산수입법 2조 1문).
구체적으로는 거래수입금, 국가기업이익금, 협동단체이익금, 봉사료수입금, 감가상각금,
부동산사용료, 사회보험료, 재산판매 및 가격편차수입금, 기타수입금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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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가예산납부자료의 등록
가. 국가예산납부자료 등록의 의의
북한예산수입법은 제4조에서 “국가예산납부자료의 등록은 국가예산수입사업의 첫
공정이다. 국가는 국가예산납부자료의 등록절차를 바로 정하고 그것을 철저히 지키
도록 한다”고 규정하여, 국가예산납부자료 등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북한
예산수입법은 제4장(제11조~제19조)에서 다른 사항들과 달리 비교적 상세하고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북한재정법과 북한예산수입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정
수입의 근본이 이들 재원에 의하기 때문에 구체적이고도 정확한 등록을 강제하기
위해서라고 이해된다.
나. 국가예산납부자료의 내용과 등록
국가예산납부자료는 판매수입계획, 원가계획, 순소득 또는 소득계획, 국가예산납부
계획, 은행돈자리번호 등을 말한다(북한예산수입법 11조 2문). 이와 같은 서류를 갖추어
국가예산납부자료등록신청을 하게 되면 심의를 거쳐 국가예산납부등록증이 발급된다
(북한예산수입법 제12조~제14조).

④ 국가예산의 납부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북한예산수입법은 거래수입금, 국가기업이익금, 협동
단체이익금, 봉사료수입금, 감가상각금, 부동산사용료, 사회보험료, 재산판매 및 가격
편차수입금, 기타수입금으로 구성된다(북한예산수입법 2조 2문).
북한예산수입법은 각 수입재원의 대상이 되는 범위와 내용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
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적용하는 납부비율”에 대해서는 중앙재정지도
기관이 정하는 납부비율을 적용한다“고 하여서 사회보험료를 제외하고는(북한예산수입
법 47조) 전적으로 재정기관의 결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북한예산수입법 23조 1문,
29조 2문, 36조, 42조).

⑤ 이행확보수단
북한재정수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재원이므로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은 다른
재정법에서의 규정내용보다 상세하며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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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수입금과 국가예산납부조성액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국가예산납부등록증을 발급
받지 않았거나 연장 받지 않고 생산･경영활동을 하였을 경우에는 판매수입금을 몰수
하거나 생산･경영활동을 금지시킨다(북한예산수입법 75조). 또한 국가예산납부금을
정한 기일 안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일 당 1%를 적용하여 가산한 연체료를
부과한다(북한예산수입법 74조).
수입금몰수, 영업정지 그리고 연체료 외에도 벌금의 부과가 가능한데, 그 구체적
사유는 아래와 같다.
1. 국가예산납부금을 적게 바쳤을 경우
2. 국가예산수입에 대한 감독통제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3. 중앙예산수입금을 지방예산수입금으로 옮겨놓았을 경우
4. 정한 서류를 갖추지 않았거나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5. 은행돈자리번호를 해당 재정기관에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6. 국가예산납부자료를 정한 기일 안으로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7. 판매수입금과 국가예산납부조성액을 허위신고하였을 경우
8. 서류를 위조하였거나 납부금을 적게 또는 더 받았거나 집금한 돈을 정한 기일
안으로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9. 경유를 받지 않은 국가납부전표, 카드, 관람료금표, 벌금증서 같은 것을 사용
하였을 경우
10. 승인 없이 경리활동을 하여 소득을 얻었을 경우
그러나 이 경우에도 벌금의 구체적 부과액수 또는 이의제기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납부의무자들에 대한 국가의 권리와 관련되는 규정들은 매우 풍부하고
자세하게 설계되어 있는 반면, 반대급부 없이 급부해야 되는 납부의무자들의 권리 또는
권리구제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미흡하고 불완전한 법이라 평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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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정통제법
재정통제는 제정통제작용주체에 따라 내부통제와 외부통제로 구분된다. 내부통제는
재정계획의 편성과 재정의 집행 그리고 관리주체가 스스로 재정운용의 적절성을 검토
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경우 행정부 내부 감사를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는 협의의
내부통제에 해당하기도 한다. 광의의 내부통제는 행정부 내부에서 재정통제가 이루어
지기는 하나, 재정운용주체가 아닌 내부감사만을 전담하는 부서에 의한 재정통제를
의미한다. 우리의 경우에는 감사원에 의한 회계검사 및 재정작용에 대한 감사를 대표
적인 예로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외부통제는 행정부가 아닌 국가기관이 행정부의
재정계획의 적절성, 예산안의 심의･확정, 결산의 의결 등을 통해 행정부에 의해 이루어
지는 재정작용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통제를 의미한다.

(1) 내부통제 - 행정부에 의한 통제
① 재정총화와 감독통제
가. 재정총화
북한재정법 제40조에서 제48조까지 재정총화가 규정되어 있다. 이 재정총화를 통해
재정계획에 부합하는 재정집행이 있었는지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가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재정총화는 재정이 예정했던 바와 동일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단순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재정책임 즉, 어떠한 원인과 요소에
의한 재정작용 상의 하자가 발생하는지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되는 절차로서 결산과는
별개의 절차를 이룬다(북한재정법 47조).
국가예산의 집행에 대한 재정총화는 매년 최고인민회의에서 실시한다(북한재정법
41조 1문). 최고인민회의는 내각이 제출한 국가예산집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
승인한다(41조 2문). 재정총화는 이중으로 진행되는데, 중앙예산집행에 대한 월, 분기,
반년, 연간총화는 해당 중앙기관에서 일차적으로 수행하고 분기, 반기, 연간총화를 내각
에서도 실시한다. 또한 지방예산집행에 있어서의 월, 분기, 반년, 연간총화는 1차적
으로 지방정권기관에서 실시하며 다음으로 분기, 반년, 연간총화는 내각에서 실시
한다(북한재정법 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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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감독통제
북한에는 재정총화제도 외에도 재정기관을 통해 국가예산수입사업을 감독통제함
으로써 사실상의 재정통제제도로서 기능하고 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예산
수입법」 72조, 73조). 즉, 재정수입사업에 있어서의 재정통제제도는 ‘국가예산수입
사업의 감독통제’이며, 사후 결산과 관련하여 재정운용의 적실성을 검토하는 제도로
서는 ‘재정총화제도’가 활용되고 있다.
감독통제를 수행하는 기관은 재정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된다(북한예산수입법
72조 1문). 재정기관은 지방재정기관과 중앙재정지도기관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중앙과
지방의 국가예산수입사업에 따라 해당 재정기관이 감독통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② 회계검증
가. 「회계법」과 「회계검증법」
㉠ 목적
북한의 내부 재정통제에 대한 가장 중요하면서도 일반적인 법은 「회계법」(이하,
북한회계법)과 「회계검증법」(이하, 북한회계검증법)이 있다. 이 법은 각각 “회계계산과
분석, 검증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경제활동에서 재정적 실리를 보장”하고
(북한회계법 1조), “회계검증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기관, 기업소, 단체의
회계실태를 정확히 료해하고 재정규률을 확립하는 데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회계검증법 1조).
㉡ 두 법률의 관계
북한회계법은 회계처리에 관한 일반법이다. 이 법은 회계처리에 관련된 사항뿐만
아니라 회계검증제도에 관해서도 정하고 있다. 또한 회계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와 관련
한 규정도 두고 있다. 북한회계법 상의 회계검증과 지도통제에 관한 규정은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더욱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북한
회계검증법에 규정되어 있다.
두 법은 동일하게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법이므로 자유주의국가
법이론에 따르면 같은 정도의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어서 북한회계법이 상위법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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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검증법이 하위법으로 이해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두 법은 동일한 규율대상을 동시에
달리 정하고 있지 않고 상호보완적으로 규율하고 있어 실제 적용에 있어서 규범 간
충돌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나. 행정주체에 대한 회계검증
북한의 공공부문에 있어서의 회계검증은 북한회계법이나 북한회계검증법에 따른
회계검증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국가예산수입사업에 대한
감독통제와 재정총화를 통해서 재정통제의 한 방식으로 수행된다(「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국가예산수입법」72조, 73조).
다. 비행정주체(기관, 기업소, 단체)에 대한 회계검증
㉠ 회계검증의 대상
북한회계검증법은 대상기관으로서 기관, 기업소, 단체 중 경영회계 즉, 북한재정법
상 독립채산제를 채택한 기관 등에 대해 적용된다(9조). 그러나 외국이 투자하여 운영
되는 기업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9조).
대상 회계분야는 경영회계계산, 지방회계계산, 부문회계계산, 금융회계계산 그리고
중앙회계계산으로 구분되는 중(북한회계법 제11조~제15조) 경영회계결산에 대해 실시
되는데(북한회계법 32),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해당되는
회계처리방식이며 여기에는 고정재산, 저장품, 로동보수, 비용지출과 원가, 생산물,
상품, 물자, 화폐재산, 채권채무, 자금수입과 지출, 경영수입과 지출 및 분배, 외화수입과
지출에 대한 계산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기관 등에 대해 분기, 반기, 연간회계결산서가 대상이 되며, 기관 등이
조업하거나 해산 및 통합되거나 책임자 또는 재정회계책임자가 전근･교체될 경우 해당
시기의 회계결산서, 국제기구나 다른 나라의 정부, 기업, 개인이 기관, 기업소, 단체에
협조한 물자나 자금의 이용에 대한 회계결산서 그리고 회계결산서 작성의 기초로 되는
회계서류와 장부이며(회계검증법 11조) 이는 동시에 회계검증의 범위가 된다.
㉡ 회계검증의 종류
회계검증에는 크게 정기검증과 비정기검증이 있으며, 정기검증에는 주기적으로
집행하는 결산검증을 내용으로 하고, 비정기검증에는 조업검증, 해산 및 통합검증,
인계인수검증, 대외협조검증이 있다(북한회계검증법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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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기검증의 경우, 피검증기관이 해산되거나 다른 기관에 통합될 경우와 주요 근무
자의 교체 등에 따른 업무인수인계 등과 연관이 있으며 특히 별도로 불시에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경우 조업검증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회계검증결과의 처리
회계검증과정에서 위법사실까지는 아니지만 결함 즉, 하자가 발견되었을 때는 해당
기관 등에 대해 그 하자를 지적하고 당해 기관 등은 그 하자를 바로잡아 회계검증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북한회계검증법 31조). 만약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한다(북한회계검증법 32조).
㉣ 회계검증에 대한 이의제기
회계검증원은 회계검증이 종료된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상급기관에 제출한다(북한
회계검증법 34조). 이 때 피검증기관에서 이의가 있거나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해당
회계검증기관에 제출하며, 해당 회계검증기관은 이를 10일 안에 처리해야 한다(북한
회계검증법 35조). 처리방식은 재검증의 방식으로 한다(북한회계검증법 36조).

(2) 외부통제 – 최고인민회의
우리나라의 국회와 같은 입법기능을 수행하는 북한의 기관으로는 최고인민회의가
있다. 재정통제기구로서의 최고인민회의의 역할은 주로 재정계획이나 회계검증결과의
인증을 통해서 수행된다.

① 국가예산의 심의승인
내각과 지방정권기관이 작성한 국가예산을 최고인민회의가 심의･승인한다(북한재정법
10조). 이는 우리나라 국회가 정부가 편성･작성한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것과 같다.
문제는 최고인민회의가 채택한 즉, 입법한 북한재정법에서 최고인민회의가 가지는
국가예산에 대한 심의･승인권한의 구체적 내용들이 나타나 있지 않아, 이와 같은 기능
및 권한들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이 든다. 만약 최고인민회의의
심의･승인권한이 실질적으로 작동한다면,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권한분배가 최소한
북한재정법에는 나타나야 한다. 왜냐하면 내각이 편성한 국가예산에 대해 최고인민
회의가 부동의하거나 수정･변경을 가하는 것이 가능할 경우 그 한계 및 내용이 법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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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국회가 가지는 예산안 동의권은 재정통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국회가 단순히 예산편성단계에서 수동적으로 심의･
동의권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견제출기회를 가져야 하는 것으로까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21)
북한의 경우 최고인민회의가 작성된 국가예산안의 심의와 관련한 어떤 정도의 권한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심의와 승인을 통과한 국가예산이 임의적으로 수정･변경될
수는 없고 따라서 최고인민회의에 대해 북한재정법은 국가예산의 확정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10조 2문).

② 지방예산의 승인
북한의 재정체계상, 지방예산도 국가예산으로 포함되며 따라서 최고인민회의가 북한
재정법에 따라 국가예산을 심의･승인할 때 당연히 지방예산도 동시에 심의와 승인이
이루어지게 된다(북한재정법 11조). 비록 지방예산의 경우 지방정권이 국가로부터의
의존재원 없이 수입과 지출을 맞추어(균형예산) 편성하더라도 그 승인은 지방인민위원
회가 아닌 최고인민위원회에서 심의･승인 받도록 하고 있다.
지방으로 하여금 균형예산을 편성토록 하고, 국가의 지방에 대한 재정지원 또는
보조에 관한 규정 없이 지방의 수익이 가급적 많이 국가에 납부되도록 하는(북한재정
법 23조 2문) 등의 전체적 규정태도를 고려했을 때, 국가로부터의 지원 또는 보조가
없는 지방예산인 경우에도 최고인민회의로부터 심의･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지방의
재정상황을 중앙이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국가 전체의 재정환경을 조정하기 위하기보다,
필요한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으로 판단된다.

③ 재정총화의 승인
재정총화는 원칙적으로 해당 기관에서 실시하게 된다. 그러나 국가예산의 집행과 관련
해서는 매년 최고인민회의에서 실시한다. 재정총화의 승인 시에 최고인민회의는 내각이
제출한 국가예산집행정형(국가예산집행 관련 문건)을 심의･승인한다(북한재정법 41).
21) 강주영, 정부예산편성권의 공법적 함의 –미국 예산과정에서의 정부 의회 간의 상호작용검토를 중심으로-,
미국헌법연구 제27권 제2호, 20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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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마치며
북한의 법령체계는 같은 민족이지만 우리와는 매우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다. 최고
인민회의의 채택(제정)을 통하여 법규가 성립되는 측면은 우리의 국회와 북한의
최고인민회의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전제 아래에서라면 비슷한 점이라고
할 수 있으나, 우리 또는 대륙법계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취하고 있는 입법이론 중의
하나인 위임입법의 법리가 존재하지 않아 법규 간의 질서와 적용 우선순위 등에 있어
서는 이해되기 쉽지 않은 측면도 있다.
또한 거기에다가 북한의 재정법령은 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바, 전면적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도입
하여 인민계획경제를 표방하는 북한이지만 재정법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다분히 시장
경제적 요소가 많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북한의 국가예산수입법의 경우에는
우리의 조세법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데 납부대상 거래 또는 이익종류를 상세히 규정
하여 납부이행이 불완전할 경우에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제재 또는 이행확보
수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고인민회의가 채택･수정한 법 이외에도 재정법의 법원法源이 될 수 있는
북한재정기관 내부의 규칙 등의 관련 자료의 확보가 쉽지 않아 법제처 등에서 공표된
법령으로만 고찰하는 데는 북한 재정법체계 전모의 파악이라는 애초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북한이 스스로 정립한 법규를 통해서 사회주의 경제적 요소와 시장경제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는 북한만의 독특한 재정체계를 파악하고 우리의 법제와 비교 검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다만, 북한 재정체계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법규로 드러나는 공식적･공공적 재정체계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북한의 재정을 이끈다고 판단되는 비공식 재정 예컨대 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하는
북한 수뇌부의 자금운용 등에 관한 부분이 향후의 연구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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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북한의 핵개발과 탄도 미사일 발사 등으로 초래한 남북한1)간 군사적, 정치적
긴장상태가 심화되고 있고 이에 따른 개성공단 폐쇄 등 국내외 대북제재의 수위도
높아지면서 남북한의 교류협력도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의
분단 상황은 영구할 수 없으며 어떤 형태로든 한반도의 통일은 독일의 통일처럼 예측하지
못한 시기에 올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통일 이후 벌어질 많은 문제에 대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통일준비의 첫 걸음일 것이다. 통일 이후,
독일과 같이2) 남한의 헌법을 중심으로 북한의 법체계가 남한의 법체계에 흡수되면서
남북한 법제가 자연스럽게 통합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으나, 한반도를 둘러싼 복잡한
국제관계, 정치상황에 따라 남북한간 체제의 통합이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될 지는
예상하기 어려우며 한반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남한의 일방적인 북한체제의 흡수를
가정한 통일 독일의 사례를 일방적으로 적용하기도 어렵다. 특히, 통일을 전후하여
통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남북한 주민들간의 갈등해결과 크고 작은 의사결정을
위해 국민주권에 기초한 민주주의에 따른 선거제도가 적극 활용될 것이며, 이는
통일정부와 국회 등 공직선거분야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 등 공공단체는 물론 공동주택에
이르기까지 공공단체 및 민간분야에서도 광범위하게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선거제도를 통해 남북한 주민들의 의사가 주로 반영되는 만큼 특히 한반도 통일 이후
법과 제도들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북한주민의 주권적 의사가 왜곡되지
않고 반영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남북한 주민간 형평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북한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법제를 정비하는 것이 통일의
초기단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2014년 남한 정부는 대통령
신년기자회견과 드레스덴(Dresden)선언에서 통일을 위해 북한의 단일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농림축산분야를 공동으로 개발하여 낙후된 북한지역의 농업생산 기반복구
1) 남한과 북한의 공식명칭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나 본 논문에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는 ‘남한’과 ‘북한’이란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을 ‘남한’이라 하고,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북한’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명섭, 2012, 373면)
2) 서독기본법 제23조는 “독일의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가입에 의하여 효력을 발행한다.”라고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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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생활환경개선 등 농업 인프라를 건설하고 농촌의 식량 및 에너지는 물론 농업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남북한간 농업협력사업인 복합농촌단지 조성사업 구상을
공개한 바 있다. 남한의 경우 농･축협 및 수협, 산림조합 등 다양한 협동조합들이 형성되어
농어촌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북한의 경우, 사유재산을 금지하는 체제의
특성과 선거제도 등이 매우 상이3)하여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1946년 3월 5일
토지개혁을 통해 개인농의 집단화 및 농업근로자화를 추진하였고 1953년 8월 노동자
중앙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농업 및 개인 상공업의 협동화 방침’이 채택되면서
협동농장이 조직되기 시작하였다. 국영농장은 본래 국유농지와 토지개혁 과정에서 몰수된
농지 중 일부 국유로 편입된 농지로 구성되었으며, 종합농장은 협동농장 이 후에 군
단위로 통합되어 국영화되면서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1958년 8월 협동화과정이
마무리되면서 토지의 사적 소유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사라졌고 외부에 있던 소비조합과
금융조합이 협동농장4)으로 이관･운영되어 협동농장은 생산, 분배, 교환 소비를 총괄하는
경제단위가 되었으며 이후 협동농장의 사업에 교육, 복지, 보건, 후생 등을 포괄하게
되면서 협동농장은 농업 경영조직에 국한되지 않는 농촌 공동체 조직으로 자리잡고
있다.5) 따라서 이러한 북한의 협동농장은 통일 이후 북한주민들의 시장경제체제 적응을
위한 과도기를 거쳐 남한의 농업협동조합 등과 유사한 공공단체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조직구성 및 조합장 및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남북한간 선거관련
법제의 정비와 통합이 필요하다. 남한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2005년부터
「농업협동조합법」 등 개별법과 정관에 의해 설립･운영되고 있는 농(축)협, 수협 및
3) 남한의 경우 선거는 자유민주주의체제에서 통치권의 기초 내지 정당화의 근거, 국민의 민주적인 정치참여의
본질적 수단 등의 의미로 수용되는데 비해, 북한의 경우 선거는 사회주의체제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하여
수령을 중심으로 한 주체사상과 조선노동당의 일당 통치를 위해 통치권 행사의 수단 내지 도구로 강조되었고
사실상 각 선거구에서 1인만이 입후보하는 단일 입후보제가 실시됨으로써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이념과 정책을
기반으로 자유 경쟁하는 정치적 절차의 모습을 보이지 못함으로써 선거의 기능 중 국가권력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선거원리를 왜곡하여 적용한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박정원, 2008, 78면 참조)
4) 협동농장은 토지 등의 생산수단이 협동농장 구성원에 의해 공유되는 사유재산제와 구소유제의 중간적인 형태인
협동적 소유제에 기초하고 있다. 과거 독일의 경우 통일과정에서 동독의 국영기업과 사회주의적 협동조합을
사유화하는 과정에서 이들 조직의 해체에 따라 자영농으로 바뀐 동독의 농민들이 자영능력을 갖추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등 동독인들이 통일 이후 서독의 시장경제에 대한 부적응이 독일 통일휴유증으로 가장 크고 일반적인 문제로
제기된 만큼, 현행 협동농장이 남한의 농협과 같은 협동조합의 형태로 변모함으로써 통일 이후 시장경제체제를
수용하고 적응하는데 좋은 대안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 (김영윤, 2002.12.31. 2면 참조 ; 고현석, 1997, 1면
참조)
5) 김경민, 2015.12. 3-9면, 김영윤, 2002.12.31. 1-2면, 박건우, 2015.12. 78면, 86면, 이효원, 2014.10. 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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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등 공공단체가 조합장 등 임원선출과 관련한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위탁해왔으며 2014년 「공직선거법」 을 준용하여 제정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을 통해 이를 법제화하였고 2015년 3월 11일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를 실시하였다. 반면, 북한의 경우, 남한과 달리 1992년 10월 7일
채택한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 등 선거관련 법령은 물론 「농업법」 등 협동농장을
규율한 개별 법령에서도 아직까지 이러한 협동농장 등의 선거제도에 대한 구체적 법
조항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남한의 위탁선거제도 등은 아직 도입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통일 이후 북한의 협동농장 등이 남한의 협동조합과 같은 공공단체로 전환･
발전하는데 남한의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근거하여 조직구성 등이 이루어질 것이며
또한 이에 수반하는 조합장 및 임원 등의 선출과 관련한 선거에 대해 현행 남한의 위탁
선거법 등 선거관련 법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남한의
농업협동조합 등 공공단체의 선거에 적용되는 위탁선거법을 중심으로 통일 이후 그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의 협동농장 등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위탁선거
제도의 적용 가능성을 연구하고 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남북한의 농업협동조합
1. 남북한 농업협동조합의 성격
현행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는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
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현행 「농업협동조합법」
제1조는 농업협동조합의 목적을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남한의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가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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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6)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을 공공단체로 명시하고 있고 「협동조합기본법」 제4조 제1항 및 「농업협동조합법」
제4조는 농업협동조합의 조합과 중앙회의 법인격을 법인으로 정의하고 있다.7) 한편,
북한의 「농업법」 제5조는 농업근로자들을 농업생산과 관리의 주체로 규정하여 국가가
이를 지원하고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제76조는 중앙과 지방의 농업
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농산물생산과정 등을 비롯한 전과정을 엄격하게
관리･통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4조는 “농업의 사회주의적 경리형태를
국영경리(국영농장)와 협동경리(협동농장)로 구분하여 국가가 국영경리의 지도적 역할을
높이며 협동경리의 성숙된 조건과 가능성,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성원들의 자원적 의사에
따라 점차 국영경리로 전환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남한의 농업협동조합 등과 그 성격과
목적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남북한의 협동조합은 남북한의 체제적 특성을
반영한 실정법에 의해 관리, 통제되고 있으며 남한의 협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자조(自助)에
의한 연대를 통해 독립된 경제주체의 생산과 소비 등 시장경제활동을 조장하는 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유통협동조합이 주를 이룬다면, 북한의 협동조합의 경우
계획경제체제하에서 체제유지를 위해 조합원의 재산권을 희생시켜 국가의 과제를
수행하는 집단으로 공공화되었다. 그러나 최근 독일을 비롯해 동구권의 사회주의가
붕괴되면서 시장경제도입에 따른 사유화의 충격을 완화시키고 시장경제에 집단으로
적응하는 완충기구로서 협동조합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는 바, 남북한 통일 이후 북한의
협동농장이 붕괴되기 보다는 남한의 농업협동조합에 포섭되거나 이와 성격이 유사한
별도의 협동조합으로 전환･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8)

6) 농협법 제2조 각 호에 따르면 ‘조합’을 크게 동 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을
말하는 ‘지역조합’과 농협, 축협, 인삼협 등과 같이 종목별･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을 말하는 품목조합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중앙회’는 동 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고 정하고 있다.
7) 한편, 최근 주목받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으로서 그 법인격을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3호 및 제4조 제2항)
8) 고현석, 1997, 36면, 홍성규, 1999.12, 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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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북한 농업협동조합의 유형
자본주의체제에서 협동조합은 대부분 소비자 또는 소생산자를 위하여 물자와 자금의
유통과정에 개입하는 서비스 기능을 맡고 있다. 협동조합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업의 성격에 따라 생산자(사업)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농･수･축산업 및 상공업 등의 소규모 생산
업자들에 의해 결성되는 농(축산)업･수산업협동조합 및 상업협동조합 등이 속하는
생산자(사업)협동조합은 개별경영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원료의 공동구매, 제품이
공동판매, 시설의 공동이용, 생산물의 공동가공과 같은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
하며 반면, 생활협동조합 등이 속한 소비자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동구매와 시설의 공동이용 등이 역할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조합원을
위한 금융이 사업의 중심이 되는 신용협동조합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양쪽에서 각각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한편, 사회주의체제에서 협동조합은 개별경영의 독립성을
포기하고 조합원이 노동까지 제공하여 공동생산을 하는 생산자협동조합(기업조합,
합작사)9)이 일반적으로 협동조합이 생산과정에 직접 개입하는 기능을 하는데 협동조합의
특성은 민주관리의 원칙과 함께 출자자와 사업이용자의 일치에 있다면 생산자협동
조합에서는 조합원이 노력제공이 곧 사업이용으로 된다고 볼 수 있다. 자본주의국가와
달리 사회주의국가의 협동조합은 이념적으로 개인소유로부터 국가소유로 이행하는
과도적 수단으로 인정되면서 생산협동조합이 국영농장 또는 국영농장과 함께 생산부문의
중요한 경영관리체제로 자리 잡았다.10)
남한의 협동조합은 생산자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소비자협동
조합이 아직 초창기인데 반해 생산자협동조합은 다른 자본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생산과정보다 유통과정에 치우쳐 있다. 또한 남한의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은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과는 달리 자금의 유통과 조달을 담당하는 신용협동조합의 기능을
겸영하는 종합협동조합의 형태를 취하는 업종별 협동조합이 일반적이다. 다만, 농업협동
조합의 경우 1999년 9월 7일 「농업협동조합법」의 폐지재정을 통해 2000년 7월 1일,
9) 원자재 구매로부터 생산물 판매에 이르는 전경제활동을 협동적으로 행하는 데에서 생산자협동조합과 다르고,
조합원이 자본 뿐만 아니라 노동까지도 제공하여 공동생산을 하는 데에서 소비조합의 자가생산과도 다르다.
(송종복, 1975, 159면-160면)
10) 고현석 1997, 33면-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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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인삼협동조합에 적용되던 각 개별법들이 폐지되고
각 조합들은 농업협동조합으로 통합･출범하였으며 2011년 3월 13일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2012년 3월 농업중앙회산하의 농산물의 유통･판매 등 경제사업을 전담하는
농업경제지주회사와 농협은행 등 신용 및 금융사업을 담당하는 농업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등 신경(信經)을 분리하였다. 또한 수산업협동조합도 2016년 5월 19일 중앙
회에서 지도･경제사업부문과 신용사업부문(수협은행)을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제19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16년 12월 1일
신경분리를 앞두고 있다. 반면, 북한 농업의 사회주의화 과정은 토지개혁과 농업협동화로
집약되는데 1954년부터 농업집단화를 추진하여 1958년까지 당시 16천여개의 농업
협동조합을 리(里)단위로 4천여개로 통합하고 신용협동조합과 소비협동조합을 농협에
흡수함으로써, 농협은 농촌에 있어서 생산･유통･금융･소비의 全경제활동부문을 포괄
하게 되었으며 이후 1962년 농협을 협동농장으로 개칭하였는데 협동농장이 북한 경지
면적의 90%와 농업생산액의 80%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거의 모든 농업생산이 협동
농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남한과 북한의 농업협동조합
모두 정부주도로 조직된 정부통제형 협동조합으로 출발한 공통점을 가졌으나 남한의
경우 시장경제의 발전과 민주주의 정착에 따라 조합원들의 선거에 따라 구성된 중앙회
및 지역조합 등의 전국적 조직을 통해 농민 조합원이 중심이 되는 민간주도의 공공단체로
정착되어가고 있는 반면, 북한의 협동농장은 북한 농업법 제4조에서 자원적(자발적)으로
조직된 집단경리로 농민의 자발적 의사에 기초한 조직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1962년
10월 농업성에서 격상한 농업위원회 산하의 도(道)농촌경리위원회→군협동농장경영
위원회→협동농장→작업반→분조→분조원(농장원)에 이르는 다단계의 수직적 조직
형태를 갖고 있는 등 조선노동당 중심의 철저히 계획된 농촌집단화를 통해 당의 지시를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의 하부조직으로
왜곡되어 있어 그 성격이 남한의 농업협동조합과 매우 상이하다. 또한, 남한의 농업
협동조합과 북한의 협동농장 모두 종합협동조합의 형태를 갖고 있으나 아직까지 남한의
농협이 서비스협동조합 위주인데 비해 북한의 협동농장은 남한의 영농조합법인에 가까운
생산자협동조합의 성격이 강하며 북한에서 차지하는 경작 및 경제 규모 또한 남한의
농협과 비교가 무의미할 정도로 거대하다.11)
11) 고현석, 1997, 36면-38면, 장원석, 1996, 13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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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북한 농업협동조합의 지배구조
남한의 현행 「농업협동조합법」 제122조와 제124조는 농협중앙회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으로 회장과 회원으로 구성되어 임원 및 조합감사원장의 선출과 해임 등을 담당하는
총회와 중앙회의 회장과 회원인 조합의 조합장 또는 품목조합연합회장 중에서 선출하는
대의원으로 하는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두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130조
제8항은 제1항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하는 임기 4년의 중앙회 회장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동법 제125조와 제125조의2는 업무집행기관으로 이사회와
소관사업부문별로 소의사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제129조는 감독기관으로 감사위원
회를 제134조는 사업에 관한 규정을 각각 두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종래에는 농협
중앙회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등 각종 사업을 직접 수행했으나, 2011년 3월 13일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2012년 3월 농업중앙회산하의 농산물의 유통･판매 등
경제사업을 전담하는 농업경제지주회사와 농협은행 등 신용 및 금융사업을 담당하는
농업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등 신경(信經)을 분리했다는 점이다. 또한 동법은 농협
금융지주회사 산하의 농협은행(제134조의4)과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제134조의
5)에 관한 규정도 별도로 두고 있다. 한편, 동법 제34조 제1항 및 제42조 제1항은
지역농협에도 임원의 선출 및 해임 등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총회와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제45조 제1항은 정관에 따라 임원으로서 조합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2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도록 있는데, 제45조 제4항은
조합장은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하거나
대의원회가 선출 또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선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농업
협동조합법 제51조 제4항은 지역농협의 조합장도 중앙회 회장과 같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시･군선거관리
위원회에 위탁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12)

12) 이선신, 2016.6, 78면-8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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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북한의 협동농장은 행정구역의 말단 단위인 리(里)단위로 조직되어 있으며,
당조직, 행정조직, 의결조직 및 감사조직, 관리조직, 생산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
조직에는 리초급당위원회, 당세포위원회13)가 포함되며, 행정조직에는 리인민위원회,
인민반이 포함된다. 협동농장은 대규모화된 농장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리조직인
협동농장관리위원회와 생산조직인 작업반과 작업분조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다.
협동농장 관리위원장은 리 행정위원장을 겸하고 있고 관리위원회 밑에 작업반을 두고
있으며, 작업반은 다시 분조로 나뉘어지고 작업반에는 작업반장, 부반장이 있고, 분조에는
분조장이 있으며, 분조가 모든 작업의 기준이 된다. 협동농장의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로는
농장총회 또는 대표자회의가 있으며 총회는 농장원 총수의 반수 이상, 대표자회의는
대표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참가함으로써 성립된다. 대표자는 농장원 중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6개월∼1년으로 되어있다. 한편, 협동농장이 생산･경영활동을 실질적으로
통할･집행하기 위해 15∼2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관리위원회가 있는데, 관리위원장은
임기 1∼2년으로 선출되도록 하고 있으나 대개 당에서 지명하고 있다. 총회 또는
대표자회의는 월 1회 이상 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 농장원 총수 또는 대표자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동농장 사업의 전반적 검열 기관으로는 검사위원회가 있으며,
구성원은 5∼10명, 임기는 1∼2년이다. 이 밖에 농장 생산에 직･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진료소, 신용조합, 근로자, 학교, 유치원, 탁아소, 민주 선전실 등이 관리위원회의 관장
하에 있다.14) 따라서 통일 이후 북한의 협동농장 또한 통일 독일의 사례와 같이 남한의
농업협동조합과 같이 조합원으로서 북한 주민의 요구와 노력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남한 농업협동조합의 제도와 관련 법제를 도입･준용하여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전환,
발전해 나아갈 것이며 이에 따라 남한의 「농업협동조합법」 등 개별법을 준용해 조직을
구성하고 조합원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남한의 위탁선거제도와 같이 위탁선거법에
근거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조합장 선출 등 관련 선거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향후 통일을 대비하여 남한의 농업협동조합법 등 개별법은 물론 위탁선거법 등 협동조합
등 공공단체에 대한 남북한간 선거관련 법제의 통합과 적용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13) 북한 노동당의 최하부 단위로서 당세포는 대개 작업반 단위로 구성되지만 작업반이 큰 경우 1개 작업반에
2∼3개의 당세포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김영훈 외, 2009.10, 30면)
14) 김영윤, 2001. 39면-40면, 김영훈외, 209.10. 30면-3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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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남북한 선거법제의 현황
1. 남한의 선거법제 현황
남한의 「대한민국헌법」은 남한에서 시행되는 선거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동법
제41조15)와 제6716)조에서는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운영원리로 동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을 가지며,
동법 제25조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담임권을 갖는다고 정하고 있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법률이 정하게 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114조
제1항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의 지위를 갖는 상설기관으로써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제114조 제2항),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정당사무 등에 대한 규칙과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권한을 갖도록 명시하고
있다.(제114조 제6항) 또한 남한의 헌법 제115조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지시를 할 수 있고 제116조는 선거운동과
선거공영제 등 선거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남한의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실질적 운영원리와 방법들을 정하고 있는데, 동법 제1조는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그 목적을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제2조는 그 적용범위를 대해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로 정하고 있으나,
남한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2항 및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등 공직을 비롯한 공공단체 등 남한 내 선거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법률들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이 선거법으로써 일반법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체계화되어 있으며, 특히 권리와 의무, 그리고 상호 감시체계를 철저하게 함으로써
15) 헌법 제41조 제1항 “국회는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16) 헌법 제67조 제1항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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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가 최대한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고 남한의 「공직선거법」은 선거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세세하게 명시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거의 존재하지 않고 선거 법정주의를
준수하도록 정해져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17)

2. 북한의 선거법제 현황
북한의 경우도 남한의 헌법과 공직선거법과 유사하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과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법」을 통해 선거의 기본원칙과 운영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남한과 달리 선거가 주체사상에 따른 조선노동당과 김정은이라는 최고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일당 독제체제유지를 위한 수단18)으로 활용되고 있고 지금까지 북한의
선거행태가 사실상 각 선거구에서 1인만이 입후보하는 이른바 ‘단일 입후보제’가 실시되는
등 선거원리가 왜곡되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남한과 달리 선거법정주의에 따른 관련
선거의 공정성을 논하기가 어려우며 관련 법령들도 체제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담은
선언적 조항이 많다.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6조는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89조19) 및 제138조20)도
최고인민회의와 지방인민회의에 대해서도 동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의원은 선거자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자신이 한일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책임을 질 뿐 아니라 이들은 언제든지 선거자들에 의해서 소환될 수 있고(제7조), 선거를
못하게 될 경우 자동으로 임기가 연장된다고 정하고 있으며(제90조, 제139조) 동법
제66조는 “17살 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17) 서울대학교 헌법･통일법센터, 2014.10.31. 6면- 13면 참조
1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1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19) 동법 제89조,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20) 동법 제138조, “제138조 지방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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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 자, 정신병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1992년 10월 7일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법」은 북한의 현행 선거법으로서 1967년 9월 2일 채택된 기존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법과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법을 통합한 이른바 통합선거법인
「최고인민회의 및 도(직할시)･시(구역)･군･리(읍･로동자구･동) 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관한 규정」을 확대･정비한 것으로 기존 선거규정에 선거법의 기본원칙(제1장), 대의원
수와 선거일(제2장), 대의원후보자(제6장), 선거선전(제7장), 선거장(제8장), 재선거와
보충선거(제11장), 신소(이의신청) 처리와 벌칙(제12장) 등을 추가하여 보충전문 12장
8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21) 그러나 이는 남한의 공직선거에 적용되는 법규로서
남한의 위탁선거법과 같이 북한의 협동농장 등 협동조합 등에 적용되는 선거관련 법제
등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북한의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법」은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위원회를 조직하며(제18조) 중앙선거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도(직할시) 선거위원회는 해당 도(직할시)인민원위원회가,
시(구역), 군, 구, 분구 선거위원회는 해당 시(구역), 군 인민위원회가 조직하도록(제19조)
정하고 있어 남한의 농업협동조합 등 공공단체의 선거사무 등을 위탁운영･관리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와 달리 상설기관이 아닌 선거 때에만 구성되는 비상설기관이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한 동법 제23조는 “각급 선거위원회가 정당, 사회단체에서 추천한
각계각층의 성원들로 조직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선거위원회가 곧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을 추천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선거위원회의 중립성과 선거관리의
공정성이 보장되기 어렵다.22) 따라서 통일 이후 국회를 비롯한 통치기구의 통합과 정비를
위해 기존 북한의 법제를 유지･수용하기는 보다는 남한의 「헌법」에 근거하여 「선거
관리위원회법」 등에 따른 선거관리조직의 구성과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통일 초기
수많은 선거들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남한의 농업협동조합과 북한의 협동농장
또한 점진적인 통합의 과정을 겪게 될 것이다. 따라서 통일 이후 이에 따른 지역조합장과
중앙회장 선출 등을 위한 남한의 「농업협동조합법」 및 위탁선거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21) 박정원, 2008, 104면 참조.
22) 박정원, 2008, 98면-9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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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남한 위탁선거법의 주요 내용
1. 남한 위탁선거법의 제정 배경
남한의 경우 북한과 달리 중앙회장 및 조합장 선출 등 농업협동조합을 비롯한 공공
단체의 선거를 공정하고 민주적 절차에 의해 치루기 위해 농업협동조합법 등 개별법을
비롯해 위탁선거법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관련 법제를 정비해 왔다. 현행 남한의
위탁선거법에 따라 남한 선관위의 의무위탁 선거대상으로 명시된 공공단체23)로는
농협･수협(중앙회장 및 조합장 선거)과 축협24)･산림조합(조합장 선거)이 있다. 농협,
수협, 산림조합은 기존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등
개별 근거법령에 따라 중앙회장이 조합장을 임명해 오다가 1989년 직선제로 전환되어
조합원들이 조합장을 선출하게 되었다. 그러나 각 조합별로 조합장 자격요건의 완화와
선거운동 제한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이나 선거운동방법 제한 규정 등을 마련하였으나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불법 혼탁선거가 지속적으로 문제25)가 되자 선거관리위원회는
농･수협 및 산림조합 등의 선거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하였으나, 조합장
선거를 조합 스스로 관리하지 못하고 국가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협동조합의 자존심을 손상시키는 일이라는 조합장들의 반대여론
등으로 도입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26) 조합장 선거의 공명선거 정착에 대한 여론이

23) 헌법재판소는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법적성격에 대해 “농협은 국가의 강력한 감독은 받지만 행정목적수행을
위해 설립한 것도 아니고, 그 설립면에 있어서나 관리면에 있어서 자주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공법인성보다도
사법인성이 강하고 그 조합장은 공무원이 아닌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으나(헌재 1991.3.11. 선고, 90헌마28)
한편, “농협은 기본적으로 사법인의 성격을 지니지만, 농협법에서 정하는 특정한 국가적 목적을 위하여 설립되는
공공성이 강한 법인으로 그 수행하는 사업 내지 업무가 국민경제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국민경제 및 국가전체의
경제와 관련된 경제적 기능에 있어서 금융기관에 준하는 공공성을 가진다.”라고 판시한 바도 있어(헌재 2012.12.27.
선고, 2011헌마562, 2012헌마282(병합)결정) 공공단체로서의 법적성격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현행 위탁선거법의 규정에 따른 공공단체로 보고자 한다.
24) 축산업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중앙회에 속한다.
25) 농협의 경우 2005년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제도 도입 이전까지 5,076개 조합에서 크게 4차례에 걸친 선거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불법선거운동 등으로 59명 등이 구속된 바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6, 392-394면 참조.)
26) 이러한 의견을 감안하여 현행 위탁선거법 제2조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공공단체등의 위탁선거를 관리하는 경우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공공단체등의 자율성이 존중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그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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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짐에 따라 2005년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조합장선거를 의무
위탁하는 위탁선거제도를 도입하였고, 남한의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상 선거
범죄 조사권, 선거관리위원회법상 법위반행위 중지규정 등을 준용하여 단속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27) 그러나 각 조합별로 실시되던 조합장선거에 따른 비효율
문제가 지적되면서 2008년경부터 전국동시선거가 추진되기 시작하여 2011년 3월 31일
「농협협동조합법28)」 및 2012년 2월 1일 「수산업협동조합법29)」, 2012년 2월 17일
「산림조합법30)」에 동시선거 선거를 내용으로 하는 각 조합법의 개정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2009년 3월 22일부터 2013년 3월 21일까지의 기간 동안 임기가 개시되었거나
개시되는 해당 농협･축협･수협･산림조합장의 임기가 2015년 3월 20일까지 조정
되었다.31) 또한, 2014년 6월 7일, 각 조합의 동시선거를 실시함에 있어서 선거관리
위원회의 위탁선거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2015년 3월 11일 전국 1,326개
조합이 참여한 가운데 각 지역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가 실시되었다.32)

27) 현행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 제1항 제4호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선거(이하
“위탁선거”라 한다)에 관한 사무”로 명시하여 공공단체의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로 포함하고 있다.
28) 현행 남한의 「농업협동조합법」은 지역농협 및 중앙회의 조합장 및 회장선거와 관련하여 제51조 제4항, “지역농협은
제45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선출하는 조합장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시･군선거
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및 제130조제8항,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축협의 지역축협의 조합장 선거의 경우도 동법 제130조에 따라 제51조 제4항을 준용하고 있다.
29) 현행 남한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4조 제2항, “지구별 수협은 제46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선출하는
조합장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30) 현행 남한의 「산림조합법」 제40조의3 제2항, “조합은 제35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관리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
위원회법」에 따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31) 산림조합중앙회, 2014, 2면 참조
32) 최수봉, 2015.11, 88-9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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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한 위탁선거법의 주요 내용
가. 남한 위탁선거법의 목적과 적용 범위
남한의 위탁선거법 제1조는 “이 법은 공공단체등의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
지도록 함으로써 공공단체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그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조는 위탁선거법의 기본원칙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공공단체등의 위탁선거를
관리하는 경우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공공단체등의 자율성이 존중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위탁선거법 제4조 제1호 및 제2호는 동법 “제3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 및 「산림조합
법」에 따른 조합 등 공공단체등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하는 선거”인 의무
위탁선거와 위탁선거법 “제3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중앙회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동법 제3조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이에 준하는
공공단체 등이 위탁할 수 있는 선거”인 임의위탁선거로 구분하고 있다. 한편 위탁선거
법은 동법 제5조에 따라 공공단체등의 위탁선거에 관하여 개별 조합법 등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특별법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다.33)

나. 선거권과 선거기간
남한의 현행 위탁선거법 제12조는 “위탁선거에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입후보자격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임원 등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는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다.”라고 명시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예컨대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제1항은 “조합원은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 거소(居所)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6조는 의결권 및 선거권에 대해 “조합원은 출자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평등한
33) 최수봉, 2015.11. 10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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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진다. 이 경우 선거권은 임원 또는 대의원의 임기만료일(보궐선거
등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 전 180일까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제49조는 피선거권과 관련하여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5년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의 경우 선거권자는 임기만료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전 180일까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자로 정하여 졌으며, 피선거권자는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관련 법령 및 정관 등에 규정되어 있는 피선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정하여졌다. 한편, 선거기간(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한다.)과 관련하여 위탁선거법 제13조는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
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공공단체 등의 의무위탁선거제도에 따른 조합장
선거는 14일(제13조 제1항 제1호)로 정하고 있으며 조합장선거 외의 임의위탁선거
기간은 관할위원회가 해당 위탁단체와 협의하여 정하는 기간(제13조 제1항 제2호)
으로 명시하여 위탁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14조 제1항은 선거
일과 관련하여 2015년 3월 11일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같이 의무위탁
선거를 하는 공공단체 등의 “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일은 그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 연도
3월 중 두 번째 수요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임의위탁선거에 따른 공공단체
등의 경우 동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관할위원회가 해당 위탁단체와 협의하여 정하는
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위탁선거법 제14조 제2항은 “그 관할구역에서 「공직
선거법」에 따른 공직선거 등이 실시되는 때에는 해당 공직선거 등의 선거일 또는 투표일
전 30일부터 선거일 또는 투표일 후 20일까지의 기간에 속한 날은 위탁선거의 선거
일로 정할 수 없으며 다만,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 후 20일까지의 기간에 속한 날은
위탁선거의 선거일로 정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중복되는 선거로 인해
선거를 위탁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과중 등 폐해를 방지하고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34) 이에 따라 2015년 3월 11일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는 대통령선거일(2017년 12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2016년 4월 13일) 등
34) 최수봉, 2015.11. 106-107면 참조.
산림조합중앙회 2014, 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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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일정과 농번기(6월 중순∼7월 중순) 및 농･축협 결산기 등을 고려하여 선거일이
결정되어 선거일 20일 전인 2015년 2월 19일에 공고가 되었다.35) 한편, 위탁선거법
제54조는 “관할위원회는 선거일을 같은 날로 정할 수 있는 둘 이상의 선거의 관리를
위탁받기로 결정한 때에는 해당 위탁단체와 협의하여 이들 위탁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여 임의위탁선거 대상 단체의 경우도 동시에 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 선거관리의 위탁과 선거인 확정
현행 남한의 위탁선거법에 따른 공공단체 등의 위탁선거에 대한 사무범위는 동법
제15조에 따른 선거인명부 작성 및 확정에 관한 사무를 제외한, 선거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제7조 제1호), 선거참여･투표절차, 그 밖에 위탁선거의 홍보에 관한 사무(제7조
제2호), 위탁선거 및 관련 정관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과 조사에 관한 사무(제7조
제1호)를 포함한다. 위탁선거법 제8조 제1호에 따라 동시조합장선거 등 의무위탁선거를
하여야 하는 공공단체 등은 조합장 임기만료일 전 180일에 별도의 신청 없이 위탁한
것으로 보며 이외 임의위탁선거를 실시하고자 하는 공공단체 등은 임원 등의 임기만료일
전 90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선거관리의 위탁을 신청하되, 재선거,
보궐선거, 위탁단체의 설립･분할 또는 합병으로 인한 선거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까지 신청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5년 제1회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의 경우 해당 공공단체의 개별법에 따라 임기가 2015년 3월
20일로 일괄 조정된 현직 조합장들의 임기만료일 180일전인 9월 21일 관할 선거관리
위원회에 선거관리가 의무적으로 위탁되었다. 한편, 선거인명부 작성 및 확정에 관한
사무는 위탁선거법 제7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위탁선거 사무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데, 이와 관련하여 동법 제15조 제1항은 조합장선거 등 의무위탁선거를 진행하는
공공단체 등은 선거일 전 19일부터 5일 이내에 남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선거일 전 10일에 확정하여야
하며 그 외의 임의위탁선거를 신청한 공공단체 등은 관할위원회와 협의하여 선거인명부

35) 농민신문, 보도자료, 2014.3.21.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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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기간과 선거인명부 확정일을 정하고, 선거인명부를 작성 및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탁선거법 제16조 제1항은 선거명부열람과 관련하여 “위탁단체는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에 열람기간을 정하여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이의신청과 결정에 대해서는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면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당 위탁단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 제2항) 및 “위탁단체는 제2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이를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고 관할위원회･신청인･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16조 제3항)라고 각각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경우 선거인 명부는 각 농･수･축협 및
산림조합이 선거일 공고 다음날인 2015년 2월 20일부터 24일 사이에 작성하였고 2015년
2월 25일부터 3월 3일까지 선거인명부에 대한 열람과 정정을 거쳐 선거 7일 전인
2015년 3월 4일에 확정하였다.36)

라. 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 주체･기간･방법
남한의 현행 위탁선거법 제18조 제1항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동법 제18조 각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선거기간개시일 전 2일부터 2일 동안 관할위원회에 서면으로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위탁선거법 제19조는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와 동법 제18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후보자가 사퇴하려는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관할위원회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제20조) 이 경우 관할위원회가 지체 없이 그 사실에 대해
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제21조) 한편, 남한의 위탁선거법
36) 최수봉, 2015.11. 107면-108면 참조
농민신문, 보도자료, 2014.3.21.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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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는 위탁선거법의 ‘제7장 선거운동‘에 관한 조항들은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
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등 동법 제3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의무위탁선거 대상인 공공단체에만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국가에서 차지하는 규모와 공법인성이 높은 농협, 수협 등 의무위탁선거의 대상되는
공공단체에 비해 사법인성이 높은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공동주택 등 임의위탁선거의
대상인 공공단체의 경우, 시행하는 선거의 특성이 저마다 달라 선거관리의 효율성과
공정성만을 위해 이들 단체의 자율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동법 제23조는
선거운동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며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와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선거운동의 주체와 관련하여 위탁선거법 제24조
제1항은 ”후보자가 제25조부터 제30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기존의
조합법상의 제한과 마찬가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주체를 명시적으로 후보자 1인에
한정37)하고 있으며 남한의 현행 위탁선거법 제24조 제2항은 동법 제30조의2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일에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한, 남한의 위탁
선거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이하 위탁선거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의무위탁선거 대상이 되는 공공단체의 후보자는
선거공보(제25조), 선거벽보(제26조), 어깨띠･윗옷･소품(제27조) 및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를 제외한 전화･문자의 이용(제28조),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
등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의 이용(제29조), 공개된 장소에서 명함배부(9cm × 5cm)
및 지지호소만을 허용하고(제30조) 있다. 특히,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제기된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제한되어 있어, 후보자의 정책을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회는 중앙회장선거와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2015년 12월 24일, 제30조의2 조항 신설을
통해 기존 위탁선거법 제정 전까지 각 조합 등의 정관에 의해 허용되던 선거일 투표개시
37) 남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선거법 개정의견(2015.7.)을 통해 위탁선거법 제24조의 후보자 배우자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일 뿐만 아니라 현실성이 떨어지므로 배우자에 한하여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개정의견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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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허용하였고, 이에 따라 향후 의무위탁 선거에서는 후보자가
선거일 투표를 개시하기 전에 투표소 또는 총회나 대의원회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10분
범위 내에서 후보자의 소개 및 소견을 발표할 수 있게 되었다.38)

마. 기부행위 등 기타 제한･금지
남한의 현행 위탁선거법 제32조는 기부행위에 대해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 선거인이나 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
그 가족 등의 사람과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다만, 위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위탁선거법 시행규칙에 따른 금액범위내의 축의･부의금품(5만원 이내),
음식물(3만원 이내), 답례품(1만원 이내) 및 의례적인 선물(3만원 이내)의 제공 등 직무상
또는 의례적인 행위를 통한 제공에 대해서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 또한, 위탁선거법
제35조는 동법 제34조에서 정한 기부제한기간39) 중 후보자 및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위탁선거법
제36조는 해당 조합 등의 경비를 명기한 조합의 명의가 아닌 조합장 등의 축의･부의금품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제37조는 선거일 후 후보자를 비롯 동법 제32조에서
명시한 사람 및 기관 등이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해 선거인들에 대한 향응, 축하 또는
위로회 등을 금지하고 있고 동법 제38조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38) 최수봉, 2015.11. 108-109면 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5.7. 8-11면 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4.9. 1-13면 참조..
39)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인 경우,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제34조 제1호),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재선거, 보궐선거, 위탁단체의 설립･분할 또는 합병으로 인한 선거: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로(제34조 제2호)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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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벌칙
남한의 현행 위탁선거법은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
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매수
및 이해유도(제58조), 기부행위(제59조), 허위사실공표(제61조), 거짓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는 행위 등 사위등재(제63조) 및 각종 제한규정 위반(제66조) 등에 대한 벌칙 조항을
두고 있으나, 현행 위탁선거법 제22조는 제7장 위탁선거의 관련 조항과 같이 동법
제65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를 제외한
벌칙규정은 의무위탁선거 대상인 공공단체에만 적용된다. 또한,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과태료 규정을 두어, 100만원 이하의 이익을 제공받은 자에 대해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제68조 제3항) 당선자가 위탁선거법을 위반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당선자의 배우자･직계비속이 매수, 기부행위제한 위반
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제70조), 위탁선거법 제71조는 선거범죄의 공소시효에 대해 선거일 후
6개월이 지나면 완성되고, 범인이 도피한 경우 등은 3년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위탁선거법 제72조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권을 규정하여 위반
행위 가능성이 있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질문 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 증거물품의 현장
수거를 할 수 있고, 동법 제74조는 매수 및 기부행위제한 위반자가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면하는 자수자 특례를 명시하고 있으며, 제77조에 따라 위탁선거위반행위를
신고한 위탁선거범죄신고자 등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불이익처우의 금지),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부터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 등)까지 및 제16조(범죄신고자등에 대한 형의 감면)를 준용하여 신고자보호(제75조)
및 포상금을 지급(제76조)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위탁선거법 제78조는 선거관리경비
중 선거의 준비 및 관리, 제도 및 홍보, 단속 및 조사에 필요한 경비는 선거를 위탁한
해당 공공단체가 부담하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재선거, 보궐선거, 위탁단체의
설립･분할 또는 합병으로 인한 선거의 경우에는 위탁신청을 한 날부터 10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게 하고, 제78조 제3항은 선거사무의 지도･감독 등 통일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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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의 입법례
남한의 현행 위탁선거법과 같이 농업협동조합 등의 선거를 선관위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해외 입법례는 찾기 어렵다. 남한의 경우 위탁선거법 등을 통해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 등 공공단체의 중앙회장, 조합장 등 임원선거에 대해 공직선거에 준하여
규율하고 있는 것과 달리 독일, 일본 등 대부분의 주요 국가의 협동조합법에서도 협동
조합의 선거관련 사항(선거방식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대부분 타율규범인 법에
규정하지 않고 자율규범인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선거관련 처벌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40) 다만, 일본의 경우 남한과 유사하게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등이 제정되어 유사한 법체계를 보이고 있지만, 임원 선출 등 선거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자세한 사항은 정관에 위임하고 있는 등 선거와 관련한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상이한 규율 체계를 갖고 있다. 예컨대, 남한의 농업협동
조합법이 제51조 제4항과 제130조 제8항에 따라 농협 중앙회 회장과 지역조합의 조합
장의 선출을 위한 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반해 일본의 농업협동조합법은 임원의 선거 또는 선임에 관해서는
정관에 규정하되, 임원선거에 관한 규정에는 선거기일, 선거관리자, 투표･개표 및 당선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28조 제1항, 제10호, 제2항) 한편, 조합은
임원으로 이사와 감사를 두어야 하고(동법 제30조 제1항),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등(제35조의3 제1항) 임원 선출에 관하여 대부분
조합 자율에 맡기는 등 일본에서는 농협 등 조합의 임원 선출은 조합 자체적으로 실시하며
국내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를 위탁하는 것과 관련한 근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일본의 「지방자치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법률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보통지방공공단체가 처리하는 선거사무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데(제186조) 이와
관련하여 토지개량구의 총대회의 선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실시하게 하고 있다.(제23조 제4항)41) 따라서 통일 이후 북한의 협동조합에

40) 이선신, 2012.4. 28-29면 참조
41) 최수봉, 2015.11. 94-9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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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중앙회장 및 조합장에 대한 선거 또한 현행 남한의 위탁선거법을 도입･준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Ⅴ. 결론
한반도 통일 이후 북한주민들이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로부터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체제로의 전환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통일에 따라 북한 경작지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협동농장의 사유화 및 민영화에 따라 시장경제체제에 익숙하지 못한
북한 주민들도 이에 따른 혼란과 문제점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독일의 경우
농업전환에 대한 기본법인 「농업구조조정법」(Agricultural Adjustment Act)에 따라
동독의 협동농장 및 국영농장 등이 서독법에 따른 협동조합이나 농장법인(Corporate
farms) 등 여러 가지 형태의 법인체로 전환되는 등 농업의 구조개편을 겪었으며 이에
따라 통일 이전 협동농장에 소속되어 경작 토지에 대한 임차료를 지불하지 않았던 동독의
주민들은 통일 이후 관련 법령에 따른 사유화로 자영농이 되어 최장 37년에 이르는
이전 사용기간의 임차료를 지불할 정도로 협동농장의 토지와 자산의 분배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따라서 협동조합은 남북한 통일과정에서 북한 국영 및 협동농장의
해체과정에서 그 부작용을 최대로 감당해 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이며
통일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협동농장 자산의 파괴나 유출 또는 북한주민의 남한으로의
이주나 기타 지역으로 대규모 이동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42)
이처럼 북한의 협동농장은 통일과정에서 북한주민들의 시장경제체제 적응을 위한
과도기를 거쳐 남한의 농업협동조합 등과 유사한 공공단체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조직구성 및 조합장 및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각종 선거가 수반될 것이며,
이에 따른 남한의 농업협동조합법, 위탁선거법을 비롯 북한의 농업법 등 남북한간
협동조합의 선거관련 법제의 정비와 통합이 필요하다. 특히 한반도 통일 이후 법과

42) 김경량, 최찬호, 1998, 91면-92면, 홍성규, 1999, 12면-1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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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들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북한주민의 주권적 의사가 왜곡되지 않고
반영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남북한 주민간 형평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북한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법제를 정비하는 것이 통일의
초기단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선거관련 법제의
정비와 함께, 통일 이후 북한주민들이 협동농장을 비롯해 다양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기구의 설립과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등 개별법뿐만 아니라 협동조합기본법 등
남북한간 관련 법제에 대한 연구와 정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통일 이후 북한의
협동농장은 조합원들의 자조조직으로서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북한지역 사회에
공헌하는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통일에 따른 혼란과 과도기 속에서 국가와
시장이 해결할 수 없거나 혹은 북한 주민 개개인이 극복하기 어려운 과제의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자조조직으로 발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43)

43) 전형수, 2003, 8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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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장래 남북한의 법제통합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종래에 정립된 남북한의
법제도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북한의 관련 법령과 그에 해당하는 우리의 법령을 통합적으로
비교,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본고는 북한의 화장법이 제정된 취지가 무엇이며, 어떠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그런데 북한은 주체
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 국가이므로 북한의 화장제도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사회주의 계획경제하의 법제도와 자본
주의 시장경제하의 법 제도는 그 제정취지와 규율내용이 근본적으로 상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화장제도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와
유사한 남한의 장사제도가 어떻게 규율되고 있으며 어떠한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입체적으로 파악하면서 양자의 규범내용을 비교･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Ⅱ. 북한의 화장법제의 규율체계
1. 북한의 장례문화
북한의 장례는 대부분 3일장이다. 혁명 1세대 등의 고위 간부 사망시에 치러지는
국장(國葬)도 거의 마찬가지이다. 1992년 2월에 사망한 인민 무력부장 오진우(吳振宇)외
서철(徐哲) 등이 5일장으로 치러졌고 김일성의 경우는 12일장으로 치러진 예외의 기록도
있었다. 북한에는 장의사가 없으며, 관은 가정에서 직접 만들거나 직장에서 만들어
준다. 시신을 입관 할 때에는 얼굴에 화장을 하며 종이나 헌옷가지로 관을 보공(補空)
한다. 빈소도 각 가정에 마련하는 경우가 있으며 고인의 사진을 모시고 향도 피운다.
북한에서는 베 감투(두건)와 베옷(상복)이 사라진지 오래다. 소리 내어 곡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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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대 들어서 김일성이 복고주의(復古主義)와 봉건유교사상을 비판함에 따라 전통
적인 장례풍습이 없어졌으며 팔에 검은 완장을 두르는 정도이나 그것마저 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때문에 젊은 층에서는 장례의식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드물다는 것이다.
문상객은 빈소 앞에서 분향을 하고 절을 한 뒤 술을 올린다. 그 후 상주에게 애도의
뜻을 전한다. 이들은 주패(트럼프)놀이를 하면서 밤을 함께 새우며 상주를 위로해주고
있다. 술을 비롯한 접대용 음식은 식료 상점에서 국정 가격으로 구입한다. 북한에서는
결혼과 장례를 “큰일”로 간주해 국가가 반드시 필요한 음식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식료품상점에서 구입하는 양이 적어서 애를 먹고 있다. 조의금은 각자가 내기도
하고 직장에서 단체로 추렴하기도 한다. 사망신고는 사회안전부(경찰)에 한다. 매장은
해당지역 행정경제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묘 자리는 여기에서 지정해 주고
있다. 평양에는 상원군, 중화군 등에 공동묘지가 많으며 발인은 대개 아침 10시경에
하고 있다. 영구차가 별도로 없으며 평양을 비롯한 대도시의 경우 버스를, 지방에서는
화물차를 이용한다. 차량은 대부분 직장에서 알선해 준다. 무덤은 가족, 친지, 직장
동료들이 매장 하루 전에 미리 파놓는다. 상석과 비석도 세우나 대개 나무로 만들어
쓰고 있으며 고위간부들은 대리석으로 만들어 세운다. 화강암 광산에 상석과 비석만
전문으로 만드는 직장이 있다. 탈상에 대한 의식은 별도로 없고 대부분 사망이후 첫
생일날에나 1주기에 제사를 지내고 그 이후에는 한식과 추석 명절 때만 제사가 있고
기제사도 거의 지내지 않는다. 각 가정에서는 고인의 사진을 벽에 걸 수 있지만 반드시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보다 아래에 걸어야 한다. 부모사망의 경우 지역에 따라 2-4일
정도의 휴가가 주어진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화장법 제정 이후에는 매장보다
화장으로의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화장의 경우 각 직장이나 마을에 비치중인 관에
시신을 담아 화장장에서는 시신만을 끌어내어 화장을 하고 관은 다시 가지고 가서
다음에 사용하기도 한다.1)

1) http://www.ehaneul.go.kr/portal/fnlInfo/info.do?id=M230509000<검색일: 2016. 7. 20.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북한의 장례문화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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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화장법의 입법경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화장법은 화장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화장을
장려하고 장례를 간편하게 하며 자연풍치와 국토를 보호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하여, 주체87(1998)년 5월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15호로
채택되었고, 이후 주체88(1999)년 1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50호로
수정되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화장법은 총 25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장제도에 대한 일반원칙, 화장절차, 유골의 처리방법, 국가기관의 지도 및 책무,
이용자의 의무 및 위반시의 제재방법 등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다.

(1) 일반원칙
북한의 화장법은 사람이 사망하면 화장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부득이 한
경우에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장소에 묘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5조).
동법은 묘를 쓰지 않고 불로 령구를 처리하는 문화적인 장례방법을 화장이라고 정의
하고 있다(제2조). 따라서 시신을 화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망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사망자 인정이란 일정한 기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어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을 법적
으로 죽은 사람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북한에서는 1958년 초안에서 소재
불명자인정제도와 사망인정제도를 두고 있었다. 이는 남한 민법상의 부재와 실종에
관한 제도와 유사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는 그것이 민법초안에
등장하기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1956년 3월 최고
재판소 민사부에 의하여 ‘사망선고’가 행해진 사실이 북한문헌에 나타나 있기 때문
이다. 그러나 그 한 차례의 사망선고를 제외하고는 초안 이후에도 사망선고제도는
실행되지 않았으며, 다만 1년 이상 소식이 끊어져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공민을 이해
관계자의 신청에 따라 소재불명자로 인정하고 그에 대한 재산관리가 행하여졌을 뿐이
라고 한다. 현행 북한민법은 제22조와 제23조에 소재불명자 또는 사망자로 인정하는
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북한민법 제22조제2항에 의하면 소재불명자로 인정된
후 1년, 소식이 없거나 마지막 소식이 있은 때로부터 3년, 생명에 위험을 준 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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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은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소식이 없는 공민에 대하여는 소재불명자인정의
경우와 같은 절차에 따라 사망자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소재불명자인정의 취소와
마찬가지로 사망자로 인정되었던 공민의 소재가 밝혀진 경우, 즉 그가 나타났거나
소식을 보내어 소재를 알려온 경우에는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증
기관이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북한민법 제23조). 소재불명자를 무한정 생존자로
취급하는 것은 그의 재산관계나 신분관계를 해결하는데 불편을 가져온다. 그러므로
민법은 생사가 불명확한 공민을 일정한 조건밑에서 사망자로 인정하는 제도를 인정
하고 있다. 또한 마지막 소식이 있은 때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는 공민에
대하여서는 리해관계자의 신청에 따라 공증기관이 소재불명자로 인정할 수 있다.
소재불명자로 인정된 후 1년, 소식이 없거나 마지막 소식이 있은 때로부터 3년, 생명에
위험을 준 사고가 있은 때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는 공민에 대하여서는
앞항과 같은 절차에 따라 사망자와 같이 인정할 수 있다(민법 제23조). 소재불명자
또는 사망자로 인정되였던 공민이 나타났거나 소식을 보내여 거처를 알려온 경우에
공증기관은 본인이나 리해관계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한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2)

(2) 화장절차
화장절차는 다음과 같다. 화장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화장기업소에
화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이 발급한 사망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 화장신청을 접수한 화장기업소는 대장에 정확히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대장
에는 사망자의 이름, 난 날, 직장직위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제7조). 화장기업소는
화장을 신청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요구에 따라 관을 내주어야 한다. 소독
하지 않은 관은 내줄 수 없다(제8조). 령구접수는 화장터 또는 령구가 안치된 장소
에서 한다. 화장기업소는 령구를 접수한 다음 령구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제8조).
령구접수는 화장터 또는 령구가 안치된 장소에서 한다. 화장기업소는 령구를 접수한
다음 령구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제9조). 접수한 령구는 화장터에 안치한다. 이 경우
고인과 영결하는 의식을 할 수 있다(제10조). 화장기업소는 화장을 제때에 정확히
하여야 한다. 묘지에서 파낸 유골도 화장할 수 있다(제11조). 령구운반에 필요한
2) 한국법제연구원 편, 「북한법령용어사전-민사법편」, 한국법제연구원, 2004, 130-1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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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수단은 화장기업소가 보장한다. 그러나 화장기업소가 령구운반에 필요한 운수
수단을 보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운수수단을 쓸 수 있다(제12조).

(3) 유골의 처리방법
유골의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화장한 유골은 함에 넣는다. 유골함에는 사망자의
이름을 밝히며 유골임자의 요구에 따라 사진을 붙여줄 수 있다(제13조). 유골함은
유골임자에게 넘겨준다. 유골임자는 유골함을 보관실에 보관시키거나 집에 가져갈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장소에 정해진 방법으로 매장할
수 있다(제14조). 보관시키려는 유골함을 접수하면 대장에 등록하고 유골임자에게
보관증을 준다. 등록대장에는 사망자의 이름, 유골함의 번호와 보관날짜, 유골임자의
이름, 주소 같은 것을 밝힌다(제15조). 도시경영기관과 화장기업소는 보관시킨 유골함을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유골함을 보관시킨 때부터 10년까지의 사이에 유골임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16조). 도시경영기관과 화장
기업소는 유골 보관시설과 매장장소를 꾸리고 위생문화적으로 관리하며 필요한 장소에
꽃생산기지 같은 것을 꾸려 손님들의 편리를 도모하여야 한다(제17조).

(4) 국가기관의 지도 및 책무
국가기관의 지도 및 책무는 다음과 같다. 화장터건설을 잘하는 것은 화장수요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국가는 화장터건설계획을 바로세우고 투자를 집중하여
화장터를 현대적으로 건설하도록 한다(제3조). 지방정권기관은 화장터의 위치와 규모를
바로 정하여야 한다. 화장터의 위치와 규모는 교통조건, 인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
인구수 같은 것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제4조). 화장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지도
밑에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이 통일적으로 한다.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은 화장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 지도하여야 한다(제18조). 도시경영기관과 화장기업소는 앞선 화장
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며 화장설비에 대한 점검보수를 제때에 하여 그 정상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제19조). 국가는 화장부문에 필요한 로력을 선발배치하며 화장부문
일군들을 우대하도록 한다. 화장부문의 로력은 다른 일에 동원시킬 수 없다(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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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용자의 의무 및 위반시의 제재방법
이용자의 의무 및 위반시의 제재방법은 다음과 같다. 화장하거나 유골함을 보관시킨
경우에는 해당한 료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료금을 정하는 사업은 해당 가격제정기관이
한다(제21조).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은 화장에 필요한 설비, 로력, 연유 같은 것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제22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화장질서를 자각
적으로 지키며 화장시설을 못쓰게 만들거나 화장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제23조). 화장시설을 파손시켰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
시킨다(제24조). 이 법을 어겨 화장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제25조).

Ⅲ. 남한의 장사법제의 규율체계
1. 남한의 장례문화
우리나라의 장례문화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삼국시대에는 매장이
선호되었다. 대부분의 고분은 왕족이나 귀족층의 묘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서민들의
묘지는 봉분조차 없는 것으로 추측된다. 통일신라시대에는 불교의 영향으로 화장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3) 이 시대의 고분은 묘지에 비각을 세우거나 십이지신상을 배치
하는 등 묘지가 화려하지만 부장품의 수가 감소하고 분묘의 크기도 작아지고 있다.
불교의 대중화에 따라 스님은 물론 왕족이나 귀족 계층에서 화장이 성행하고 있었
으며, 화장한 유골은 산골하거나 매장하였다.4) 고려시대에는 건국 초부터 불교를 국교로
정함에 따라 고려시대 사람들은 사원이나 승려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일상생활에
따라 화장이 성행하였다.5) 불교를 국교로 삼으면서도 풍수지리사상이 성행하였으며
3) 연기영, “불교 전통과 인권의 제문제”, 「사상31」 겨울호(통권 제31호), 사회과학원, 1996. 12, 75-77면.
4) 이기우, “한국의 매장 및 화장의 관행과 법적 과제,” 「토지법학」, 한국토지법학회, 1997. 12, 28면.
5) 장만석, “자연장 확산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2, 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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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제도에서도 유교, 불교와 더불어 풍수지리 사상이 영향을 미쳤다. 충렬왕 이후
에는 주자학이 전래되면서 불교식 화장제도를 금지하고 주자가례에 의한 관혼상제의
시행을 주장하는 신진 사대부와 주자학자들의 건의에 따라 공민왕 때부터 화장을 금하기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주자가례가 행하여지고 매장과 삼년상을 치루는 상례방식이
보편화되면서 화장이 점차 줄고 매장 풍습이 확대되었던 것이다.6) 조선시대에는 외형적
으로는 유교였지만 내면적으로는 풍수사상이 생활습관을 지배하던 시기였다. 억불숭유
정책으로 화장을 금하고 매장을 강력하게 시행하였으며 유교적 장묘문화가 주를 이루
었고 성종 6년(1474년) 때에는 부모의 화장을 엄격히 다스렸다. 태종 5년(1404년)에는
사회계급에 따라 묘지의 크기7)를 규제하는 ‘분묘금한보수제(墳墓禁限保守制)’가 법제화8)
되었지만, 분묘는 특별히 금지된 구역 외에는 각자가 자유롭게 풍수지리설에 따라
설치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9) 또한 왕족의 묘는 원형圓形)이며 서민들이 분묘의 크기는
사회적 신분의 차이에 따라 치장과 규모가 결정되었다. 국가적 공인에 따라 분묘설치
자는 임야의 일정부분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10) 일제강점기에는
총독부령 제123호인 ‘묘지 매장 화장장 및 화장 취체규칙’을 발표하여 공동묘지 이외의
다른 묘지형식은 인정하지 않았다11). 그러나 3.1운동 이후 문민통치가 시작되면서 위
규칙의 개정을 통하여 기존의 묘지제도를 인정하게 되면서, 특히 종중 및 문중의
선산소유권을 인정했다.12) 결국 일제강점기에서도 풍수묘역 선산 또는 종중묘지는
금지시킬 수 없었고, 공동묘지 이용은 빈민층의 장지로 사용하게 되었으며 화장제도는
보급되지 못했다.13) 1919년에 동 규칙을 개정하여 단독묘지와 가족묘지, 그리고 문중의
선산 소유권 등기를 인정하는 등 장사제도가 시행 되였다.14) 광복 이후에도 1961년에
6) 박상호, “한국 묘지제도에 관한 법적연구”, 동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29면; 김달수, “우리나라
장사제도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6면.
7) “1품(品)의 묘지는 90보(步) 평방(平方)에 사면(四面)이 각각 45보이고 2품은 80보 평방, 4품은 60보 평방, 5품은
50보 평방이며, 7품에서 9품까지는 30보평방이고, 서인은 5보 평방이다.”(김성욱, “조선시대의 분묘제도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제16권 제2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09. 10, 5면 각주 7)에서 재인용).
8) 김성욱, “조선시대의 토지사유제도의 고찰”, 「집합건물법학」 제9집,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2, 5면.
9) 이호조, “한국의 장례문화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화장․납골관련 추모시설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12-14면.
10) 김성욱, “조선시대의 토지사유제도의 고찰”, 5-6면.
11) 김달수, “우리나라 장사제도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7면.
12) 김상훈, “제사용 재산의 승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2, 29-31면.
13) 김성욱, “반민족행위자의 재산환수”, 「토지법학」 제23권 제2호, 한국토지법학회 2007, 316면.
14) 김달수, “장사법의 변천과 특성 경남 장사문화개선 세미나 자료집”, 한국장사발전연구원 , 2008, 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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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등 및 묘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까지는 일제가 제정한 ‘묘지 화장장 매장
및 화장 취체규칙’이 그대로 적용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묘지15)에 관한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것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조사는 1968면에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법’이라 한다)이 개정되고 1969년에 매장법 시행규칙이 제정되면서 묘적부를
작성토록 하였고, 당시 정부가 “매장 화장 및 개장과 묘지 화장장과 봉안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그 이후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16) 1973년 제2차 개정에는 분묘의
점유면적과 형태를 규정하고 분묘 일제조사를 통한 무연분묘의 처리 근거를
마련하였다.17)
매장중심의 장사제도에서 화장중심의 장사제도로의 전환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18) 또한 우리나라는 기당 묘지 면적이 크고, 풍수지리설의 영향
등으로 집단묘지 보다는 개인묘지를 선호하는 경향 때문에 전국적으로 묘지가 산재
하고, 분묘가 급격히 증가하여 새로이 분묘를 설치하기에는 산지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처지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그 동안 불법이나 무단으로 조성된 묘지로 인하여 문제
되어 왔다.19)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장사제도인 매장문화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전국
어디서나 크고 작은 묘지가 많이 설치되어 있다. 특히 국토의 70%가 산지로 구성되어
있고 인구밀도가 세계 3위이며 전통적으로 매장문화가 주된 장사방법인 우리나라의
경우 문제의 심각성은 다른 나라에 비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15) 묘지란 분묘를 설치한 구역을 말하는데 시신 또는 유골을 매장하여 그 주변에 장소를 포한한다. 장사법에서는,
“분묘 등의 점유면적 등은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 안의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床石)․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합장하는 경우에는 15㎡)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고 있다(동법 제18조).
16) 우리나라 장사관련 법률은 1961년 12월 5일 제정(법률 제799호) ‘매장 등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른바
‘매장법’)로 제정되었다가, 1968년 12월 31일 부터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로 법률명이 변경되었으며,
그 후 1973년 3월 13일 일부개정 (법률 제2605호), 1981년 3월 16일 일부개정 (법률 제3389호), 1997년
12월 13일 일부개정 (법률 제5453호), 1997년 12월 13일 일부개정을 거쳐서, 2000년 1월 12일에는 전문개정
(법률 제6158호)을 통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른바 ‘장사법’)로 법률명이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장사법은 그 후, 2002년 1월 19일 일부개정 (법률 제6615호), 2001년 1월 13일 부터 시행, 2002년 12월
30일 일부개정, 2005년 8월 4일 일부개정 (법률 제7678호), 2007년 5월 25일 일부개정 (법률 제8489호),
2009년 12월 29일 일부개정 (법률 제9847호), 2010년 5월 31일 일부개정 (법률 제10331호), 2011년 5월
30일 일부개정 (법률 제10741호), 2011년 8월 4일 일부개정 (법률 제11008호), 2015년 1월 28일 일부개정
(법률 제13108호)되었다.
17) 김달수, “우리나라 장사제도에 관한 연구”, 8면.
18) 박상호, “장사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지법학」 제18호, 한국토지법학회, 2002. 12, 126면.
19) 박광동, “분묘의 존속기간 제한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제21권 제4호,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6.
294-2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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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부터 매장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묘지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하여 1981년
부터 묘지의 집단화 및 화장의 확대를 추진하는 “묘지 등의 설치 및 관리 운용지침”
(보건사회부훈령 제426호)을 마련하였고, 1991년 7월 5일 시행된 “묘지 등의 설치
및 관리 운용지침”(보건사회부훈령 제623호)에서는 묘지의 사용기간을 15년 시한부로
권장하는 것을 명시하면서 시한부매장제도를 공식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하였다.20)
그 후 입법예고와 각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000년 1월 12일 매장법을 전면
개정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6158호, 2001년 1월 13일 시행, 이하 ‘장사법’이라
한다)에서 시한부 매장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21) 매장중심의 문화로 인하여 좁은
국토에 묘지가 점유하는 면적이 많아서 국토의 잠식, 생태환경의 훼손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낳고 있어서, 화장율이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봉안묘, 봉안당
등의 시설도 자연훼손문제, 호화봉안시설 문제 등의 부작용이 노출되고 있기도 하다.
그래서 장사법은 2007년 개정을 통하여 환경 친화적인 장사제도로서 자연장을
도입하였다.22) 다음 절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오늘날 매장율은 점점 감소
하고 화장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자연장의 활성화가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경과
우리나라의 장사문화는 저출산으로 인한 묘지관리 등의 어려움과 묘지가 전 국토의
1%를 점유하는 국토의 활용성 저하 등의 이유로 매장에서 화장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설문조사에서 국민의 79.3%가 화장으로 나타난 결과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화장률은 1991년의 17.8%에서
2011년에는 71.1%로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23) 이에 따라 장사관련 법률의
경우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고
한다)」은 1961년에 제정된 ‘매장 등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을 2000년에 전면 개정한
20)
21)
22)
23)

고창현, “장사문제의 저해요인과 장사법 개선방안”, 「토지법학」 제18호, 한국토지법학회, 2002. 12, 185면.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묘지제도 발전방향」, 2011, 50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 2014. 12, 3면.
이자성, “자연장제도 현황과 활성화 방안”, 경남발전, 경남발전연구원, 2013, 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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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근간을 이루고 있는 바, 장사법은 2007년에 다시 대폭 개정하였으며, 현재는
2015년에 개정된 법률이 현재 시행되고 있다.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1) 일반원칙
북한의 화장법은 사람이 사망하면 화장을 원칙으로 하면서,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장소에 묘를 쓸 수 있도록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남한의
장사법은 장소적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망 또는 사산한 때로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에는 매장 또는 화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장사법
제6조). 장사법에 의하면,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하고
(장사법 제2조 제2호), 매장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장사법 제2조
제1호).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
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하며(장사법 제4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장사법 제4조제2항).

(3)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장사법 제5조 제1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묘지･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需給)에 관한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장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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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제2항).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역수급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장사법
제5조 제3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지역수급계획을 특별시장･
광역시장･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장사법 제5조 제4항).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지역수급계획 중 지역
간 장사시설의 수급조정, 장사시설의 공동설치 및 장사시설에 관한 지역간 갈등조정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확정
하여야 한다(장사법 제5조 제5항).

(4) 화장절차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 또는 화장을 하지 못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임신 7개월이 되기 전에 죽은 태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장사법 제6조). 누구든지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장사법 제7조).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장사법 제8조
제1항). 화장을 하려는 자는 화장시설(제7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화장을 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을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장사법 제8조 제2항).
개장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現存地)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장사법 제8조 제3항). 제1호는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에는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이고, 제2호는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에는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이고, 제3호는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는 경우에는
개장지를 말한다. 또한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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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장사법 제8조 제4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증명서를 내주
어야 한다(장사법 제8조 제5항).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신고
증명서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장사법 제8조 제6항).
또한 매장하려는 자가 시신에 대하여 약품처리를 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장사법 제9조 제1항). 매장･화장 및 개장을
하려는 자는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매장 깊이와 시신이나
유골의 소각 정도 및 종전 분묘의 처리 등 그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장사법 제9조 제2항).

(5) 공설화장시설 등의 설치･조성 및 관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
연장지를 설치･조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장사법 제13조 제1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공동으로 설치･조성 및
관리할 수 있다(장사법 제13조 제2항). 산림청장 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유림
등 국유지에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를 조성･관리할 수 있다(장사법 제13조
제3항). 산림청장,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를 조성한 때에는 그 명칭, 위치, 지번,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장사법 제13조 제4항). 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
공설봉안시설･공설자연장지 및 제3항에 따른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제24조제2항을 준용하여 가격표의 게시･등록을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장사법 제13조 제5항). 제5항에 규정된
장사시설을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묘지･분묘, 화장, 봉안 또는 자연장에 관한
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절차 등에 따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장사법
제13조 제6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
시설의 설치기준과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의 조성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장사법 제13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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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설묘지의 설치
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묘지(이하 “사설묘지”라 한다)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장사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개인묘지의 경우에는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하고, 제2호의 가족묘지의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하며, 제3호의
종중･문중묘지의 경우에는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하고, 제4호의 법인묘지의 경우에는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한다.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장사법
제14조 제2항).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장사법 제14조 제3항). 시장등은 묘지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민법」 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정하여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할 수 있다(장사법 제14조 제4항).
시장등이 제3항에 따른 가족묘지 또는 종중･문중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한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묘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장사법 제14조
제5항). 시장등은 가족묘지 또는 종중･문중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할 때에 그 내용에
제5항에 규정된 산지전용허가･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또는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장사법 제14조 제6항). 법인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묘지･분묘에 관한 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절차 등에 따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장사법 제14조
제7항). 사설묘지의 설치면적, 분묘의 형태, 설치장소, 그 밖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장사법 제14조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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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조성 및 관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화장시설(이하 “사설화장시설”이라
한다) 또는 봉안시설(이하 “사설봉안시설”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장사법 제15조 제1항). 사설봉안시설의 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봉안시설 신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장사법 제15조 제2항).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민법」에 따라 봉안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종교단체에서 설치･관리하는 경우이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 또는 종중･문중의 구성원 관계였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는 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장사법 제15조 제3항).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화장 또는 봉안에 관한 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장사법 제15조 제4항).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의 면적,
설치장소, 그 밖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장사법
제15조 제5항).

(8) 공설화장시설 등의 사용료, 관리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
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의 금액은 토지가격, 시설물 설치･조성비용, 지역주민 복지증진 등을 고려
하여 정하여야 한다(장사법 제23조 제1항).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부과
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달리 부과할 수
있다(장사법 제23조 제2항). 산림청장이나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유림이나
그 밖의 국유지에 자연장지를 조성･관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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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관리비의 부과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장사법 제23조 제3항).

(9) 사설화장시설 등의 사용료, 관리비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그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의 사용료 및 관리
비를 정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장사법 제24조 제1항). 법인묘지･사설화장
시설･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장사법 제24조
제2항). 제1호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용료 및 관리비에 관한 사항이고, 제2호는
상석･비석 등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에 관한 사항이며, 제3호는 제1호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 기준･방법 등 반환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그리고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호는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게시한 사용료･관리비와 시설물･장례용품의 가격 외의 금품을
받는 것을 말하고, 제2호는 시설물 또는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장사법 제24조 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의 범위와 가격
표의 게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장사법 제24조 제4항).

(10) 공설장례식장의 설치･운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이하 “장례식장”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 대상과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장사법 제28조의2 제1항). 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에서의
시신의 위생적 관리, 가격표의 게시･등록, 게시한 가격 외의 금품징수 및 구매･사용
강요 금지, 교육에 관하여는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을 준용
한다(장사법 제28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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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묘지의 일제조사 및 무연분묘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묘지 등
수급계획의 수립 또는 제28조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정리 등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기간 및 구역을 정하여 분묘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할 수
있다(제11조).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2조 제1항).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제12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후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2조 제3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일제 조사 결과 연고자가 없는
분묘(이하 “무연분묘”라 한다)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
할 수 있다(제28조 제1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뜻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제28조
제2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봉안한 유골의 연고자가
확인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제28조 제3항). 제1항에 따른 봉안에 관하
여는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제28조 제4항).

(12) 비용의 보조
국가는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제36조 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화장･
봉안 및 자연장의 확산, 묘지 면적의 축소, 그 밖에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등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제36조 제2항).

(13) 벌칙
장사법 제39조에 의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1호는 제14조제3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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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한 자를 말하고, 제2호는 제17조를 위반하여 금지구역 안에 묘지･화장시설･봉안
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한 자를 말하며, 제2의2호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을 운영한 자를 말하고, 제3호는 제30조에 따른 장사
시설 등의 정비･개선명령이나 사용제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장사법 제40조에 의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1호는 제6조를 위반하여
사망 또는 사산한 후 24시간 이내에 매장 또는 화장을 한 자를 말하고, 제2호는 제7조를
위반하여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거나 화장장 외의 시설･장소에서 화장을 한 자를
말하며, 제3호는 제9조제2항 및 제10조에 따른 매장･화장･자연장 또는 개장의 방법
및 기준을 위반하여 매장･화장･자연장 또는 개장을 한 자를 말하고, 제4호는 제16조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법인등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를
말하며, 제5호는 제18조에 따른 면적기준 또는 시설물의 설치기준을 위반하여 분묘･
묘지 또는 시설물을 설치한 자를 말하고, 제6호는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거나 화장 또는 봉안하지 아니한 자를
말하며, 제7호는 제21조를 위반하여 묘지의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을 한 자를 말하고,
제7의2조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사시설을 폐지한 자를 말하며,
제8조는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장을 한 자를 말하고, 제9호는
제31조에 따른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이전･개수명령･시설의
폐쇄･사용금지 명령 또는 업무의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말하며, 제10조는
제32조제3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장사법 제41조에 의하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또는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
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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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문제
(1) 화장료 부과의 문제
남한의 경우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되는 화장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대체적
으로 원가에 미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공요금의 요율결정이나
적정한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수익성보다 공공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남북한 통일시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각종 행정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현실화하여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런데 화장시설과
같은 공공시설의 사용료나 수수료 요율문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아무런 제한이 없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통일정부 및 지역물가정책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문제이므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또한
요금인상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도 어느 정도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원가수준 이하의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24) 그러나 수익자 부담
원칙이 형해화 될 정도로 장사시설의 사용료 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통일시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설화장시설 및 공설봉안당의 사용료 규정의
개정방향은 장사시설의 사용료 체계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수익자 부담을 적정하게 확대
적용하는 방향에서, 특히 객관적인 원가산정에 기초하여 그 적정성의 기준과 범위에
대하여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분묘기지권의 문제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 장사법에서는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과 대항력을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됨으로서 종래에 판례에 의하여 관습상 물권으로 취급되었던
분묘기지권은 그 효력이 동일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종래에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었던 분묘기지권은 타인 소유의 토지에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24) 이환범, 권오규,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경상적 세외수입 증대 방안”.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2권 제4호, 서울행정학회, 2002. 121-1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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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그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를 따로 이장한다는 특약을 함이 없이 토지를 매매 등으로 처분한 경우,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묘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에 성립한다. 이러한 경우에 분묘
기지권에 의해서 보호되는 분묘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분묘의 내부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분묘의 내부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않은 이상 외형상 분묘의
형태를 갖추었다 할지라도 이는 실제 분묘라 할 수 없으므로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다.25) 또한 반대로 시신이 안장되어 있더라도 분묘가 이른바 평장되어 외부에서
분묘임을 인식할 수 없는 경우라든가, 이른바 암장되어 객관적으로 분묘의 존재를 인식
할 수 없는 상태라면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다.26) 그리고 일단 분묘기지권이
성립되면 그 효력범위가 분묘의 기지 자체(봉분의 기저 부분)뿐만 아니라 그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게 된다.
그런데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기존의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으며,27)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구체적인
범위는 각각의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정해진다.28) 이와 관련하여 관습법상의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이 언제까지인지가 문제된다. 종래 판례에 의하면, 관습법상의
분묘기지권은 당사자 사이에 그 존속기간에 관한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는 영구히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입장에 있다.29) 이렇게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수호 및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타인의 특정한 토지부분을 사용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타인의 토지상의 분묘를 다른 곳에 이장하면 종래의 특정한 토지부분에 인정
되었던 분묘기지권은 소멸된다고 보아야 한다.30) 다만 분묘가 멸실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25)
26)
27)
28)
29)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다18040 판결; 대법원 1976. 10. 26. 선고 76다1359 판결.
대법원 1967. 10. 12. 선고 67다1920 판결.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8367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다84423 판결.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다38592,38608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1092 판결;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1220 판결.
30)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68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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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한 일시적인 멸실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31)
전술한 관습상의 분묘기지권의 효력 등이 판례에 의하여 변함없이 인정된다면, 타인의
토지 또는 관리가 되지 않은 타인의 임야에 무단으로 묘지를 설치하더라도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또는 타인의 동의하에 분묘가 설치된 이후에 당해 분묘가 지속적으로
관리되어 존속하는 동안에는 절대적으로 토지 및 임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거나 개발
할 수 없고, 또한 산림훼손현상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점은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볼 수 있다.

(3) 묘지면적의 문제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묘지의 면적을 규율하고 있는 법률들이 적지 않다. 우선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분묘 등의 점유면적과 관련하여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 안의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床石)･비석 등 시설
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제곱미터(합장하는 경우에는 1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제18조 제4항). 그러나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하여 그
면적범위를 확대하고 있다(제18조 제4항).32) 그리고 봉안시설 중 봉안묘의 높이는
70센티미터, 봉안묘의 1기당 면적은 2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제18조 제4항),
분묘, 봉안묘 또는 봉안탑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상석･비석 등 시설물의 종류 및 크기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8조 제4항). 한편 「국립

31)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다44114 판결; 한편, 판례는 분묘철거가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권리 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 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다38592,38608 판결;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3055 판결, 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다10346,
10353 판결,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2319, 62326 판결,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1967
판결). 예를 들어 특정한 임야부분이 공동주택용지로 개발되고 있고, 원고가 피고에게 충분한 이장비용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하였으며, 향후 피고가 분묘의 진입로를 확보함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위 피고가 분묘를 철거하지 않는 것이 권리남용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이다(대법원 2009.05.14. 선고 2009다1092 판결).
32) 2010년 기준 우리나라 1인당 주거면적은 25.0평방미터(7.5평)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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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대통령의 직에 있었던 사람의 묘지는
264평방미터(79.8평), 대통령의 직에 있었던 사람 이외의 사람은 3.3평방미터(1평)
이지만 별도로 심의하여 26.4평방미터(약8평)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국가가 설치 및 운영하는 묘지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이 법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묘지면적을 차등적으로 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들은 장사문화의 변화, 핵가족화, 묘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 등을 정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개정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4) 묘지 전수조사의 문제
장사법에서는 매장 또는 화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장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
장에게 신고를 하고, 허가된 묘지 이외에는 묘지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묘지의
크기와 형태 등의 설치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각 위반한 자에게 일정한
벌칙을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의 소도시 또는 군, 읍, 면의 지역에서는 여전히
지역주민이 허가를 받지 않고 묘지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 이를 발견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조성된 묘를 강제적으로 이장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할 뿐만 아니라 인적이 드문
지역에 설치된 묘지의 경우에는 전혀 묘지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적
묘지설치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를 하는 것이 사실상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물론이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중장기 장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당해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필수적으로 할 것으로 명시하는 묘지
전수조사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 전술한 규정이 신설되어 정확한 묘지전수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묘지의 효율적 관리는 물론이고 합리적인 장사행정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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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통일 후 남북한 화장제도의 통합에 있어서 고려요소
1. 화장료의 부과문제
화장시설과 같은 공공시설의 사용료나 수수료 요율문제는 통일 이후 각 지방자치
단체가 아무런 제한이 없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통일정부 및
지역물가정책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문제이므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또한 요금인상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도 어느 정도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원가수준 이하의 요금을 징수
하고 있다.33) 그러나 수익자 부담 원칙이 형해화 될 정도로 장사시설의 사용료 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통일시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설화장
시설 및 공설봉안당의 사용료 규정의 개정방향은 장사시설의 사용료 체계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수익자 부담을 적정하게 확대 적용하는 방향에서, 특히 객관적인 원가산정에
기초하여 그 적정성의 기준과 범위에 대하여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과 범위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화장시설은 단순히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여 운영되는 시설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남북한 통일 후 남북한지역의 장사시설의 사용료는 원가대비의 80-90%의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살펴
보면, 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이라는 제목하에 보건복지부장관은 묘지･화장시설･봉안
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특별시장･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조). 그리고 화장시설의
이용료에 대한 구체적인 인상범위와 관련해서는, 화장원가에 준하는 과도한 인상은
주민반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원가수준 보다는 낮은 정도에서 화장요금을
33) 이환범, 권오규,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경상적 세외수입 증대 방안”.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2권 제4호, 서울행정학회, 2002. 121-1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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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현재 5년마다 장사정책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수립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장사시설의 사용료의 적정성 여부도 그 시점을 동일하게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통일이후 북한지역의 화장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인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사용료를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운영, 관리 등에 대한 각종 재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부터 마련되기 때문이다. 다만,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현실화 방향은 잠정적인 이용자인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통일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요율인상에 따른 지역주민의 부담가중, 소비자 물가인상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지방의회와 사전에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34)

2. 분묘기지권의 문제
종래의 장사방식인 매장방식은 산림훼손은 물론이고,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산발적
으로 묘지가 설치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 저해될 뿐만 아니라, 한정된 국토에
묘지가 계속적으로 설치됨에 따라 묘지부족현상이 발생할 여지가 있었다. 이러한 이유
에서 분묘의 존속기간과 설치기간을 제한하여 묘지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이러한 주장들을 반영하여 묘지, 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설치, 관리 등에 관한 일부 규제를 완화하면서, 또한 불법묘지 연고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제도를 도입하는 등으로 종래의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였던 문제점들을 개선 및 보완할 목적으로 2000년 1월 12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었고,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특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종래에 존속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제3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었던
분묘기지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2001. 1. 13.)의 분묘기지권을 대상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을 신설하여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과 대항력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이 규정의 구체적인
34) 이태종, 송건섭, 이재호, “장사시설 수급규모 추정을 통한 사용료의 적정성 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2권 제4호, 서울행정학회, 2012, 178면.

168

   남북한 화장제도의 통합방향에 관한 연구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제27조 제1항).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개장을 하려면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려야 함. 다만,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제27조 제2항). 전술한 분묘의 연고자는 해당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토지 사용권이나 그 밖에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제27조 제3항). 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지 조성자의 승낙 없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 또는 자연장지에 자연장을 한 자 또는 그 연고자는 당해 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
장지 조성자에 대하여 토지사용권이나 그 밖에 자연장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제27조 제4항).”
전술한 것처럼, 분묘기지권의 존속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당해 법률의 시행이후의 분묘에 대해
서만 적절한 규제를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의 분묘에 대해서도 소급적으로 시한부분묘제도를 적용한다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해 법률의 시행 전에 설치되어 분묘기지권이
인정된 분묘에 대하여는 시신이 안장된 상태에서 제사 등의 목적으로 분묘가 보존 및
관리되고 있다면 영구히 존속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통일
이후 북한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분묘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최초로 설치되는 분묘는 물론이고 그 이전에 설치된 분묘의
경우에도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더라도 사적 재산권의 보장 및 장사 등의 법률
규정에 기하여 분묘기지권을 최장 60년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가능
하다는 주장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규정에
대한 문리해석의 범위를 합리적 이유없이 넘은 것으로 문제가 있다. 따라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의 분묘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그 존속기간의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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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하여 현행 법률과 동일하게 규제하는 방향으로 입법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타당
하며,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분묘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율형태를 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한다.

3. 묘지면적의 문제
북한의 화장법은 예외적으로, 남한의 장사 관련 법률에서는 원칙적으로 분묘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공설묘지인지 아니면 개인묘지인지에 따라 차등적으로
묘지면적의 범위를 허용할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묘지면적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가족묘지의 경우에도 현재 대부분의 가족들이 4인 이하의 핵가족으로 구성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100제곱미터에서 50제곱미터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관련법률이 개정될 필요가 있으며, 당해 규정은 통일이후의 법제통합과정에서 동일하게
유지될 필요가 있다. 또한 묘지의 면적에 대하여 특별법의 지위에 있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도 그 제정목적 및 입법취지를 고려한다면, 당해
법률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특별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 그런데 묘지의
면적범위와 관련해서는 굳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상이하게 규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순국선열 등에 존경심 및 외경심은 묘지면적의 다소와는 관계없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의 윈스턴
처어칠 수상의 경우에는 그가 그의 가족과 함께 안장된 옥스퍼드 근교의 교회묘지의
면적은 2평이 채 안 되는 규모라고 알려지고 있고,35)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의 경우에도
1평 정도의 마을 공동묘지에 안장되어 있다.36)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에 이르러

35) http://media.daum.net/breakingnews/newsview?newsid=19940416082300. 대영제국의 영웅 윈스턴
처칠의 묘. 81세를 일기로 지난 1965년에 세상을 떠난 처칠은 대학도시 옥스퍼드 시 에서 10km 떨어진 聖마틴스
교회의 풀밭에 비문도 없이 누워 있다. 그보다 12년 늦게 숨진 부인 클레만틴여사와 합장된 묘소는 대리석도
화강암도 아닌 하찮은 바위조각을 각이 지게 잘라 가로 1.6m 세로 2.4m 높이 30cm 가량의 직사각형 모양으로
세운 단순한 모습이다. 연합뉴스 1994. 4. 15. 자 기사(2012. 9. 28. 방문).
36) http://chi.koreatimes.com/article/405807. 드골의 묘지를 보기 위해 일부러 파리에 내려 완행열차를 타고
그의 고향에 갔다. 그의 묘지는 정말 마을 공동묘지 안에 있었다. 그리고 딸 안느와 부인 이본느 옆에 잠들어
있는 그의 비석에는 ‘샤를 드골, 1890~1970’이라고만 새겨져 있었다. 전직 대통령의 묘지 치고는 검소함을
넘어 약간 초라한 인상마저 들었다. 한국일보 2007. 9. 19. 자 기사(2012. 9. 28.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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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자에 대한 인식 및 장사문화의 변화 등을 고려한다면, 공설묘지이든 사설묘지이든,
망자가 일반국민이든 순국선열 및 국가원수이든 관계없이 묘지의 면적을 동일하게
규율하더라도 사회적 대립과 갈등관계가 크게 유발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37)
따라서 통일이후 남북한에서 원칙적 또는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다양한 묘지의
면적범위는 모두 동일하게 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4. 묘지전수조사의 문제
종래의 분묘기지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법률 등이 어떠한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한 개정방향을 합리적으로 모색
하기 위해서는 우선 묘지에 대한 정확한 전수조사과정이 필요하고, 또한 이러한
전수조사를 기초로 하여 당해 묘지의 현황을 정확하게 공시할 수 있는 묘적부의 작성
및 이를 전산관리시스템에 저장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법적 근거도
법령상에 명확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이후 남북한의 장사관련법률을 통합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묘지 전수조사
규정을 신설하고, 당해 규정에 근거하여 북한지역 내의 모든 묘지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이 진행된다면, 그러한 전수조사를 기초로 하여 당해 묘지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국토개발과정에서도 유용한 기초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묘지전수조사를 통하여 파악된

37)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2009년 8월 5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해가 안장된 묘지와 그 주변을
국가보존묘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가족이 김해시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에 7월 30일
국가보존묘지 지정을 신청함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는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정대상 조건과
기준에 대한 적합성 여부 등을 심의한 결과, 전직 국가원수 묘역의 위상에 맞게 국가보존묘지로 지정하여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고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21-7번지 일원 3,206㎡를
국가보존묘지로 지정하였다. 국가보존묘지는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거나 국장․국민장․사회장 등을
하여 국민의 추모대상이 되는 사람의 묘지 또는 분묘 등이 지정될 수 있고 이 경우 장사법 규정의 묘지의
설치기간(15년, 3회 연장 가능), 묘역면적, 시설물의 종류․크기 등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한의신문, 2009.
8. 5. 자 기사. 원래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는 화장하여 1평 남짓한 무덤에 묻히는 것이었으나, 위와 같이 현재
그의 묘역이 3,206평방미터(969.8평)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분묘조성 당시 장사법이 시행되고 있었으므로
국립묘지가 아닌 개인묘지에 대하여는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그 면적이 30평방미터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었다. 한편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40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법
제43조에 따라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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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현황 정보는 부동산등기와 유사하게 전산관리시스템에 저장하여 관리하는 방식을
제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확한 기초자료를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현재에
북한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묘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북한지역에 대한 묘지전수조사를 함에 있어서 유의할 점은 우선 합리적인 기간을
정하여 묘지조사의 시기와 방법 및 기간 등을 공고하는 절차적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고,
특히 묘지의 연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직접적인 통지를 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묘지신고의무기간을 설정할 경우에도 당해 묘지신고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의제기신청이 접수되면 신속하게 주장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는 관련규정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묘지신고의무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연분묘로 처리를 한다는 내용을 공고 및 홍보하도록 하는
조치도 함께 병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묘지신고의무기간 내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무연고분묘로 처리하는 시점을 어떠한 기준
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문제된다. 생각건대, 이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연분묘에 준하여 처리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다만 그 처리시점과 관련하여 신고
의무기간을 경과한 즉시 획일적으로 무연분묘로 처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
한다. 왜냐하면 분묘는 단순히 불법건축물에 준하여 철거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특수한
지상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고의무기간이 경과한 이후라도 전반기라면 한식38)
이후에, 후반기라면 추석이후에 무연분묘로 처리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묘지전수조사를 하더라도 당해 묘지가 정확하게 언제 설치된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없고, 또한 묘지전수조사 이후에 설치된 분묘의 경우에도 그 설치시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38) 한식은 동지가 지난 후 105일이 되는 날이다. 양력으로 4월 5일 또는 6일에 해당한다. 한식의 유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 춘추 시대 진(晋)나라에 문공이란 왕자가 있었는데 임금이 죽고 나라 안이 어수선해지자
여러 나라를 떠돌게 되었다. 문공의 충성스런 신하 개자추는 문공의 허기를 채워 주기 위하여 자기의 넓적다리
살을 베어내어 구워 먹이기도 하였다. 나중에 임금이 된 문공은 개자추를 까맣게 잊어버렸다.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문공이 개자추를 불렀으나 개자추는 산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문공은 산에 불을 질렀으나 그래도 개자추는 어머니와 함께 산에서 내려오지 않고 불타 죽었다. 문공은
너무 가슴이 아파 해마다 이날이 되면 불에 타 죽은 개자추의 충성심을 기리고자 불을 때지 말도록 하였다.
그로부터 한식날이 되면 개자추의 넋을 위로하고자 불을 지펴서 따끈한 밥을 해 먹지 않고 찬밥을 먹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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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면,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 및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 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 등이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때 신고서에는 사망자의 성명, 성별,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사망자의 연월일시 및 장소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 및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
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제85조),
사망신고서에 매장장소까지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행 사망신고서에 매장장소를 의무적으로 신고할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분묘의 설치시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5. 화장시설의 설치문제
현재의 북한경제를 고려한다면 통일시까지 낙후된 화장시설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통일이후 화장시설의 부족현상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다양한 대비
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전술한 화장시설의 낙후화 내지 부족문제는 궁극적
으로 새로운 장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지를 어떠한 방식으로 선정하는
것이 최선인지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이와 관련하여 남한의 경우에 장사시설의 입지
선정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과 장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이에
심각할 정도의 갈등관계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장사시설의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지역주민과의 갈등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이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장사시설의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지역주민과의 갈등관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령 및 각 지방자치
단체의 자치규범에 갈등영향분석의 실시규정, 참여적 의사결정 규정, 갈등조정위원의
설치 규정 등이 신설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갈등영향분석이란 특정한 법률, 정책, 계획, 사업 등을 시행할 경우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미 발생한 갈등의 쟁점, 이해관계자, 이해관계 등을 밝혀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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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형성의 가능성을 진단하여 적절한 합의형성절차를 마련하는 과정을 말한다.39)
이러한 갈등영향분석 규정을 신설할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의 실시방식, 주체, 시기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 규정이 신설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함경북도의 경우를 예로 하여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 “함경북도지사는 장사관련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주요 정책 등을 수립,
변경할 경우에 주민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주민의 이해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 또는 심각한 갈등관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장사시설의 입지선정과정이 참여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명문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참여적 의사결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개념정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정책결정과정에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 등 시민사회의 다양한 행위자들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학습과 숙의를 바탕으로
한 협의 및 합의를 통해 정책을 결정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40)
남한의 경우에 조례에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로는 서울, 경기, 광주, 충남 4곳이 있고, 기초자치단체로서는 계룡, 공주,
논산, 당진, 대전, 서구, 보령, 부여, 서울 영등포, 서천, 순천, 연기, 예산, 오산, 증평,
진천, 창원, 청양, 춘천, 태안, 홍성 등 적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관련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참여적 의사결정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41)
첫째, 참여적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참여자는 일반시민이다. 행정절차나 자문위원회
제도 등 기존의 행정참여제도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인이나
39) 우리나라에서 갈등영향분석이라고 부르는 말은 미국에서는 갈등평가(Conflict Assessment), 갈등분석(Conflict
Analysis), 이수분석(Issue Analysis)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갈등영향분석은 미국에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은 1970년대 초부터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갈등영향분석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제랄드 코믹(Gerald Cormick)은 1973년에 워싱턴주 스노콸미강(Snoqualmie River) 댐 건설 갈등을 조정하면서
갈등영향분석과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1980년대 초에는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이해관계자들의 합의안을 만드는 규제협상에 갈등영향분석이 사용되었다. 미국행정기관협의회(the
Administrative Conference of the United States)는 공식적으로 모든 규제협상(Negotiated Rule-making)
전에 갈등영향분석이 필요하다고 제한하였다(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편, 『공공갈등관리의 이론과
기법(상)』,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5, 131면)
40) 이승모, “지방자치단체 공공갈등관리의 제도화 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자치행정연구 제5건 제2호,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13, 73면.
41)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편, 『공공갈등관리의 이론과 기법(상)』,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5,
237-2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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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등 제한된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참여적 의사결정은 이해관계의
유무나 전문성의 유무 등으로 참여자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일반 시민의 의견을 의사
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점에서 본질적인 특징이 있다. 또한 참여적 의사결정에서는
오히려 문제되는 사안에 대해 의견을 가진 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의사결정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둘째, 참여적 의사결정은 시민의 참여를 전제로
하면서도 시민의 심층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한다. 그러므로
아무런 제한 없이 일반시민을 상대로 하는 의견수렴은 참여적 의사결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한정된 선발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의견교환이 가능한 수준의 논의과정이
있어야만 참여적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참여적 의견수렴이나
여론조사 또는 논의과정을 생략한 의견조사나 여론조사 등을 배제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참여적 의사결정과정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의사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만장일치를 추구한다. 물론 경우에 따라 만장일치에 의한
의사결정의 원칙에 변용을 가할 수 있지만 참여적 의사결정의 본질적 지향점은 만장
일치에 의한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전술한 것처럼, 참여적 의사결정과 관련한
내용들이 예를 들어 함경북도의 자치규범에 신설된다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제00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 함경북도지사는 장사시설의 입지
선정 등과 관련한 공공갈등을 예방 및 해결하기 위하여 당사자 또는 전문가 등이 장사
정책의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② 함경북도지사는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장사정책 등의 결정과정에 반영해야 한다.” 셋째,
장사시설의 입지선정 및 관련시설의 설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주민과의
갈등관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대비 및 조정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령 및 자치규범에
갈등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만약 갈등조정
위원회의 설치와 관련한 내용들이 신설된다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제00조(갈등조정위원회) 함경북도지사는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공공갈등을 원만
하게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갈등조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그리고 갈등조정
위원회의 인적 구성과 관련해서는 장사시설 관련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역
주민, 대학교수, 변호사, 지방의회의원, 언론인, 시민단체 대표 기타 갈등예방, 관리
또는 지방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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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지금까지 남북한의 화장제도가 어떠한 모습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통일이후의
통합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그
주요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화장료의 적절성 문제이다. 우선 공공시설의 사용료나 수수료 요율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무런 제한이 없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정부
및 지역물가정책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문제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또한 요금인상을 독단적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이를 이용
하고 있는 다수의 지역주민과의 갈등도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원가수준 이하의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수익자 부담 원칙이
형해화 될 정도로 장사시설의 사용료 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통일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설화장시설 및 공설봉안당의 사용료는 장사
시설의 사용료 체계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수익자 부담을 적정하게 확대 적용하는
방향에서, 그리고 객관적인 원가산정에 기초하여 그 적정성의 기준과 범위에 대하여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과 범위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화장시설은 단순히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여 운영되는 시설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남북한 통일 후 남북한지역의 장사시설의 사용료는 원가대비의
80-90%의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화장시설의 이용료에
대한 구체적인 인상범위와 관련해서는, 화장원가에 준하는 과도한 인상은 주민반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원가수준 보다는 낮은 정도에서 화장요금을 정하고,
현재 5년마다 장사정책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수립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장사시설의 사용료의 적정성 여부도 그 시점을 동일하게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통일이후 북한지역의 화장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
인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사용료를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운영, 관리 등에 대한 각종 재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부터 마련되기 때문이다. 다만,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현실화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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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적인 이용자인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통일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요율인상에
따른 지역주민의 부담가중, 소비자 물가인상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지방
의회와 사전에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42)
둘째, 분묘기지권의 효력범위와 관련한 문제이다. 분묘기지권의 존속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당해 법률의 시행이후의 분묘에 대해서만 적절한 규제를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왜냐
하면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의 분묘에 대해서도 소급적으로
시한부분묘제도를 적용한다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해 법률의
시행 전에 설치되어 분묘기지권이 인정된 분묘에 대하여는 시신이 안장된 상태에서
제사 등의 목적으로 분묘가 보존 및 관리되고 있다면 영구히 존속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통일이후 북한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분묘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최초로 설치되는 분묘는
물론이고 그 이전에 설치된 분묘의 경우에도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더라도 사적
재산권의 보장 및 장사 등의 법률규정에 기하여 분묘기지권을 최장 60년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규정에 대한 문리해석의 범위를 합리적 이유 없이 넘은 것으로
문제가 있다. 따라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의 분묘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그 존속기간의 범위를 축소하여 현행 법률과 동일하게 규제하는 방향으로
입법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타당하며,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분묘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율형태를 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한다.
셋째, 묘지면적 규정의 적절성 문제이다. 북한의 화장법은 예외적으로, 남한의 장사
관련 법률에서는 원칙적으로 분묘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공설묘지
인지 아니면 개인묘지인지에 따라 차등적으로 묘지면적의 범위를 허용할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묘지면적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가족묘지의 경우에도 현재 대부

42) 이태종, 송건섭, 이재호, “장사시설 수급규모 추정을 통한 사용료의 적정성 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2권 제4호, 서울행정학회, 2012, 1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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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가족들이 4인 이하의 핵가족으로 구성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100제곱미터에서 50제곱미터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관련법률이 개정될 필요가 있으며,
당해 규정은 통일이후의 법제통합과정에서 동일하게 유지될 필요가 있다. 또한 묘지의
면적에 대하여 특별법의 지위에 있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경우
에도 그 제정목적 및 입법취지를 고려한다면, 당해 법률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특별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 그런데 묘지의 면적범위와 관련해서는 굳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상이하게 규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순국선열
등에 존경심 및 외경심은 묘지면적의 다소와는 관계없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에 이르러 망자에 대한 인식 및 장사문화의 변화 등을
고려한다면, 공설묘지이든 사설묘지이든, 망자가 일반국민이든 순국선열 및 국가원수
이든 관계없이 묘지의 면적을 동일하게 규율하더라도 사회적 대립과 갈등관계가 크게
유발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통일이후 남북한에서 원칙적 또는 예외
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다양한 묘지의 면적범위는 모두 동일하게 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넷째, 묘지 전수조사의 문제이다. 통일이후 남북한의 장사관련법률을 통합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묘지 전수조사규정을 신설하고, 당해 규정에 근거하여 북한지역 내의
모든 묘지에 대한 전수조사과정이 진행된다면, 그러한 전수조사를 기초로 하여 당해
묘지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국토
개발과정에서도 유용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묘지
전수조사를 통하여 파악된 묘지현황 정보는 부동산등기와 유사하게 전산관리시스템에
저장하여 관리하는 방식을 제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확한 기초자료를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현재에 북한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묘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섯째, 화장시설의 설치문제이다. 현재의 북한경제를 고려한다면 통일시까지 낙후된
화장시설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통일이후 화장시설의 부족현상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다양한 대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전술한 화장시설의
낙후화 내지 부족문제는 궁극적으로 새로운 장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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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방식으로 선정하는 것이 최선인지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이와 관련하여 남한의
경우에 장사시설의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과 장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이에 심각할 정도의 갈등관계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
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장사시설의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지역주민과의
갈등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이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장사시설의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지역주민과의 갈등관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령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규범에 갈등영향분석의 실시규정, 참여적 의사결정
규정, 갈등조정위원의 설치 규정 등이 신설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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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근대 민법의 3대원칙으로 사적(계약)자치의 원칙, 소유권 절대의 원칙, 자기 책임의
원칙이 운위된다.
재산권에 대하여 헌법상 원칙 조항은 다음과 같다.
헌법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반면 항시 이와 같이 붙어 다니는 재산권 제한에 대한 헌법 조항은 제37조이다.
헌법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근대 초기에는 소위 재산권이라 함은 국가에 앞서서 보장
되어야 할 천부적인 권리라고 파악되었다. 이처럼 토지를 비롯한 재산권에 대하여
불가침의 기본권적 지위를 부여된다고 간주하였다. 이로부터 재산권의 절대성을 인정
하고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재산권에 대한 법적 보장을 부여하였다. 근대에 이와
같은 주로 재산의 소유권에 대하여 강력한 불가침의 권리를 선언한 이유는 무엇인가.1)
1) 권리란 무엇인가. 이는 여기서 다룰 주제는 아니다. 다만 짧게 적는다면 권리를 어떻게 규정하고 작동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동서고금과 사회집단에 따라 천차만별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었다. 개별적 소유권의 불가침성에
대한 근대의 선언은, 중세로부터 벗어나려는 히스테리가 반영된 느낌도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완전경쟁시장을
가장 ideal 한 시장으로 간주하는 자본주의적 시장주의가 성립하면서 시장진입과 퇴출을 자유롭게 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개별적 판단에 따라 전체의 합리적 판단이 유도된다는 전제하에 원자화된 개인들에게 개별책임을
인정하면서 확립되었다고 본다. 그 이전이나 현재의 前근대 사회에서는 집단적 책임과 권리가 자주 발견되는
것을 보더라도 그러하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글로 서술할 필요가 있을 뿐이어서, 이만 약한다. 다만 현재의
경쟁법은 완전경쟁시장은 이상적일 뿐이어서 계속적인 조정을 필요로 하기에 이러한 법역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근대이후의 현대는 시장도 조절을 요한다는 또 다른 원칙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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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는 중세로부터 막 벗어난 시점이었으므로 재산권을 불가침의 인권으로 파악함으
로써 서구에서 중세에 교회와 토지에 얽힌 구속적 신분관계로부터 사람들에게 자유를
부여하고자 함이었다. 다른 어떠한 것보다 사유재산권을 보장함으로써 봉건적 신분
관계의 사슬을 풀어헤치는 것이 시급하였다.
이 시대 思潮로서 대표적인 J.Locke의 인권사상은 생명･자유･재산(porperty)로
나타났고, 이는 최초의 근대헌법인 미국 연방헌법에서도 잘 구현되었고, 프랑스 인권선언
제17조는 소유(propriétés)를 「신성불가침의 권리」라고 선언한 것이었으며, 이로써
재산권의 보장과 계약자유의 보장으로써 도시가 발달하고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인간
사회는 신분사회에서 계약사회로 전환되는 토양을 마련할 수 있었다.2) 노예적 신분
관계가 횡행하던 시대를 벗어나 근대가 세워질 수 있게 되었다.
반면 오늘날,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발전과 아울러 자본의 집중, 경기에 따른 경제의
부침, 공업사회의 도래에 따른 계급분화, 계층간의 갈등, 시장의 실패 등이 심화되면서
점차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가 가지는 절대성은 약화되고 그 수정을 요하게 되어, 헌법은
필요한 경우에 국가가 재산권에 대하여 제한을 할 수 있도록 정하게 되었다. 오늘날
국가에서는 재산권도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상대적인 권리로 되었는데, 이처럼
재산권의 상대권화는 이미 독일의 1919년 바이마르 헌법 제153조 제3항으로 하여금,
「소유권은 의무를 수반한다. 그 행사는 공공복리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체화되도록 하였다.3)
이상과 같은 현대 사조의 흐름에 따라, 오늘날 한국은 토지보유와 관련하여 합리적
조율을 통해, 국가적 경제구조에 대한 부동산4) 과세에 대한 법제도를 보다 합리적
으로 편성될 것이 요청된다. 그리하여 우선 필자는 한국의 부동산과세에 대한 법
제도에 대한 개선이 요청되는 방향을 검토한 후, 통일후5) 북한 지역에 대한 부동산과세
법제도 수립과 관련하여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만일
이루어진다면 통일 초기에는 양 지역 주민도 일시 또는 잠정적으로 이동이 제한될
2)
3)
4)
5)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3.3, 693쪽.
정종섭 윗 책.
이 글은 토지와 부동산을 구별하지 않고 중첩적 의미로 사용하였다.
이 글은 통일은 남한이 주도하는 것으로 상정하여 기술하였다. 남한이 북한보다 경제적으로 우월하다는 전제가
일반적으로 툥용되며, 경제적 법제도 설정은 경제적 현실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인식 하에 그러한 기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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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도 주장되기도 한다. 그러한 점에서 양 지역사이에 구별되는 법제도가 차별적
으로 시행되는 것도 가능하며, 토지과세에 대한 법제도도 양 지역을 별개로 정립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양 지역간 토지과세 법제도를 이원화하자는 주장을 하는
이유는, 현재 남한지역 토지과세 제도는 이미 토지 또는 부동산을 소유한 국민들로
부터, 그들의 이익을 막대한 시세가 형성된 탓에 그 평가이익을 박탈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때문이다.
제2장에서 한국의 부동산과세 법제도에 대한 필자의 정책적 판단을 기술하였다.
한국에서 재산세가 OECD 국가들에 비하여 상당히 많지만, 재산세의 대부분을 점하는
부동산세는 주로 보유세와 거래세 양자로 구성된다. 그 두 가지를 국가별로 비교하면
OECD 과세분류상 한국은 부동산보유세는 타국에 비하여 과세비중이 상당히 적다.
반면 부동산거래세는 다른 여타 OECD국가들보다 비중이 크다. 본문중 표와 같이
일본은 보유세 비중이 거래세보다 6배에 달한다. 국가별로 편차는 있지만 이처럼 사실상
모든, 선진국들이 한국과 정반대의 구조이다(OECD 회원국 중 터키만이 한국과 유사).
한국의 조세법 제도와 같은 보유세와 거래세 비중차이는, 부동산 보유를 강력히 권
하는 정책이다. 당장 효율적 경제활동에 사용치 않을 부동산도 보유에 별 부담이 안
되는 조세구조로 인하여, 향후 地價앙등을 노린 투기적 수요로 보유할 것이다.
다음으로, 거래세 부담은 효율적 경제활동에 장벽이 된다.
경제적 신념과 관련하여 본다면, 엄밀한 의미의 보수적 자유시장주의자일수록 시장
진입･퇴출을 어렵게 하는 정책을 선호하면 안 될 것이다.
요컨대 부동산 보유세비중보다 거래세비중을 높이는 조세 법제도는, 부동산 또는 토지
처분을 막고 보유를 장기화한다. 즉 과세부담이 적으므로 투기적 계속보유를 유발
한다. 시장에 매물이 적어지므로 地價도 정상수준 대비 높은 수준에서 머무르게 되며,
이 모든 요인들로 인하여 토지 보유집중이 초래된다. 결과 전체적으로 국토이용율이
저하되며 국가적 경제적 효율성을 낮춘다고 본다.
제3장에서 필자는 북한 통일과 토지소유권 제도에 대한 법적 취급을 검토하였다.
잘 알려진 독일통일의 경우 토지소유권은 원소유권자에게 반환 또는 보상하였다. 특히
독일은 막대한 통일재원수요를 감당하였음에도 재정건전성을 오히려 다른 나라보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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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잘 유지하여 많은 나라의 귀감이 된 바 있다.6) 이 글은 독일통일 중 과거 소유권
취급에 대한 학설상 취급과 논란을 기술하였다.
다음 한국의 향후 있을지 모를 통일에 독일의 경험이 그대로 대입될 수 있을 것인지
검토하였다.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통치에 따라, 한국은 소유나 경제적 구조가 심하게
왜곡되고 조선시대보다도 더, 다수의 소작농을 압박하는 구조로 劣化된 상태에서
해방되었다. 토지개혁은 남북한 모두에게 사회유지를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가 되었던
바이다. 때문에 남북한 모두 사실상 동시에 토지개혁을 실행하였다. 한국은 지가보상
증권이 발행되었지만 곧 이어 발발한 전쟁과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으로 사실상 휴지
조각으로 변경되었으며, 증권 가액도 극히 일부만 지급되었을 뿐이었다. 때문에 북한의
무상몰수･분배나 크게 다르지 않았던 토지개혁 조건인 경우도 많았으며 토지개혁을
위한 농지의 대가도 연 농산물 수확량 150%에 불과하였다. 이상의 이유 외에도 토지
소유권 입증의 방법과 증인의 생존 등 수다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토지는 통일후
점유 및 사용하는 현실의 주민에게 소유권을 일부 인정하면서, 나머지는 통일한국
정부가 국유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요지를 기술하였다.
요컨대 통일후 통일한국은 북한 지역에 대하여 조세제도를 양 지역의 종래 법제도와
무관하게 별도로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다. 남한지역의 토지조세제도는 거래세보다
보유세가 과소한 비율이다. 한편 통일한국은 북한지역 토지소유권을 보상 혹은 원상회복
할 필요가 없다. 만일 보상한다면 과거 남한 지역 토지소유자들이 거의 보상을 못 받았던
것과 비교하여 특혜를 주는 것이다. 통일이후 경제재건 과정에서 경제적 효율과 합리
성을 위한 토지법제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국유화된 토지는 점차 민간의 경제활동에
따라 사유화될 것이다. 거래세보다 보유세를 더 비중을 높인 OECD 기준에서 정상
적인 과세제도를 북한지역에 한정하여 채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통일한국에서 북한
지역은 경제활동에 즉응하는 합리적인 토지활용과 국토이용이 이루어지고 부동산 가격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형성될 것이라고 보았다.

6) 본문 중에 기재하지는 않았지만, 흔히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으로 알려진 「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The
Stability and Growth Pact, SGP)」에 따른 재정기준, 즉 ① 한 해 예산적자가 GDP 3%를 초과하지 않을
것과 ② 국가채무가 GDP의 60% 혹은 그 근접가액으로 맞출 것이란, 두가지 기준을 비교적 충족시킨 나라는
사실상 독일 뿐이었다. 상세는 성승제 외 2인, 「‘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에 대한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0.10.2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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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토지보유세 적용 및 문제점
Ⅰ. 조세제도와 지표
한국의 현재 조세는 25개 세목으로 구성된다. 이 중 국세가 14개 세목, 지방세는
11개 세목이다.
국세 14개 세목은 ①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②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③ 상속
세와 증여세법에 의한 상속세와 ④ 증여세, ⑤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⑥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⑦ 개별소비세법에 의한 개별소비세, ⑧ 교통
･에너지･환경세법에 의한 교통･에너지･환경세, ⑨ 주세법에 의한 주세, ⑩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 ⑪ 증권거래소법에 의한 증권거래세, ⑫ 교육세법에 의한 교육세, ⑬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7) ⑭ 관세법에 의한 관세이다.
지방세 11개 세목은 지방세법에 따른 ① 취득세, ② 등록면허세, ③ 레저세, ④ 담배
소비세, ⑤ 지방소비세, ⑥ 주민세, ⑦ 지방소득세, ⑧ 재산세, ⑨ 자동차세, ⑩ 지역
자원시설세, ⑪ 지방교육세 이다.
한편 종전에 존재하였던 세목들 사이의 변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각각 토지초과이득세는 1998년 12월 28일, 자산재평가세는 2000년 12월 31일,
전화세는 2001년 9월 1일, 종합토지세는 2005년 1월 1일, 부당이득세는 2007년 7월
19일, 사업소세는 2010년 1월 1일, 그리고 농업소득세도 2010년 1월 1일 부로 폐지
되었다.
종래 국세로서 징수되던 지방세분 교육세는 2001년 1월부터 지방세인 지방교육
세로 변경되었다.
새로이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는 2010년 1월 1일부로 신설되었다.

7) ①~⑬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각목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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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주요 경제지표와 세입예산
구분

단위

2012

2013

2014

2015

12,224

13,054

14,110

13,775

명목성장률

3.4

3.8

4.0

4.9

실질성장률

2.3

2.9

3.3

2.6

24,696

26,179

28,071

27,340

(억불)
국민총생산
1인당 GNI

명목가격

총인구

만명

5,001

5,022

5,042

5,107

경제활동인구

만명

2,550

2,587

2,654

2,691

2.2

1.3

1.3

0.7

소비자물가

상승률 년말기준(％)

수출

통관기준(억불)

5,479

5,597

5,727

5,268

수입

통관기준(억불)

5,196

5,156

5,255

4,365

2016 국세 세입예산
구분

2014
징수액

(단위: 천억원, 반올림; %)

2015
구성비

징수액

2016
구성비

본예산

추경예산

총국세

2,055

100.0

2,179

100.0

2,229

2,327

소득세

533

25.9

607

27.9

608

633

법인세

427

20.8

450

20.7

460

514

상속증여세

46

2.3

50

2.3

52

52

부가가치세

571

27.8

542

24.9

581

598

개별소비세

56

2.7

80

3.7

86

86

증권거래세

31

1.5

47

2.1

38

38

7

0.4

10

0.4

8

8

134

6.5

141

6.5

142

148

87

4.2

85

3.9

87

83

인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관세
교육세

46

2.2

49

2.2

50

50

종합부동산세

13

0.6

14

0.6

13

13

주세

29

1.4

32

1.5

33

33

농어촌특별세

33

1.6

38

1.8

36

36

原註)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기준연도 변경(ʼ05→ʼ10년, 2014.3.26)
출처: 기획재정부, 「조세개요」, 2016.9, 6･･7･･8쪽 표 발췌 및 일부편집.

위 표를 보면 한국에서 과세되는 세목 중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의 순서이다. 특히 부가가치세에 더하여 개별소비세를 더한다면 더 큰 차이로
구성비 1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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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조세･국민부담률 추이
1. 조세부담률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대략 큰 변화는 없었던 편이지만 2000년 이후 증가와 하락이
교차하였으니, 구체적으로는 1970년대 초반 상승한 이후 1976년부터 대략 20여년간
16∼18% 선을 유지하였고, 2000년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여 2007년 21%에 도달
하였다가, 2010년 19.3%까지 하락한 이후, 다시금 상승세로 전환하여 2012년 20.2%에
달하였다고 한다.8)
그런데 조세부담률은 아래 나열된 표들처럼 구체적인 통계에 따라 수치가 서로 같지
않다. 심지어 같은 OECD로부터 추출되었던 자료로 수집하였음에도 그렇다.
기획재정부가 OECD를 인용하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등 OECD 통계에 따른
GDP 대비 조세부담률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조세부담률(GDP대비)(Total

tax revenue (excluding social security) as percentage of GDP)

(%)

2001

2003

2005

2007

2009

2011

2013

2013 순위

호주(2012)

28.9

29.9

29.9

29.6

25.8

26.3

27.3

23

오스트리아

29.4

28.1

26.8

26.9

26.7

26.9

27.9

24

벨기에

29.9

29.4

30.1

29.3

28.0

29.1

30.5

28

캐나다

29.5

27.6

27.5

27.6

26.6

25.7

25.7

20

칠레

17.6

17.3

19.4

21.5

15.8

19.9

18.8

5

덴마크

45.5

45.7

48.4

46.7

45.4

45.6

47.8

34

프랑스

27.2

26.2

26.9

26.7

25.1

26.6

28.3

26

독일

21.1

20.6

20.4

22.1

22.2

21.9

22.7

15

그리스

21.7

19.6

20.3

20.3

19.4

21.8

22.9

16

이태리

28.8

28.2

27.1

29.2

28.7

28.5

29.7

27

8) 안종석,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공청회 자료집),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7, 3쪽.

192

   통일후 북한지역 토지보유세제의 법정책적 연구

(%)

2001

2003

2005

2007

2009

2011

2013

2013 순위

일본(2012)

17.0

15.5

17.2

18.1

15.9

16.8

17.2

3

한국

17.8

18.2

17.8

19.6

18.2

18.4

17.9

4

멕시코(2012)

13.9

14.2

14.9

14.9

14.3

16.7

16.7

2

네덜란드(2012)

22.8

22.0

24.0

23.7

22.6

22.1

21.4

13

뉴질랜드

32.3

33.4

36.4

34.5

31.0

31.4

32.1

32

노르웨이

33.6

32.6

34.4

34.0

32.1

33.2

31.1

29

폴란드(2012)

19.1

19.7

20.6

22.6

20.1

20.5

20.0

8

포르투갈

22.2

22.4

22.0

23.1

20.8

22.9

24.5

18

스페인

21.2

21.4

23.5

24.7

18.1

19.5

21.3

12

스웨덴

33.5

32.7

34.1

33.2

33.2

32.6

33.0

33

스위스

20.0

19.9

20.1

20.0

20.6

20.4

20.3

9

터키

20.5

20.5

18.8

18.9

18.6

20.1

21.3

11

영국

28.8

26.9

27.4

27.8

25.9

27.3

26.7

22

미국

20.7

18.0

19.7

20.6

17.0

18.5

19.3

6

한국 순위

4

5

3

6

8

4

4

4

“출처: http://stats.oecd.org/” 라고 표기된,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조세부담률(2015) 통계(2000-2013년
표출) 표9). 위 ‘한국 순위’는 부담률 적은 순서인 듯함.

OECD 국가들 중, 한국의 조세부담율 및 국민부담율은 낮은 편에 속하는 바, 가령
2012년 한국의 조세부담율은 20.2%로서 OECD 평균인 24.7% 보다 낮은 수준이다.10)
여기서 말하는 조세부담율은 국내총생산(GDP)에서 조세(국세 +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며 정부가 국민에게 어느 정도의 조세를 징수하는가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9) 2016.2.2. 거시경제전략과 게시한, 국가경쟁력통계 제호의 게시글
http://www.mosf.go.kr/st/ncstats/detailTbNcstatsView.do?menuNo=6060000&searchNttId1=
MOSF_000000000001936&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52&searchDiv=105
해당 통계 연도(2000-2013)중 홀수연도만 추출. 총통계대상국가 34개국 중 일부 국가 제외(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체코, 핀란드, 헝가리)
10) 기석도, “소비과세 부담의 국제적 비교분석”, 한국산업경제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2015.5.30., 103쪽.

193

2016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이 조세부담율은 국민의 조세부담을 표시하는 대표적 지표이지만, 반면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연금 및 사회보험의 부담까지는 나타내지 못한다.11) 때문에,
OECD는 미래에 보장급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모든 의무적 납부액으로
지칭되는 사회보장기여금(social security contributions)을 국민 부담으로 포함시켜서
분류하는 또 다른 지표인 국민부담율을 제시하는 바, 이 국민부담율은 조세와 사회보장
기여금이 국내총생산에서 점하는 비중(조세부담율+사회보장부담율)이다.12) 기획재정
부는 사회보장기여금을 4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과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에 납부하게 되는 기여금이라고 하고 있다.13)
표) 조세부담율과 국민부담률
2010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23.2

(단위: %)

2011

2012

2013

2014

2015

18.4

18.7

17.9

18.0

18.5

24.0

24.8

24.3

24.6

25.3

출처: 기획재정부 「조세개요」 2016, 10쪽 표 추출.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의 추이는 계속 큰 변동이 없어 보인다.
표) OECD 주요국 2013년 조세 및 국민부담률

(단위: %)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태리

영국

OECD평균

조세(A)

17.9

19.3

17.9

28.3

22.6

30.8

26.7

25.1

국민(B)

24.3

25.4

30.3

45.0

36.5

43.9

32.9

34.2

B-A

6.4

6.1

12.4

16.7

13.9

13.1

14.2

9.1

출처: 기획재정부 「조세개요」 2016, 10쪽 표 편집 (B-A는 재계산)

위에서 착시현상이 생길 수 있는 것은 미국의 경우이다.
미국의 근로자들은 종업원연금법(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ERISA) 그리고 소위 401⒦ plan에 의하여 노후소득이 상당히 강력하게 보장된다.
11) 김훈민, “「통계 속 세상」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2010.8., 9쪽.
12) 김훈민 윗 글.
13) 위 기획재정부 2016 「조세개요」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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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동 법령 또는 규정들에 의하여, 투자되는 금액이 국민부담률에 계상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왜냐하면 기업연금이기 때문에 공적보험으로 계상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하여 B-A의 격차가 한국과 유사할 정도인데, 그렇다면 미국 근로자들이
은퇴후 국민생활에 대한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이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면 향후 다른 글을 통해 밝혀보고자 한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통계에 따라 편차가 보이는데, OECD가 집계한 것을 참고로
본다면 아래 표와 같다.
표) GDP 대비 조세부담율(Total

tax revenue as % of GDP)

1965

1975

1985

1995

2000

2007

2009

2011

2013 2014잠정

OECD Total

24.8

28.6

31.5

33.6

34.2

34.1

32.7

33.3

34.2

34.4

한국

-

14.9

15.8

19.1

21.5

24.8

23.8

24.2

24.3

24.6

일본

17.8

20.4

26.7

26.4

26.6

28.5

27.0

28.6

30.3

-

미국

23.5

24.6

24.6

26.4

28.2

26.7

23.0

23.6

25.4

26.0

독일

31.6

34.3

36.1

36.2

36.2

34.9

36.1

35.7

36.5

36.1

영국

29.3

34.2

35.1

31.9

34.7

34.1

32.3

33.6

32.9

32.6

프랑스

33.6

34.9

41.9

41.9

43.1

42.4

41.3

42.9

45.0

45.2

이태리

24.7

24.5

32.5

38.6

40.6

41.7

42.1

41.9

43.9

43.6

호주

20.6

25.4

27.8

28.2

30.4

29.7

25.8

26.3

27.5

-

핀란드

30.0

36.1

39.1

44.5

45.8

41.5

40.9

42.0

43.7

43.9

그리스

17.1

18.6

24.5

27.7

33.2

31.2

30.8

33.5

34.4

35.9

칠레

-

-

-

18.4

18.8

22.8

17.2

21.2

20.0

19.8

터키

10.6

12.0

11.5

16.8

24.2

24.1

24.6

27.8

29.3

28.7

＊통일독일은 1991년 이후부터..
＊영국은 United Kingdom임.
출처: Revenue Statistics 1965-2014, OECD, Dec. 03. 2015. , p.25 (제1장 조세재정회계 추이 19652014, table A).

위 표는 조세뿐 아니라 의무적 사회보장부담금까지 포함한 비율이다(이하 OECD
통계는 같다).14)

14) 여기엔 의무적 사회보장부담금(Compulsory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도 포함된다. OECD, Revenue
Statistics 1965-2014, Dec. 03. 2015. ,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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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세 비중
다음 아래 표는 역시 OECD가 집계한, 조세 중 GDP 대비 개인소득세가 점하는
비율이다.
표) 조세중 소득세의 GDP 대비 비율(Taxes

on Personal income as % of GDP)

1965

1980

1990

2000

2007

2008

2009

2011

2012

2013

OECD Total

34.7

38.2

37.2

35.1

36.0

35.4

33.5

33.5

33.6

33.7

한국

-

25.5

32.8

28.8

31.8

31.0

28.5

30.1

29.9

29.3

일본

43.9

46.1

50.2

34.8

36.4

33.6

29.5

30.2

31.1

32.5

미국

48.1

49.8

45.1

50.1

48.2

45.2

40.2

45.4

46.9

47.2

독일

33.8

35.1

32.4

30.1

31.2

31.8

28.9

29.5

30.4

31.0

영국

37.0

37.8

39.3

39.1

39.4

40.0

38.5

36.7

35.6

35.4

프랑스

15.9

16.8

16.1

24.9

23.9

24.1

20.7

22.7

23.7

24.2

이태리

17.8

31.2

36.5

33.2

33.7

34.3

32.5

31.9

32.6

33.1

호주

50.7

56.1

57.1

58.0

59.6

59.1

55.9

59.1

58.1

57.1

핀란드

41.4

39.1

39.2

43.1

39.2

38.9

35.8

35.4

34.2

34.7

그리스

9.1

19.4

19.9

26.8

23.3

23.3

24.2

21.2

23.9

22.0

칠레

-

-

23.2

23.3

45.7

37.5

31.1

40.1

39.0

34.8

터키

29.6

51.8

33.5

29.5

23.7

23.9

24.1

21.0

21.8

20.2

＊통일독일은 1991년 이후부터.
＊영국은 United Kingdom임.
출처: Revenue Statistics 1965-2014, OECD, Dec. 03. 2015. , p.91(제2장 조세수준과 조세구조19652014, table 8).

다음 아래표는 총조세중 소득 및 이윤과세의 GDP 대비 비율이다.
표) 총조세중 소득 및 이윤 과세의 GDP 대비 비율(Taxes on income and profits (1000) as of total taxation)
1965

1980

1990

2000

2007

2008

2009

2011

2012

2013

OECD Total

34.7

38.2

37.2

35.1

36.0

35.4

33.5

33.5

33.6

33.7

한국

-

25.5

32.8

28.8

31.8

31.0

28.5

30.1

29.9

29.3

일본

43.9

46.1

50.2

34.8

36.4

33.6

29.5

30.2

31.1

32.5

미국

48.1

49.8

45.1

50.1

48.2

45.2

40.2

45.4

46.9

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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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

1980

1990

2000

2007

2008

2009

2011

2012

2013

독일

33.8

35.1

32.4

30.1

31.2

31.8

28.9

29.5

30.4

31.0

영국

37.0

37.8

39.3

39.1

39.4

40.0

38.5

36.7

35.6

35.4

프랑스

15.9

16.8

16.1

24.9

23.9

24.1

20.7

22.7

23.7

24.2

이태리

17.8

31.2

36.5

33.2

33.7

34.3

32.5

31.9

32.6

33.1

호주

50.7

56.1

57.1

58.0

59.6

59.1

55.9

59.1

58.1

57.1

핀란드

41.4

39.1

39.2

43.1

39.2

38.9

35.8

35.4

34.2

34.7

그리스

9.1

19.4

19.9

26.8

23.3

23.3

24.2

21.2

23.9

22.0

칠레

-

-

23.2

23.3

45.7

37.5

31.1

40.1

39.0

34.8

터키

29.6

51.8

33.5

29.5

23.7

23.9

24.1

21.0

21.8

20.2

＊통일독일은 1991년 이후부터.
＊영국은 United Kingdom임.
출처: Revenue Statistics 1965-2014, OECD, Dec. 03. 2015. , p.91(제2장 조세수준과 조세구조19652014, table 8).

다음 아래표는 GDP 대비 개인 소득세의 비율이다. 각 국가에 대한 것 중 위의 수치는
GDP대비 소득세 비율이고, 아래의 수치들은 총과세 대비 소득세가 점하는 비중이다.
표) 상단: GDP 대비 소득세 비율(Taxes

on personal income (1100) as % of GDP)

하단: 총과세 대비 소득세 비중(Taxes

on personal income (1100) as % of total taxation)

1965

1980

1990

2000

2007

2008

2009

2011

2012

2013

OECD Total

6.7
26.2

9.8
31.3

10.1
29.5

9.1
25.3

8.8
24.7

8.7
24.9

8.5
24.8

8.3
24.1

8.6
24.5

8.8
24.8

한국

-

1.9
11.5

3.8
20.0

3.1
14.6

4.1
16.7

3.7
15.0

3.4
14.1

3.5
14.7

3.7
15.0

3.7
15.3

일본

3.9
21.7

6.0
24.3

7.9
27.8

5.6
21.1

5.6
19.6

5.7
19.9

5.4
20.0

5.3
18.4

5.5
18.6

5.8
19.2

미국

7.4
31.7

10.0
39.1

9.7
37.6

11.9
42.1

10.2
38.2

9.7
38.5

7.8
34.2

8.9
37.9

9.2
38.3

9.8
38.7

독일

8.2
26.0

10.8
29.6

9.6
27.6

9.2
25.3

8.7
25.0

9.4
26.5

9.1
25.2

8.8
24.7

9.3
25.7

9.5
26.1

영국

9.7
33.1

9.8
29.4

9.7
29.4

10.2
29.3

10.2
30.0

10.2
30.0

9.8
30.4

9.4
28.1

9.1
27.5

9.1
27.7

프랑스

3.6
10.6

4.6
11.6

4.4
10.7

7.8
18.0

7.2
17.1

7.3
17.4

7.1
17.3

7.3
17.0

8.0
18.0

8.4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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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

1980

1990

2000

2007

2008

2009

2011

2012

2013

이태리

2.7
10.9

6.6
23.1

9.6
26.9

10.1
34.8

10.7
33.9

11.2
36.0

11.2
37.9

11.1
37.6

11.7
37.4

11.7
38.3

호주

7.1
34.4

11.5
44.0

12.1
43.0

11.5
37.8

10.9
36.6

10.1
37.5

9.6
37.4

10.3
39.4

10.7
39.2

10.8
39.2

핀란드

10.0
33.3

12.6
35.7

14.9
34.7

14.0
30.6

12.5
30.0

12.7
30.8

12.7
31.1

12.3
29.2

12.5
29.3

12.8
29.3

그리스

1.2
6.8

3.1
14.9

3.5
14.1

4.8
14.5

4.6
14.9

4.7
15.1

4.9
15.8

4.8
14.4

7.0
20.2

6.1
17.6

터키

2.6
24.8

5.8
43.5

4.0
26.8

5.4
22.2

4.1
17.0

4.0
16.5

4.0
16.4

3.8
13.5

4.0
14.4

4.1
13.9

＊통일독일은 1991년 이후부터.
＊영국은 United Kingdom임.
출처: Revenue Statistics 1965-2014, OECD, Dec. 03. 2015. , p.92(제2장 조세수준과 조세구조19652014, table 9) & p.93.(table 10) 병합함

위 표에서 보다시피 소득세에 대한 과세는 국가별 편차가 적지 않다.
표) 조세중 소득세의 GDP 대비 비율(Taxes

on Personal income as % of GDP)

1965

1980

1990

2000

2007

2008

2009

2011

2012

2013

OECD Total

34.7

38.2

37.2

35.1

36.0

35.4

33.5

33.5

33.6

33.7

한국

-

25.5

32.8

28.8

31.8

31.0

28.5

30.1

29.9

29.3

일본

43.9

46.1

50.2

34.8

36.4

33.6

29.5

30.2

31.1

32.5

미국

48.1

49.8

45.1

50.1

48.2

45.2

40.2

45.4

46.9

47.2

독일

33.8

35.1

32.4

30.1

31.2

31.8

28.9

29.5

30.4

31.0

영국

37.0

37.8

39.3

39.1

39.4

40.0

38.5

36.7

35.6

35.4

프랑스

15.9

16.8

16.1

24.9

23.9

24.1

20.7

22.7

23.7

24.2

이태리

17.8

31.2

36.5

33.2

33.7

34.3

32.5

31.9

32.6

33.1

호주

50.7

56.1

57.1

58.0

59.6

59.1

55.9

59.1

58.1

57.1

핀란드

41.4

39.1

39.2

43.1

39.2

38.9

35.8

35.4

34.2

34.7

그리스

9.1

19.4

19.9

26.8

23.3

23.3

24.2

21.2

23.9

22.0

칠레

-

-

23.2

23.3

45.7

37.5

31.1

40.1

39.0

34.8

터키

29.6

51.8

33.5

29.5

23.7

23.9

24.1

21.0

21.8

20.2

＊통일독일은 1991년 이후부터.
＊영국은 United Kingdom임.
출처: Revenue Statistics 1965-2014, OECD, Dec. 03. 2015. , p.91(제2장 조세수준과 조세구조19652014, tabl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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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세 비중
한편 아래 표는 법인세 비중이다. 각 국가별로 위의 수치들은 GDP 대비 법인세의
비율이고, 하단의 수치들은 총과세 대비 법인세의 비중이다.
표) 상단: GDP 대비 법인세 비율(Taxes

on corporate income (1200) as % of GDP)

하단: 총과세 대비 법인세 비중(Taxes

on corporate income(1200) as % of total taxation)

1965

1980

1990

2000

2007

2008

2009

2011

2012

2013

OECD Total

8.8
26.2

7.6
31.3

7.9
29.5

9.6
25.3

10.5
24.7

9.9
24.9

8.3
24.8

8.6
24.1

8.5
24.5

8.5
24.8

한국

-

1.9
11.0

2.4
12.8

3.0
14.1

3.7
15.1

3.9
15.9

3.4
14.4

3.7
15.4

3.7
14.9

3.4
14.0

일본

3.9
22.2

5.4
21.8

6.4
22.4

3.7
13.8

4.8
16.8

3.9
13.8

2.6
9.6

3.4
11.8

3.7
12.5

4.0
13.2

미국

3.9
16.4

2.7
10.8

2.0
7.5

2.2
7.9

2.7
10.0

1.7
6.7

1.4
6.0

1.8
7.5

2.1
8.6

2.2
8.5

독일

2.5
7.8

2.0
5.5

1.7
4.8

1.8
4.8

2.2
6.2

1.9
5.3

1.3
3.7

1.7
4.7

1.7
4.7

1.8
4.9

영국

1.3
4.4

2.8
8.4

3.3
9.9

3.4
9.7

3.2
9.5

3.4
10.0

2.6
8.0

2.9
8.1

2.7
8.6

2.5
8.5

프랑스

1.8
5.3

2.0
5.1

2.2
5.3

3.0
6.9

2.9
6.8

2.8
6.7

1.4
3.5

2.5
5.7

2.5
5.6

2.5
5.7

이태리

1.7
6.9

2.2
7.8

3.7
10.0

2.8
6.9

3.7
8.8

3.6
8.6

3.0
7.0

2.6
6.2

2.9
6.7

3.2
7.2

호주

3.4
16.3

3.2
12.2

4.0
14.1

6.2
20.2

6.8
23.3

5.8
21.6

4.8
18.5

5.2
19.7

5.2
18.9

4.9
18.0

핀란드

2.4
8.1

1.2
3.4

1.9
4.5

5.7
12.5

3.7
9.0

3.3
8.1

1.9
4.7

2.6
6.2

2.1
4.9

2.4
5.4

그리스

0.3
1.8

0.8
3.8

1.4
5.5

4.0
12.0

2.5
7.9

2.4
7.8

2.5
8.1

2.2
6.6

1.2
3.4

1.3
3.9

터키

0.5
4.8

0.6
4.1

1.0
6.7

1.8
7.3

1.6
6.8

1.8
7.3

1.9
7.7

2.1
7.5

2.0
7.4

1.9
6.3

＊통일독일은 1991년 이후부터.
＊영국은 United Kingdom임.
출처: Revenue Statistics 1965-2014, OECD, Dec. 03. 2015. , p.94(제2장 조세수준과 조세구조19652014, table 11) & p.95.(table 12) 병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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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국의 부동산보유세와 OECD
1. OECD 재산세 또는 부동산 과세 추출
국가마다 부동산에 대한 과세의 취급을 같이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나라마다
달리 수립된 부동산 조세제도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매년 발간되는 OECD Revenue Statistics 를 이용하면 부동산 세수를 비교
하는 단초를 삼을 수 있다. 물론 당해 OECD 통계가 나라별 부동산 세수를 명료하게
대조해준 것은 아니지만, 동 통계집은 재산과세에 대한 통계를 산출하고 있고, 대부분
나라의 대부분 국민들의 재산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나라별 부동산 세수를 비교하면
큰 상위점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일례로 이를 이용하여 재산과세를 부동산 세수로 파악한 문헌을 아래와 같이 찾아
볼 수 있다.
2010년 기준 한국의 재산과세 비중은 총조세 대비 15.5%이고, GDP 대비 2.9%로
OECD 평균이 총조세 대비 7.6%, 그리고 GDP 대비 1.8%인 것에 비하여 약 2배 수준
이라고 하는데, 한편 이 요소에 양도소득세를 포함할 경우 한국은 재산과세 비중이
총조세수입 대비 13.7%를 점학, GDP 대비 3.6%를 점하고 있다.15)
위 문헌에서 조사된 수치를 보더라도 한국이 재산보유세 비중은 비교적 낮은 편이라는
점을 알 수 있게 한다. 반대로 재산 거래세까지 포함하면 비중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우리의 경우 거래에 과세가 많이 되고 있으며 반면 보유에 대하여 과세되는 비중은
낮다는 점을 알려주고 있다.
이에 아래 표와 같이 최근인 2015년 12월 3일 발표된 OECD Revenue Statistics를
추출하여 인용해본다.
4000단위 대분류 항목은 재산에 대한 과세(Taxes on property)이다. 그 재산세
대부분이, 부동산에 대한 과세로 구성되어 있다고 추측된다. 이는 보유 재산의 대부
분이 부동산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5) 위 안종석 글 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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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상단: 부동산세의 GDP 대비 비율(Taxes
하단: 부동산세 총조세中 비율(Taxes

on Property (4000) as % of GDP)

on property(4000) as % of total taxation

1965

1980

1990

2000

2007

2008

2009

2011

2012

2013

OECD
Average

1.9
7.9

1.5
5.3

1.8
5.7

1.8
5.5

1.9
5.6

1.7
5.4

1.7
5.6

1.8
5.5

1.8
5.5

1.9
5.6

한국

-

1.4
8.0

2.2
11.8

2.7
12.4

3.2
12.8

2.9
11.9

2.8
11.6

2.7
11.4

2.6
10.6

2.5
10.3

일본

1.4
8.1

2.0
8.2

2.7
9.4

2.8
10.5

2.6
9.0

2.7
9.4

2.7
10.1

2.8
9.7

2.7
9.1

2.7
8.8

미국

3.7
15.9

2.7
10.7

3.0
11.6

2.9
10.2

3.1
11.5

3.1
12.3

3.2
14.1

3.0
12.6

2.9
12.1

2.9
11.3

독일

1.8
5.8

1.2
3.3

1.2
6.3

0.8
6.9

0.9
7.9

0.8
7.6

0.8
8.0

0.8
8.4

0.9
8.5

0.9
8.4

영국

4.3
14.5

4.0
12.0

2.7
8.2

4.0
11.6

4.3
12.6

4.0
11.6

3.9
12.2

3.9
11.6

3.9
11.8

4.0
12.3

프랑스

1.4
4.3

1.9
4.8

2.6
6.3

2.9
6.9

3.3
7.9

3.2
7.6

3.3
8.0

3.6
8.4

3.8
8.5

3.8
8.4

이태리

1.8
7.2

1.1
3.7

0.8
2.3

1.9
4.6

2.0
4.9

1.8
4.3

2.6
6.2

2.2
5.3

2.7
6.2

2.7
6.2

호주

2.4
11.5

2.0
7.8

2.5
9.0

2.7
8.8

2.6
8.9

2.2
8.2

2.5
9.5

2.3
8.6

2.4
8.7

2.6
9.4

핀란드

1.2
4.0

0.7
1.9

1.1
2.4

1.1
2.4

1.1
2.6

1.1
2.6

1.1
2.6

1.1
2.6

1.2
2.8

1.3
2.9

그리스

1.6
9.7

1.0
4.6

1.2
4.6

2.0
6.1

1.7
5.3

1.7
5.5

1.9
6.2

2.3
7.0

2.5
7.2

2.6
7.6

칠레

-

-

1.0
6.2

1.3
7.0

1.1
4.9

1.2
5.4

0.8
4.8

0.8
4.0

0.9
4.3

0.8
4.1

터키

1.1
10.5

0.7
5.4

0.3
2.3

0.8
3.2

0.9
3.8

0.9
3.6

0.9
3.6

1.1
4.1

1.2
4.2

1.4
4.6

출처: Revenue Statistics 1965-2014, OECD, Dec. 03. 2015. , p.104 table 21 와 p.105 table 22 병합함).

2013년만을 기준으로 하면 한국의 부동산세의 조세부담은 GDP 비율 2.5%, 총조세
비율 10.3%로 OECD Average 인 GDP 비율 1.9%, 총조세 비율 5.6%보다 훨씬 큰
규모를 보이고 있다. 반면 부동산 세중 보유세만을 본다면 오히려 OECD 평균 보다
낮은 수준을 보여준다. 요컨대 다른 나라에 비하여 보유세가 거래세보다 매우 낮은
비중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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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보유세와 부동산거래세 대비
다음은 재산에 대한 과세 즉 4000단위 중에서도, 이하에서는 4100단위와 4400단위
중분류항목에 대한 과세금액만 옮겨 적은 도표를 제시한다.
OECD Revenue Statistics 에서 각국별 과세에 대하여 금액을 분류하여 기입한
4000 단위 대분류 항목을 관찰하면, 해당 항목으로 보나, 금액으로 보나 4100단위인
부동산보유세와 4400단위인 금융/자본거래세가 주요 항목이고 나머지 항목들은 대개
금액도 소액이고 구성비도 낮다.
4400단위 금융/자본거래세는 대부분 부동산거래에 대한 세금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부동산 양도소득세 등이 해당할 것이다. 매년 발간되는 한국은행 국민대차대조
표를 보면 한국의 총자산에서 부동산은 대략 1∼2% 정도 등락이 있지만 대개 4분지
3정도를 점하고 있으며, 한국의 가계에서도 부동산은 대략 그 정도의 비중을 점하고
있다.16)
금액만 적은 이유는, 필자는 관찰한 나라들의 4100 단위와 4400단위 과세에 대한
비율을 알고 싶긴 하지만, OECD Revenue Statistics가 해당 단위의 비율은 추출해
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표) 상단(A): p142 이하 각국의 부동산보유세(4100단위 중분류 항목) 과세금액
하단(B): p142 이하 각국의 금융및자본거래세(4400단위 중분류항목) 과세금액
1965
한국
일본
미국
독일

1980

1990

2000

2007

2009

2011

2012

2013

2013
A/B

183

980

3385

9196

9859

8859

9779

10315

10809

319

2960

11935

21071

19832

20513

23443

21877

20748

319

3326

7099

10414

9949

10123

10128

10237

9799

9862

135

1347

3280

2099

1686

1534

1472

1388

1413

1483

-

52%
665%

22918 68499 164505 259517 410767 420799 442541 439178 443739 446358
164

989

0

0

0

0

0

0

0

0

1079

2968

4461

8849

10713

10807

10936

11674

12017

12377

542

1564

3103

5241

6952

5728

4857

6366

7389

8394

16) 한국은행 국민대차대조표 각 연도별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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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프랑스
이태리
호주
핀란드
그리스
칠레
터키

1965

1980

1990

2000

2007

2008

2009

2011

2012

2013

1228

8665

13462

30552

44877

47308

48845

51046

52566

54439

76

630

1755

8367

14634

9499

7141

8831

8918

11540

506

5358

14808

27340

39875

41666

45099

49782

52184

54257

447

2224

5886

7383

12143

11011

8288

12288

12052

12014

96

7

1

9354

12778

9683

9461

9848

23942

20729

255

2113

5606

12320

18256

17533

17349

16798

15317

17091

341

1886

6148

9067

15615

17667

18685

20759

21806

23471

98

1044

4279

9751

15515

10241

13212

12823

14200

17324

0

0

76

569

855

914

974

1199

1270

1363

27

170

707

401

698

483

489

544

582

590

0

4

22

236

367

424

793

2226

2476

2314

10

44

368

2049

2550

2653

1938

880

749

622

-

-

0

0

0

191

1464

1717

1854

3464

3528

3847

0

0

0

1065

6032

6504

6496

10943

12690

17093

59968 302244 496311 541268 532279 731191 788919 840842
45907 240886 488759 503269

62602 265560 324669 247373

2013
A/B
472%
452%
121%
135%
231%
372%
340%
23%

출처: Revenue Statistics 1965-2014, OECD, Dec. 03. 2015. p142
단위: 호주 (p.142, Million AUD), 칠레(p154, Million CLP), Million EURO〔핀란드(p.165), 프랑스(p.168),
독일(p.173), 그리스(p.176), 이태리(p.188)〕, 일본(p.191, Billion JPY), 한국(p.194, Billion KRW),
터키(p.230, Million TRY), 영국(p.232, Million GBP), 미국(p.235, Million USD),

위 표는 OECD Revenue Statistics 2016년판의 142쪽부터 235쪽 사이에 적힌
각국의 재산세(4000대분류 Taxes on Property) 중에서 부동산 보유세인 4100(중분류,
Recurrent Taxes on immovable property)을 표 각 구획의 상단에 기재하였다.
표 각 구획의 하단에는 금융 또는 자본거래세인 4400(중분류)을 기재하였다. 이 항목은
한국을 비롯 미국을 제외한 나라들은 Taxes on financial and capital transactions
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미국은 Taxes on financial and capital transactions
interest equalisation tax federal document and stock transfer state and local
로 기재되어 있다.
요컨대 OECD Revenue Statistics에서 4100항목은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재산세
라고 보면 될 것이다. 한편 같은 통계집에서 4400항목은 금융 및 자본거래세인데, 대개의
나라들의 국민들은 대부분 자산이 부동산이므로 부동산거래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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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잘 알려져 있다시피 미국의 경우 자본시장이 매우 발달한 나라로서 증권거래세
비중도 제법 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아무튼 OECD Revenue Statistics도 미국의
경우 4400항목은 그 수치를 집계하지 못하고 있다.

3. 한국의 부동산보유세 過多
위 표가 시사하는 바는 단순하고 직관적이다.
필자는, 표의 최 우측란에 각국의 2013년도 부동산보유세 징수액을 같은 연도 금융
및 자본거래세 징수액으로 나눈 비율을, 계산하여 기재하였다. 필자는 전술한 것처럼
금융 및 자본거래세는, 결국 대부분 나라 국민들이 대부분 자산을 주택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금융 및 자본거래세 징수액은 결국 부동산거래세 예컨대 한국의 경우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조세를 징수한 금액이 대부분일 것으로 추정
하였다.
거칠게 본다면 위 표의 맨 우측란은 각국의 2013년도 부동산보유세 징수액이 같은
연도 부동산거래세 대비 몇 %인지 기재한 것이라고 보아도 좋다.
반면 한국을 제외한 모든 선진국은 부동산보유세가 훨씬 더 큰 비중을 갖는다.17)
그러나 선진국과 달리, 한국의 부동산보유에 대하여 과세된 금액은 부동산거래 등에
대하여 징수된 금액의 절반에 불과하다.
위 표의 최우측란, 즉 필자가 계산해놓은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선진국
들은 모두 한국과 정반대이다. 대략 일본은 부동산보유로 인한 과세수입이 부동산거래
세에 대한 징세금액보다 6배가 넘는다. 독일은 1.5배 수준이다. 영국과 프랑스는 4배가
넘는 수준이다. 이탈리아는 1.2배 수준이다. 호주는 1.3배 조금 넘는 수준이다. 핀란드는
2.3배, 그리이스는 3.7배 수준이다. 칠레는 3.4배 수준이다.
유일하게 터키만이 한국처럼 부동산거래세 비중이 높다. 터키는 한국보다 더 높아서
부동산보유세가 부동산거래세의 23%에 불과하다.

17) 인용하는 OECD 통계집에 미국이 4400 중분류에 집계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필자의 개인적 경험으로는 미국도
재산보유세가 거래세보다 과중하다.

204

   통일후 북한지역 토지보유세제의 법정책적 연구

Ⅳ. 부동산보유세 과다로 인하여 유발되는 문제점
1. 국토이용 저해
(1) 한국의 국토이용과 조세정책에 대한 명제
조세의 목적은 오직 재정수입으로만 한정지어지는 것인가. 현대에 와서 조세의 추구
하는 목적은 재정적 수요에 부응하는 것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경제 현상을 규율
하는 또는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필요에 따른 정책을 달성하기 조세 제도도
널리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18)
한국의 부동산 문제에 대하여 흔히 통상 통용되는 상식적 문구는 다음과 같다.
한국은 사용가능한 국토 면적은 좁은 반면에 인구가 과밀한 까닭에 지난 수십년간
부동산 투기가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하였고19), 이에 역대 정부는 조세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에 지속적으로 대응하여 왔는데 그 대표적인 수단이 양도소득세이다.20)
이 말은 사실 너무나 상식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 한국인들은 이와 같은
표현을 거의 명제로 취급한다고 본다. 그러면 위 문장이 제시하는 바는 실체적 진실을
담은 표현인가.

(2) 명제의 의미 분석
한국인이 명제로 여기는 윗 문장을 검토하면 몇가지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며 그것을
분할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한국은 국토면적이 좁다.
두 번째는 좁은 국토면적에 비하여 인구가 과밀하다(즉 필요에 비해 토지가 부족
하다).
18) 김성수, “초과소유부담금, 개발부담금, 토지초과이득세의 법적 문제점”, 「사법행정」, 1991.11, p.27.
19) 이전오/박종수/안수남/정지선/권오현,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 기획재정부 연구용역,
사단법인한국조세연구포럼, 2010.7, 5쪽.
20) 이 부분도 이전오 외 4인 윗 글 같은 페이지에 같은 문장의 앞뒤를 이루는 문장이지만, 조세에 대하여 추가되는
내용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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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민 전체가 참여하는 부동산투기가 만연하였다.
네 번째는 정부는 부동산에 대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조세정책을 펴왔는데,
양도소득세 같은 수단을 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문장은 부동산투기 때문에 거래세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함의를 전달하고자 한다.

(3) 명제의 진실성 검토를 위한 分說
① 첫 번째 즉 한국의 국토면적이 좁다는 표현은 가치를 대입하기 곤란하다. 한국의
면적이 넓지 않다는 의미는 주변 강대국들보다 국토가 좁다는 의식 때문인 것 같다.
하지만 굳이 비교하자면 더 좁은 나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표현은 진실과
거짓으로 분석할 수는 없다.
② 아마도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의미는, 한국이 인구에 비하여 국토면적이 좁다는
것을 전달하려 한다는 것은 명확한 것 같다.
한국의 인구가 많고 국토면적이 인구에 비하여 좁다는 인식은, 적어도 인구밀도를
계산해 본다면 정확한 사실이다. 한국의 인구밀도는 세계은행 집계 2015년 기준
519인이다.21) 인구밀도가 500인 넘어가는 곳은 세계은행 조사에 따르면 여러 곳이
있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국가 규모로서는 밀도가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22)
③ 이상 ①부터 ②의 이유로, 필요는 많으나 수량이 적은 재화인, 부동산에 대한
투기가 만연하여 왔다. 는 등의 주장을 담은 것 같다.

21) http://wdi.worldbank.org/table/1.1 (2016.9.30. 최종방문)
22) Aruba 577인, Bahrain 1,789인, Bangladesh 1,237인, Barbados 661인, Bermuda 1,305인, Cannel
Islands 862인, Hong Kong SAR, China 6,958인, Macao SAR China 19,393인, Lebanon 572인, Maldives
1,364인, Malta 1,348인, Mauritius 622인, Monaco 18,866인, Netherlands 503인, San Marino 530인,
Singapore 7,829인, Sint Maarten(Dutch part) 1,142인, St Maarten(French part) 584인, West Bank
and Gaza 735인 등(100만 이상 볼드체 처리, 1,000만 이상 밑줄 처리)이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국가 중에서는
상당히 높은 인구밀도인 것은 사실이다. http://wdi.worldbank.org/table/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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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의 토지보유집중도

표) 주요 대도시의 토지소유집중 현황(1988년 6월 기준)
소유계층

전국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상위 5%

65.2

57.7

72.3

72.6

55.7

65.1

상위 10%

76.9

65.9

81.4

82.4

69.4

76.4

상위 25%

90.8

77.8

89.5

92.4

88.4

88.2

표) 주요 대도시의 토지소유집중도(1988년 토지 지니계수)
소유계층

전국

전체 가구 기준
토지소유자 기준

0.849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0.911

0.946

0.944

0.937

0.838

0.709

0.846

0.867

0.812

0.808

※ 토지공개념연구위원회(1989)

실물자산의 대종을 차지하는 토지의 분포 상태에 관한 연구는 토지공개념연구
위원회에 의하여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표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상위 5% 계층이 전체 사유지의 65.2%를, 상위 10% 계층이 전체의 76.9%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내무부 (현 행정안전부)의 지적(地籍)전산자료를 바탕으로 토지공개념
위원회가 작성한 추계치이다. 대부분의 주요 도시가 0.9대를 보임으로써 토지소유의
편중이 아주 심한 것을 알 수 있다. 토지기록 전산자료가 전국적으로 가구별 합산이
되지 않고 개인별 합산만 되어 있는 당시에 토지보유자 기준으로 지니계수가 0.85에
이른다. 이는 권순원(1992)가 추계한 실물자산 지니계수 0.596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값이다.23)

한국의 인구는 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국토의 이용효율을 고도화하지 못하고 있다.

23) 이 표는 이제민/안국신/김경수/전주성/김대일 저, 「한국의 경제 발전 70년」,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5.11.30., 116쪽(안국신 집필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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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효율적 토지이용
종래와 같이 토지보유세 부담을 약하게 토지거래세를 높이는 것은 양도차익을 노린
부동산 보유와 그 지속을 장려한다. 즉 부동산 또는 토지를 보유한 자는 높지 않은
보유세 부담으로 인하여, 계속하여 부동산을 보유하고 혹시나 있을 지가앙등을 대비
하려고 한다.
한국이 그 토지집중도가 적지 않게 높은 상황이 된 것은 이상과 같은 토지보유세가
큰 부담이 되지 않는 탓이라 할 수 있다. 토지를 계속 보유하려고 한다면 실제 경제
활동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자도, 필요한 토지를 저렴하게 취득할 수 없다. 토지보유
세가 부담이 된다면, 지금 당장 유용한 경제활동을 위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않을 자는
보유한 토지를 처분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된다. 그렇지 않다면 토지를 계속 보유하는
것이 여러모로 이익이다.
결과 한국의 도시는 매우 고밀도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그것은 아파트가 고밀도
주거지라고 보는 것은 아니다. 어떤 프랑스 학자24)가 그의 박사학위논문과 또한 따로이
자국에서 출간한 책(『Seoul, ville geante, cites radieuses』, 2003)을 번역한, 「한국의
아파트 연구」(아연 동아시아연구총서 13) (2004)란 책에서 주택들에 비하여 아파트가
거주자가 그다지 더 많지 않다는 것을 논증하였다. 이는 우리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상식과 다른 결론이다.
한국의 도시가 고밀도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발전의 과실을 향유할 만큼 주거상
편익을 제공하는 거주상의 만족을 제공하지는 못한다는 의미이다. 토지보유가 소수
에게 집중되어 있는 현실은, 보유세를 OECD 평균 기준으로 상향한다면 짧은 시간
내에 시정될 것이다. 부동산 가격이 보다 저렴해질 것이고, 토지 가격이 주택확산에
장애가 되는 현실도 서서히 교정될 수 있다.
통념과 다른 인식을 예로 들어본다면 한국의 1인당 주거면적은 일본보다도 좁다.
심지어 같은 도시권만 비교하더라도 한국 수도권은 일본 도쿄권의 절반의 면적에
불과하다.
24) 발레리 줄레조(Valérie Gelézeau), 프랑스 고등사범학교(Ecole Normale Supérieure) 지리학 전공. 서울의
아파트단지에 대한 연구로 파리 4대학 박사학위. 마른-라-발레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발레리 줄레조(Valérie Gelézeau) 저/길혜연 역, 「한국의 아파트 연구」(아연 동아시아연구총서 13) (원제:
Seoul, ville geante, cites radieuses),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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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격 앙등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는 너무나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한다.
① 혹자는 한국이 일본을 주기적으로 일정기간 후행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폭락할 것이라는 주장도 한다.25)
② 일본은 고찰할 필요도 없으며, 한국은 인구가 줄고 있고 또한 그 출산율 감소가
일본처럼 소위 baby boom이 간헐적으로 중간에 존재한 적도 없이 수직낙하하기
때문에, 경제위축과 토지/부동산 가격폭락이, 일본보다도 더 심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26)
다만 해리 덴트가 2010년대 초반을 한국 인구의 정점으로 보았는데, 해리 덴트가
사용한 한국의 통계는 2010년 11월 실시된 한국 인구 센서스 통계를 보았던 것 같다.
하지만 실제 한국인구의 정점은 2010년대 후반으로 옮겨졌음을, 필자는 다른 문헌에서
확인한 바 있다. 때문에 하락의 시점이 후행하였을 가능성은 있다. 인구센서스는,
총조사시점은 ‘0’으로 끝나는 해에 하였고, ‘5’로 끝나는 해에는 총조사의 간이조사를
한다. 2015년 7월 8일 통계청이 발표한 간이조사에 따르면, 한국 인구는 2015년
5,100만명선에서 2030년 5,216만명선이 된다고 예측하면서 한국인구의 정점은 무려
2030년으로 미루어지게 되었다.27) 이 2010년의 당초 추계도 엉터리라는 지적28)도
있지만 미래예측은 쉽지 않다. 2010년대 후반에 인구정점이 올 것이라고 한 해리
덴트의 전망은, 2010년 인구센서스가 한국 농어촌 등지에 다문화 가정이 예상보다 빨리
늘고 있다는 것을 짚어내지 못한 통계청의 전망에 따른 것이다.

25) 이러한 주장을 하는 논자는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적지 않는다.
26) Harry S. Dent Jr. 저/권성희 역, 「2018 인구절벽이 온다」(원제: The Demographic Cliff: How to Survive
and Prosper During the Great Deflation of 2014-2019), 2015.1 . 필자가 이 구절은 보았던 기억이
분명하지만, 인용문구를 찾지 못하여 책만 인용함.
이 해리 덴트의 책은 한국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저자가 출간한 당초 날자는 2013년 12월.
27) http://blog.naver.com/finechoi12/220414084468 수정문 작성시 보강한 내용이어서, 인용시간상 조사
시간이 없어서, 원자료 인용을 못함.
28) 예컨대 http://www.mhj21.com/sub_read.html?uid=99113&section=sc128 신생아 감소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2030년에서 2-3년 앞당겨겨야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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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반면, 한국은 주택보급율이 100%를 넘기는 하였지만 인구 1,000명당 주택수가
2010년 기준 302호에 불과하여 일본/미국/영국/프랑스 등 주요선진국들이 같은
기준에서 모두 400호를 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아직도 주택수요가 충분하다29)는 등의
이유를 제시하거나
④ 아니면, 경제발전 등의 이유로 공항에서 가깝고 선호도가 특히 높은 지역(예컨대
서울 강남, 홍콩, 런던 등)은 끝없이 오를 것이라는 주장들30)도 있다.
이에 대하여 필자는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 수준인지 알 수 없다는
주장(그래서 더 올라야 한다는 주장)이나, 중국의 국민소득이 한국보다 낮은데, 북경
또는 상해 중심부 집값이 같은 면적 대비 서울 강남보다 3-10배까지 비싼 것이 정상
이라고 보는 주장들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 일시적인 과다한 자본투하에 의하여
나타난 버블을 수요/공급이란 던어의 뜻을 확장해석하여 정상적이라고 파악한다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은 주장이다.
꺼지지 않는 버블은 없다.31)
더구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을 국가별로 비교한 자료를 보면, 2009년 현재
한국이 7.7로써 과거 통계이기는 하지만, 미국(3.7), 영국(3.8), 일본(5.7), 프랑스(5.1),
독일(6.0) 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란 것을 알 수 있다.32) 왜 이런 현상이 결과하였을까.
필자는 이것이 낮은 보유세 때문에 투기적 수요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본다.

4. 열악한 주거
필자는 거주면적이 좁고 아파트에 거주해야 하는 현실은 열악한 주거현실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물론 아파트에 살아야 한다거나 주택면적이 좁다고 해서, 반드시 열악한
주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같은 조건이라면 이를 rough 하게 표현하면 맞는 말일 수
있다.
29) 정의철, “주거복지 현황과 정책방향”, 「부동산시장 동향분석」, 한국개발연구원, 2012년 1/4분기, 95쪽.
30) 이런 주장도 너무 다양하고 많아서 원 출처가 어디인지 찾을 수 없다.
31) Charles P. Kindleberger, Robert Z. Aliber, ｢광기, 패닉, 붕괴 금융위기의 역사｣(원제: Manias, Panics
and Crashes: A History of Financial Crises), 굿모닝북스, 2006(김홍식 역), 23쪽.
32) 위 정의철 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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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주거수준 국제비교
(단위: %, 제곱미터, 명, 호, 배)

구분

보급률(%)

자가비율

주택당 면적

1인당
주거면적

평균
가구원수

주택수/
1천인(호)

주택가격/
소득(PIR)(배)

86.1(ʼ95)

53.3

80.7

17.2

3.3

215

5.6(ʼ05)

96.2(ʼ00)

54.2

81.7

20.2

3.1

249

6.6(ʼ07)

105.9(ʼ05)

55.6

83.7

22.8

2.9

280

7.6(ʼ08)

112.9(ʼ10)

54.2

302

7.7(ʼ09)

114.3(ʼ03)

61.2

-

399(ʼ98)
429(ʼ03)

6.8(ʼ95)
5.7(ʼ04)

-

419(ʼ95)
427(ʼ03)

3.3(ʼ00)
3.9(ʼ98)
3.7(ʼ03)

한국

일본

미국

108.5(ʼ03)

68.3(ʼ03)

25.0
92.4(ʼ98)

187.8(ʼ95)

29.4(ʼ80)

55.9(ʼ89)

영국

105.2(ʼ04)

70.5(ʼ03)

85.0(ʼ96)

40.3(ʼ91)

2.5(ʼ91)

417(ʼ01)

3.4(ʼ00)
3.4(ʼ95)
3.8(02)

프랑스

120.5(ʼ04)

56(ʼ03)

88.0(ʼ96)
86.7(ʼ98)

39.7(ʼ90)

2.6(ʼ90)

490(ʼ00)
462(ʼ01)

6.5(ʼ94)
5.1(ʼ99)

독일

100.6(ʼ03)

45(ʼ03)

86.7(ʼ98)

47.6(ʼ89)

2.3(ʼ91)

445(ʼ00)

51(ʼ97)
6.0(ʼ02)

자료: 국토해양부, 「2011년도 주택업무편람」, 2011 등을 이용하여 위 정의철 글에 작성된 표1-2를 전재함

위 표에서 보다시피 한국의 1인당 주거면적은 소위 닭장이라고 서구 언론이 비아냥
댄 일본보다도 좁다.
한편 독일의 경우 경제가 2000년 이후 활황임에도 불구하고 소득대비 집값 비율이
낮은 것은, 세입자의 권익이 보호되어 있고, 자본시장자본주의라 일컬을 만큼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비율이 높은 미국과 달리 별로 주택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는 전통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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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택지면적 과소

한국은 땅이 좁아서 집값이 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유포
되어 있다. 그러나 유럽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고, 한국과 인구 밀도가 비슷한
네델란드 또는 그 수도인 암스테르담을 본다면, 네델란드 사람들이 땅이 넓은 미국보다
넓고 쾌적하게 거주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네델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에는 5~
6층 이상 건물이 아예 없기도 하다. 남한 총 면적에서 택지･공장용지･공공용지 등
도시 용도로 사용하는 땅은 6%정도이지만, 선진국은 대부분 10%가 넘는다. 한국의
도시면적 6% 중에서도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은 (국토 총면적의)3%에 불과하다.
반면 선진국은 대부분 6%가 넘는다.33)
선진국의 경우 자연경관이 좋은 호수(자연호수, 인공호수), 해변, 적당한 산지 등
풍광이 수려한 곳곳에 일급주택지들이 자리하고 있다.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 필자는
그 이유를 일차적으로 토지가격이 주택건설에 큰 장애가 되지 않기 떄문이다. 주택의
입지도 개인의 헌법상 행복추구권 행사의 구체적 실현과 깊은 관련이 되지 않겠는가.

6. 통일후 북한지역 토지보유세 우선
남북한 통일의 경우 여러 가지 통일 방안이 있을 수 있겠다. 통일도 흡수통일과
국가대국가 통일방안이 있을 것이고, 통일을 주도하는 측이 어느 쪽인가에 따라 최소한
4가지 형태로 구분될 수 있다. 하지만 본 글에서는 남한 주도에 의한 흡수통일의 경우
만을 단선적으로 상정하고자 한다.
이 경우 남한의 경우 종래 토지세제에 대하여 거래세를 보유세보다 높이 부과하는
시스템이 이미 정착되고 사용된 지 오래되었다. 종래의 시스템이 활용되고 이해관계자가
양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세 법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사실 반발과 위험도를 높일 수

33) http://hkpark.netholdings.co.kr/web/manual/default/manual_print.asp?menu_id=101181&id=
1026 이 부분은 위 url 중 필자가 취하고 싶은 의견 부분을 수정/요약/발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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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러나 통일후 북한 지역이라면 새로운 법제도를 적용하는 만큼 그러한 어려
움을 크게 낮출 수 있다. 그리고 개발이 뒤진 북한을, 후술하는 것처럼 주민이 이미
점유 및 사용하는 일부 토지에 대하여서만 소량의 토지를 분할 지급하고, 잔여 토지
대부분은 국유화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이란 목적 하에 거시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당초 국유였던 통일후 북한지역의 토지들은 여러 과정을 거쳐서 사유화되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역시 거래세 본위의 제도를 통일후 북한 지역에도 채택한다면, 향후 수십년후 통일후
북한 지역도 남한과 별다를 바 없는 고밀도 집적 도시들이 몇 개 있는 볼품없는 산업
단지 같은 형태로 변화된 것 정도를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보유세 본위의 토지세제 법제도를 채택할 경우, 통일후 북한 지역은 활발한
토지 소유주의 변천에 따라, 가장 효율적인 경제 행위자들이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 될 것이고, 무엇보다 통일후 북한 지역의 거주지는 남한과 달리 산천경개와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잘 퍼져나가는 국토활용도가 최고도화 된 선진 지역으로
변경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제3장 통일시 토지제도 개편과 학설
Ⅰ. 통일시 독일 사례34)
통일후 토지 소유권 문제를 대처함에 있어서 독일은 몇 가지 방법을 선택지로 하였던
바, 즉 소련점령지역(1945-1949)에서 과거 몰수되었던 재산권은 ‘보상’을 원칙으로,
구동독(1949-1990) 정부가 몰수한 재산권은 우선 ‘법치국가원칙과 어긋난 재산권
침해’라는 피해를 입은 원소유권자에게는 원상회복을 해 주고, 예외적으로 현재의
권리자가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redlicher Erwerb) 또는 ‘투자우선’(Vorfahrt
34) 이 부분은, 장용근 외 6인, 「재정법체계의 실효성 및 투명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12.8,
중 성승제집필부분, “제3장 통일재원을 감안한 조세 및 토지정책 연구”, p.77-83쪽에서 가져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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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er Investitionen)의 특별목적이 있을 때에만 보상을 인정하는 형태를 취함으로써
엄밀한 그들의 법치주의원칙과는 구별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음을 관찰할 수 있다.35)
구체적으로 독일 정부는 일곱 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36) 첫 번째 1945년부터
1949년까지 소련점령군의 점령법 또는 점령고권에 의하여 행해진 몰수는 원상회복
하지 않는다. 두 번째 주소를 동독지역 밖에 가지고 있거나 경찰에 전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비합법적으로 동독지역을 떠난 사람의 재산은 반환한다. 셋째 몰수된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반환하지만 자연인, 종교단체, 공익재단 등이 정당한 방법으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물권적 이용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넷째 국가의
강제관리는 폐지한다. 다섯 번째 정당한 방법으로 설립된 임대차 또는 용역관계는
소유권반환 또는 국가강제관리 폐지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여섯째 미해결재산
문제의 처리에는 나치가 몰수하거나 침해한 재산도 포함한다. 일곱째 재산권문제의
처리는 동독의 경제부흥에 장애가 되지 않아야 한다. 는 것이다.
독일통일이 과다한 통일비용을 수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타산지석이
될 뿐 아니라, 남북한은 통일후 부동산정책의 향방을 결정하게 될 부동산 제도에 대한
역사적 배경이 독일과 같지 않으므로 당연히 여러 가지 다른 대안을 갖는다. 통일후
북한 부동산 처리에 대한 학설은 추후 보충하도록 하고 우선 간략히 소개한다.37)

2. 원상회복원칙설 유형
몰수토지의 소유권 회복 문제를 법률적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입장으로서 원소유권
자에게 민법상 원상회복청구권을 인정하여 원칙적으로 반환하고 예외적으로 보상하여야
한다는 견해로서 독일의 미해결재산처리 원칙과 동일하다.
이 중에서 첫 번째 견해는 통일후 북한의 몰수토지 소유권회복문제는 통일의 방식에
따라 그 해결방안을 달리하는 것인데 가장 이상적인 통일 방식은 합의통일이고, 합의
통일시에는 원소유권자에게 공법상 특별보상청구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38)
35) 이부하, “통일 후 북한의 토지소유권 문제”, 토지공법학회(제21집), 2004, 384-385면.
36) 법무부, 『통일독일･동구제국 몰수재산처리 개관』, 1994, 817~818면.
37) 이부하 윗 글 388~396면 전재하거나 일부는 참고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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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서 이부하는 북한의 급격한 체제붕괴로 인한 몰수통일의 경우 북한을 반
국가적 불법단체로 인정하는가 아니면 대등한 정부로 인정하는가에 따라 결론을 달리
한다고 한다.
북한을 반국가적 불법단체로 인정하는 경우는 우리나라 헌법이 몰수당시까지 소급
적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다시 나뉘어서 소급적용긍정 입장에 따르면 구소련점령군
몰수조치가 사유재산권 존중원칙을 규정한 헤이그 육전법규에 위반한 범위 내에서
외교적 보호권 및 국제사법적 권리구제 나아가 국제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현행헌법 제23조의 재산권보장규정에 근거하여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며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유권반환청구를
민사소송의 형태로 법원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북한주민들과의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므로 이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통일정부가 막대한 재산적 부담을 지게
된다고 한다. 소급적용부정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제헌헌법 제정 이전에 실시된 구
소련점령군의 몰수조치에 대하여 원소유권자는 우리나라 헌법에 의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고, 다만 구소련을 승계한 러시아 공화국을 상대로 국제법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
다음 북한을 대등한 정부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헌법이 북한에 의한 국유화
조치에 적용되지 않고, 구소련 점령군에 의한 몰수조치에만 적용되는데 북한은 자신
들의 제헌헌법을 통하여 구소련 점령군에 의한 몰수조치를 추인하였으므로 구소련
점령군에 의한 몰수조치는 북한에 의한 보상 없는 고용수용으로 간주되기에 소유권자
에게는 행정법상 손실보상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한다.
두 번째 견해는 몰수토지의 소유권회복문제는 통일방식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우리
나라의 현행 실정법에 따르거나 남북한간의 재산권회복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특별법을
제정하여 해결하여야 한다고 한다.39) 그런데 대다수의 월남지주들이 우리나라의 현행
실정법에 따라 소유권이 회복될 것을 기대하고 있으므로 월남지주들의 이러한 법의식과
법에 대한 신뢰를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현행 실정법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마땅한데
38) 정영화, 『통일후 북한의 재산권 문제에 관한 헌법적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5.2, 264면. 이부하
윗 글 388면 재인용.
39) 정권섭, “통일이후 북한지역의 토지소유권 회복에 관한 법리”, 『토지법학』, 한국토지법학회, 1994.12, 45~49면.
이부하 윗 글 389~390면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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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북한주민들의 법감정과 법적 안정성도 고려하여야 하고, 우리나라의 토지소유권
제도가 안고 있는 토지투기 등의 모순점을 북한지역까지 확산시키지 않아야 하므로
몰수토지의 소유권회복 문제는 우리나라의 현행 실정법의 법리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특별법을 제정하여 해결하되, 원소유권자의 토지소유권은 원상회복 또는
보상의 방법으로 반드시 회복되어야 하고, 몰수토지 중 국가소유로 된 토지는 원상
회복시키고, 개인에게 분배되어 협동단체에 출연된 토지는 현재의 상태를 당분간 유지
하면서 그 해결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한다.
세 번째 견해는 몰수토지의 소유권회복문제는 단순히 법적 문제로 해결될 것이 아니고,
법적 뒷받침하에 정치적인 문제로 해결될 수밖에 없는데, 독일과 같이 원칙적으로
반환하고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40) 다만 반환하는 경우,
무상반환이 아니고 분단이후 기간 동안의 비용 상승을 고려한 유상반환이어야 하며,
현재 공공기관 청사로 사용되는 등 반환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유화하고 대신 보상을
하며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대금을 통일비용으로 충당하자고 한다.
네 번째 견해는, 토지개혁으로 대표되는 북한에서의 재산권몰수가 이미 북한정부
수립 이전에 완성되었고, 형식상의 관련명령제정 명의자(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등)와는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구소련의 절대적 영향하에 입안되고 수행되었음을 고려한다면,
소련점령군정부에 의한 재산권몰수조치는 북한의 정부수립전 행위 내지 통치행위의
일종이 아니라 국제법상 점령고권의 일종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는 곧 북한에서의
구소련에 의한 재산권몰수조치에 대한 법적 논의가 국제법적 관점에서 출발해서 헌법
상 본질적인 기본권의 하나라고 여겨지는 재산권보호규정과의 연관하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고 한다.41) 나아가 본질적 기본권의 불가침성과 기본권으로서의 재산권
보호와의 밀접한 연관성 등을 고려할 때 소련점령당국에 의해 몰수된 재산적 가치는
원소유자에게 반환되어야 함이 법리상 옳다고 한다.

40) 배병일, “통일한국의 토지소유제도 개편방안”, 『북한연구』(제4권 제3호), 1993, 201~211면. 이부하 윗 글
390면 재인용.
41) 김병기, “북한지역 몰수재산권의 원상회복 여부에 관한 고찰”, 『부동산법학』, 1997, 15면 이하. 이부하
윗 글 390면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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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상원칙설 유형
원칙적으로 보상하고 예외적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견해42)로서 분단후 반세기가
지난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법과 법리를 그대로 북한에 적용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므로 몰수토지의 소유권 회복
문제는 순수하게 법적으로만 해결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므로 통일후 북한지역의
토지제도는 북한주민의 토지이용권을 철저히 보장하고, 통일 후 즉시 사유화하기보다는
사유화를 위한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국가소유 또는 협동농장소유로 두면서 북한지역의
국토개발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된 다음 점진적으로 사유화시키는 방향으로 개편
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 견해를 설혹 인정한다 하더라도, 북한에 토지를 두고
월남한 자, 해외이주나 토지개혁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잃은 주민에 대해서는 과거의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원상회복을
하자고 하는데 입증이 가능한 경우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점과 아울러 그
소수의 입증된 사람에게만 보상한다는 것이 형평성의 관점에서 이해될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된다. 뿐만 아니라 입증의 정도를 낮추어 개연성이 인정되면 보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던가 비용부담문제에 대하여 가격 설정도 명목적인 보상을 하면
된다고 구성하는 점이 조금 부당하게 비추어질 수 있다.

4. 전면적보상설 유형
소유권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보상만 하여야 한다는 견해인데 그 첫 번째는 통일후
북한 토지소유권제도는 농업부문과 상공업･서비스 부문으로 나누어 달리하여야 한다고
한다.43) 농업부문의 토지는 사적소유와 경자유전의 원칙을 적용하되 국가소유 및
협동농장 소유 토지를 일정기간 무상임대후 저리 현물상환방식으로 농가당 최고 10ha
까지 유상분배하고, 농민의 희망에 따라서는 장기임대 또는 영구임대하고 상공업･
42) 김상용, “통일후의 토지법의 전망과 과제”, 『토지법학』, 1994, 12. 38~40면. 이부하 윗 글 390~391면 재인용.
43) 장원석, “토지의 소유와 이용 부문에 대한 토론”, 「한반도 통일국가의 체제구상」, 한겨레신문사, 1994, 415~417면.
이부하 윗 글 391~392면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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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부문의 토지는 국가소유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한 후, 중소기업과 협동
조합에게 무상임대하자고 한다. 이와 같이 북한주민의 기득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몰수토지 반환에 의한 원소유권자의 토지소유권 취득을 허용하지 말고, 과거
남한의 토지개혁 때처럼 북한주민의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한다.
두 번째 견해는 원소유권자는 마땅히 정당한 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회복하여야 하지만,
독일의 경험에서도 나타났듯이 토지소유권 분쟁은 통일 후 야기될 가장 큰 문제점
이고 특히 원소유자와 현재 토지이용자 사이의 분쟁이 심각할 것이므로 현재 토지소유
이용자의 이용권은 원소유권자의 소유권 못지 않게 보호될 것이므로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칭 토지소유권중재원 같은 기구를 설치하는 한편 원소유권자에게는
몰수토지의 매각대금으로 금전보상만 하자고 한다.44)
세 번째 견해는 토지 국유화와 이용권의 중앙통제방식을 구사했던 북한지역에 사적
소유에 근거한 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가 도입되면 토지소유 문제가 제기되고 북한의
토지개혁과 분단 및 6･25 전쟁에 따라 토지소유권을 포기당했던 월남피난민의 토지
소유권 반환청구가 어지럽게 얽힐 것이 예상되므로 원칙적으로 국유화하고 다만 이용자가
분명한 경우 토지 소유권은 이용자 및 원소유권자가 모여 이루는 가칭 토지관리조합과
같은 조합체에 귀속시켜서 해법을 찾자는 것이다.45)
네 번째 유형은 독일 상황과 우리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독일과 달리 북한토지
에는 소유관계를 증명하는 공문서가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북한주민의 공동소유로서
공평한 분배를 통하여 사소유를 추진하고 원소유권자에게는 입증이 가능한대로 최소한의
보상을 하자는 것이다.46)

44) 이진욱, “통일후 북한의 토지정책”, 『토지연구』, 1993.11/12, 93~101면; 박동삼, “북한의 집단농장과 통일
이후의 토지문제”, 『북한』, 1993.10, 127~128면. 이부하 윗 글 392면 재인용.
45) 윤혜정, “통일에 대비한 효율적 국토개발 방안(하)”, 『토지연구』, 1993.9/10, 136~146면. 이부하 윗 글
392면 재인용.
46) 이승우, “동서독통일과 불법청산문제-미해결재산문제를 중심으로-”, 『독일통일의 법적 문제』, 박영사, 1994,
155~159면. 이부하 윗 글 392면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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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상회복보상불요설 유형
독일의 경험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거부하고, 원소유권자에게 보상하는
경우 예상되는 막대한 통일비용의 부담이 오히려 통일의 장애요소로 작용할 것을 우려
하여 일체의 원상회복과 보상을 부정하는 견해이다.47) 이는 후술하는 이 글의 방향과
일치하지만 크게 다른 점은 이 글의 방향은 원상회복보상이 필요치 않은 근거를 남북한
양측이 각각 다 실시했던 토지개혁으로 미루어 또 다른 추가 보상을 크게 요하지 않는다는
점이고, 이 유형의 학설은 일단 소유권반환이라는 것을 법원칙상 인정하지만 다만
비용부담이나 기타 법적 설득력은 높지 않다고 보이는 이유를 들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6. 소결 및 검토
대부분의 학설이 사유재산권 절대의 원칙을 감안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 경우
살펴본 바와 같이 처리방향이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사유재산권 원칙을 감안한
반환원칙･부분보상, 반환의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한 보상 그리고 무보상의 세 가지이다.
그리하여 연구들은 대부분 증거주의에 입각한 보상방안이 가장 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한의 법치주의 관점에서 보면 반환이 가장 헌법원칙에 부합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반환이 초래할 사회경제적 비용이 감당할 수 없고 헌법이 보장하는 사유재산권은
신성불가침의 권리가 아니라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제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절한 가격으로 보상하는 것이 법치주의를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민족사
로서의 통일의 의미를 살리는 길이라고 하는 견해도 있다.48) 그리고 무보상을 주장하는
근거는 첫째 통일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새로운 민족사라는 의미가 강한 정치적
통합이라는 점, 둘째 보상이 초래하는 사회적 갈등과 재정적 부담이 감당할 수 없다는
점, 셋째 토지는 인간이 양을 늘릴 수 없고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하며 가치가 비동질적
이라는 공공성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49)
47) 이부하 웟 글 393면에 이 설을 주장하는 분들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48) 김상용, “북한의 사회주의토지제도의 변천과 통일후의 북한토지의 처리방안”, 『북한법연구』 제7권, 2004 :
제성호, “통일 후 바람직한 토지정책방향: 특히 북한토지의 처리와 관련해서”, 『법학논문집』, 제29권 제2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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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으로 학설이 어떻게 구성되어지던 남북한 모두 토지개혁을 실시했던 사항을
인식하지 않는다면 통일 후 토지소유권에 대한 분쟁과 소송 그리고 나아가서는 위증과
협잡과 같은 불법행위의 횡행을 예상할 수 밖에 없다. 이는 후술하는 견해와 같이,
사실인식에 대한 착오로 인하여 빚어진 오해인 것으로 생각된다.

Ⅱ. 통일후 토지소유권 복원불가: 과거 실행된 남북한 토지개혁
1. 토지집중이 야기한, 해방후 필연적 토지개혁
토지의 평등한 분배는 단위면적당 더 많은 (어차피 놀고 있던) 노동력이 투입되게
함으로써 생산력 향상에 이바지하며, 대토지소유제 등 토지의 집중은 생산력 저하를
불러일으킴으로써 국력의 급격한 쇠락을 초래한다는 것은 로마제국의 흥망성쇠 뿐
아니라 모든 나라의 역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가깝게는 단순 집단
노동과 기계화를 추진하였던 최근세 중국의 대약진운동50)은 3,000만명의 아사자를
낳았다.

51)

중국의 대약진운동은 성급한 기계화를 추진하면서, 농업생산량이 급속

하게 하락하게 만든 것이다.
중국의 대약진운동이 실패한 이유를 다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생산량은 농경이 근본적으로 일정의 대규모 텃밭농사에 해당하는 조건에서
급증했다. 5인, 6인 혹은 7인 가족들은 1헥타르 미만의 토지를 일구었다. 일반
49) 김영윤, “북한 토지소유제도 개변과 구토지 소유권 처리 문제”, 『북한』, 통권 제303호, 1997; 김일영･남기업,
“토지공유사상과 통일후 북한 토지제도의 변화 방향: 헨리 조지의 토지가치공유사상의 관점에서”, 『전통과 현대』
제22권, 2002: 명순구, “통일후 토지소유권의 재편방향: 소유권 회복의 장애”, 『통일논총』, 제21호, 2003;
김성욱, “한국의 통일과 토지소유제도의 재편”, 『비교사법』, 제13권 제4호, 2006.
50) 인민일보 1957.11.13.일자 사설. 7년 안에 영국을 8-10년 안에 미국을 따라 잡는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공업생산의
지표를 높이고자 급격한 공업노동력 수요를 유발하고, 농촌에서 과도한 인력을 강제로 차출하고 도시 인구가
급증하여 필수품 공급부족 현상과 노동력을 잃은 농촌의 농업생산력이 급격히 저하하여 농엽경제의 파탄을
불러왔다. 고 흔히 설명된다(네이버 검색에 의한 시사상식사전 내용).
51) 대약진 및 인민공사화운동시기 중국 농촌의 피해규모는 외국 학자들의 추산에 따른 사망자의 숫자는
3,000-4,000만 명이고 중국 학자들에 따르면 2,000만명에 이른다. 후술 이문청/서정민 글 167쪽 각주 14를
보면 아사자 추산규모가 각 Dali Yang은 2,300-4,000만명, Jasper Becker 4,300-4,600만명, MacFarquhar
2,000-4,300aksaud, 리청루이 2,158만명 등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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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경제이론에 따르면 이런 구조는 비효율적이어야 한다. 소위 ‘자유시장
주의자들’과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규모가 효율을 기하는데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아 주장했다. 중국, 북한, 베트남(그리고 그들 이전의 러시아)의 마르크스
주의자들은 이런 주장에 따라(수백만 명을 불운에 빠트리며) 가족 농지를 대규모
집단농장으로 바꾸었다.
현실적으로 효율의 문제는 어떤 결과를 기대하는지에 좌우된다. 자본주의식
대단위 농장은 투자 자본에 대비하여 가장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개발도상국에 적합한 농업적 ‘효율’ 이 아니다. 노동력이 넘치는 개발 초기
단계의 빈국에게는 추가 노동력에 따른 수익이 제로가 될 때까지 작물 생산을
극대화하는 편이 낫다. 다시 말해서 人時당 수익이 형편없이 낮다고 해도 노동자를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용도이기 때문에 보유 노동력을 활용하는 편이 낫다.
텃밭농사를 하는 사람은 모두 알 수 있듯이 텃밭농사 접근법은 최대의 생산량을
거두는 방법이다.
텃밭에서 과일이나 채소를 키우는 사람들은 정성을 기울이면 작은 땅에서 얼마나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는지 주위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그들이 말하지 않는
부분은 엄청난 양의 노동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52)
중국에서 집산화에 따른 토지개혁의 왜곡은 1950년대 말까지 일어나지 않았다.
2차 대전 후 10년 동안 중국은 해당지역의 다른 나라들에게 공산당의 주도아래
52) Output booms occurred in conditions in which farming was essentially a form of large-scale
gardening. Families of five, six or seven people rended plots of not more than one hectare.
To most economists, theory dictates that such an arrangement must be inefficient. So-called
‘free marketers’ and Marxists are united in insisting that scale is fundamental to efficiency. For
Marxists in China, North Korea, Vietnam(and Russia before them) this – fatally for millions of
people – meant witching household farming to large collectives.
In reality, the question of efficiency depends on what outcome you are looking for. Big capitalist
farms may produce the hightest return on cash invested. But that is not the agricultural ‘efficiency’
that is appropriate to a developing state. At an early stage, a poor country with a surfeit of
labour is better served by maximising ists crop production uintil the return on any more labour
falls to zero. Put another way, you might as well use the labour you have – even if the return
per man hour looks terribly low on paper –because htat is the only use you have for your workers.
A gardening approach delivers the maximum crop output, as any gardener knows.
Fruits and vegetable gardeners will tell you just how much you can produce on a tiny plot of
land if you put your mind to it. What they omit to mention is the grotesque amount of labour
involved.
Joe Studwell, How Asia Works, profile books ltd., London, 2014, p.2
(또는 조 스터드웰 저/ 김태훈 역, 「아시아의 힘」, 2016, 39∼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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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가족농을 육성하는 토지개혁의 본보기였다. 전후 소련군이 장악한 이웃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이끄는 또 다른 공산당이 1946년에 광범위한 토지개혁 강령을
수립했다. 북한은 중국보다 훨씬 덜 폭력적으로 강령의 목적을 달성했다. 적어도
북한이 1954년에 집산화를 시작하기 전까지 두 나라의 공산당은 농민들로부터
상당한 인기를 얻었다.53)

한편 대조적으로 중국의 대약진운동과 같은 시기 북한의 천리마운동은 대약진운동과
마찬가지로 대중동원적 성격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전자는 후자와 달리 전후 복구 등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적어도 1960년까지는)되고 있다.54)
Joe Studwell의 견해를 참고한다면 북한의 천리마운동이, 참담했던 대약진운동과
달리 평가받는 결과를 낳은 이유는, 농업분야 집단화 및 기계화가 과격하지 않았던
때문이라는 단순한 이유로부터 차이가 나타났다.
이문청/서정민 윗 글을 보면, “이 시기 농업부문에서 가장 뚜렷한 변화는 협동농장
(협동조합을 협동농장으로 개명한 것임)의 ‘리’ 단위 통합이다. 북한은 먼저 1953년에
행정단위인 ‘면’을 없애고 ‘리’로 합병하고 1958년 10월부터 ‘리’단위 안의 모든 협동
조합을 하나로 통합하는 사업에 나섰다. 전체 통합과정은 11월 20일 전에 완성되었고
김일성 중국방문 기간에 「농업협동조합 기준규약」을 발표하였다. ‘리’단위로 협동조합을
통합한 결과 북한 기존의 1만여 협동조합은 3,843개로 축소하였고 리단위협동농장의
기본규모는 300호 농가로 증대되었다. 협동농장을 리단위로 통합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인민공사화(중국 대약진운동시 용어: 필자 주)와 유사한 협동농장의 대규모 합병현상이
53) The Perversion of Chinese land reform by collectivisation did not occur until the late 1950s.
Prior to that, for a decade after the Second World War, China wa a beacon to the rest of the
region for communist-organised land reform leading to small-scale household farming. In
neighbouring North Korea, Which was accupied by Soviet forces at the end of the war, another
communist party, headed by Kim Il Sung, organised a sweeping land reform programme in 1946.
This one achieved its objectives with much less violence than occurred in China. In both countries
–at least until North Korea began its collectivisation in 1954 – the communists were hugely popular
with farmers. Joe Studwell, p.16.
또는 아시아의 힘 63쪽.
54) 이문청/서정민, “북한과 중국의 사회주의 대중동원운동 비교연구-천리마운동과 대약진운동”, 「한국정치학회보」
(47권 4호), 2013.9, 168쪽에 “계획경제의 완성이나, 대중동원의 정도나 사상역역의 통제로 보나 천리마운동은
모두 성공” 이라고 표현한다.
천리마운동은 1956.12.11.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구호를 계기로 시작되어 1958년 본격화되어 1960년대
지속된 것이라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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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이문청/서정민, 166-167쪽) 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곧 이어 “중국과
달리 협동농장의 대규모합병은, 지도부의 지지를 얻지 못하였고 군을 단위로 하는
협동농장 관리는 1961년이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고 작업반제도의 농업부문의
도입은 1960년의 일이었다”(167쪽)고 기술하고 있다.
성급한 기계화는 사실 소출을 낮추고 농촌인구가 할 일을 없앤다. 2차대전후
북한과 중국, 베트남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에서 진행된 기계화와 공산주의식
집산화는 이미 소련에서 일어난 일처럼 기아와 굶주림으로 이어졌다.55)

1990년대 중반 북한에서 소위 고난의 행군에 대해서는 별달리 분석되지 아니하였다.56)
때문에 Joe Studwell의 분석 즉 생산량 결정변수와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위 인용문에서 북한이 낮은 성과를 보인 것은 천리마운동 초기 단계가
아니라, 농업분야 집산화가 본격화된 1960년대 후반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1970년대 말부터 중국은 거의 대학살에 가까웠던 집산농업과의 불장난에서
벗어나 농촌 가구들이 소규모 농지를 경작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1958-1960년에
추진된 대약진으로 알려진 자급자족 개발정책과 집산화의 결과로 대부분 농민인
3,000만명이 굶어 죽은 후 중국은 1980년대 초에 그저 가난한 사람들이 텃밭
농사를 짓도록 허용하는 것만으로도 농업 생산량을 3분지1 이상 늘리는데
성공했다.57)

55) Premature mechanisaton actually reduces yields and leaves rural inhabitants with nothing to do.
In east Asia after the Second World War, mechanisation and communist collectivisation in countries
including North Korea, China and Vietnam led to hunger and starvation, as it had already done
in the Soviet Union. Joe Studwell, p.183.
56) 북한의 1990년대 기근에 대해서는, 이석, 「1994-2000년 북한기근: 발생, 층격 그리고 특징」, 통일연구원,
2004.12.31, 참조. 이 책은 종래 300만 아사설을 뒤집고 1994-2000년 사이 아사자 규모를 58-112만 정도를
제시하였다.
57) Agriculture is much the most straightforward piece of the Chinese developmental puzzle. Beginning
in the late 1970s. China escaped from ists near-genocidal flirtation with collective agriculture,
allowing households to farm small plots. After starving to death 30 million mostly rural dwellers
as a result of collectivisation and the autarkic development policy of 1950-60 known as the Great
Leap Forward, the country managed in the early 1980s to increase its agricultural output by
more than one-third simply by letting poor people garden. Joe Studwell p.185, 또는 아시아의 힘
3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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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 도는 역사의 흐름은 새로운 왕조가 개창하여 토지개혁에 의하여 토지소유가
분산되면 누가 왕이 될지라도 급격히 국력이 상승한다. 반면 왕조가 성립된 지 시간이
경과하면 부의 집중이 심화된다. 국가의 질서가 누적된 적폐를 개혁해서 바꾸지 못하는
경직성에 도달하고, 토지의 집중에 의하여 대토지소유가 만연하는 등 계층간 분배구조가
악화하면 급격히 국력이 추락한다. 이러한 순환은 거의 예외 없이 나타나고 있다.
균전제가 북위에 의하여 혁명적으로 도입되기 이전 시대 즉, 중국의 漢代를 조망하면,
전한(B.C. 202- A.D. 8)과 후한(A.D. 25-220)이 서로 인접하여 이어받으면서, 중국
역사상 예외적으로 장기간 실질상 한 개의 왕조가 지속되었다. 漢代는 좋은 말로는
귀족사회라 하지만, 정확한 표현으로는 대토지소유제가 남용되어 부의 집중이 극에
달하여서, 삼국지연의 표현으로는 마침내 백성이 도탄에 빠지게 되었다.58)
농업 생산량의 증가는 잉여 가치의 증가로 이어지며 이는 산업 투자에 쓰일
저축의 증가를 시사한다. 대규모 소출증가는 농촌의 소비가 대규모로 늘어난다는
뜻이기도 하다.59)
요컨대 빈국들이 부유해지려면 처음에 평등하게 토지를 분배하는 것이 큰 도움을
준다. 일본, 한국, 대만은 이 일을 했다.60)
토지개혁은 경제권 전반에 걸쳐 기초적인 국내 제조 소비재에 대한 구매력이
퍼져나가면서 일종의 ‘소비 충격’을 일으켰다. 늘어난 농업생산력은 또한 산업
화에 필요한 기술을 수입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었다.

58) 삼국지연의는 잘 알려져있다시피 한참 후대인, 元明 교체기인 14세기 나관중의 소설이고 픽션이다. 연의에는,
극명한 예로 등장인물인 장비가 백정이라고 적혀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장비는 當代 최고의 귀족인 조조의
조카사위였고, 그 시대는 신분차별이 엄격한 시대였으므로 장비의 신분이 賤했을 가능성은 없다.
유비가 漢을 건국한 초기에는 직전의 춘추전국의 신분제 타파의 풍조가 역력하여, 황제로 즉위한 유비 앞에서
朝臣들 간에 시비가 붙으면 칼싸움도 마다하지 아니하였지만, 반대로 漢이 마감되던 시기에는 귀족이 아니면
명함도 꺼내지 못하던 시대였다.
그것은 대토지소유 심화로 소유의 왜곡이 끝까지 갔고 신분차별도 극에 달했기 때문이다.
59) Increase in agricultural output are traditionally represented as important by economists because
they lead to increased surplus, which implies more savings which can then be used to finance
industrial investment. Joe Studwell, p.5 또는 아시아의 힘 44쪽.
60) In short, if poor countries are to become rich, then the equitable division of land at the outset
of development is a huge help. Japan, Korea and Taiwan put this in place. Joe Studwell p.7,
또는 아시아의 힘 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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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혁의 두 번째 효과는 별개이기는 하지만 생산량 및 소비에 미치는 충격
효과와 결합하여 더 많은 경제적 미덕을 낳았다. 그 효과는 바로 가장 기본적인
비인간 자산인 토지를 평등하게 분배한 결과로 이루어지는 높은 수준의 사회
이동이었다. 사람들은 평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61)
미국은 다양한 정도로 동북아시아 국가들에게 토지개혁에 대한 압력을 가했
으며, 상당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통해 시행을 도왔다.62)
토지정책은 빈국의 정부를 가늠 하는 시금석이다. …중략… 요컨대 토지정책은
리더들이 국민을 얼마나 알고 아끼는지 말해준다.

63)

그러나 경제사가 경제학에 기여하는 바의 핵심을 요약한다면, 모든 시간에
유효한 ‘법칙’이나 규칙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하겠다.64)
영원히 지속되는 좋은 정책은 없다.65)
영원히 지속되는 마법은 없다.66)

마지막 인용문들은 오늘날 동북아시아 3국은 이제 다른 단계(기계화에 의한 대토지
경작 농업)로 옮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였다는 의미로도 된다.

61) Land Reform created a kind of ‘consumption shock’ as waves of spending power for basic,
domestically manufactured consumer goods spread through the economy. Increased farm output
also helped countries to pay for the imported technology they needed to industrialise.
The second effect of land reform was separate from the output and consumption shock effect,
but combined with it to produce yet more economic virtue. It was the creation of a high level
of social mobility as the result of an equal initial discribution of society’s most basic non-human
asset- land. People not only competed on equal ters but they could realistically believe that they
had a chance of success. Joe Studwell p..53, 또는 아시아의 힘 122쪽.
62) The United States pressed land reform on the north-east Asian states to varying degrees, and
supported its implementation with considerable financial and technical aid. Joe Studwell p.55,
또는 아시아의 힘 126쪽.
63) In this respect, land policy is the acid test of the government of a poor country. …omitted…
In short, land policy tells you how much the leaders know and care about their populations.
Joe Studwell, p.56, 또는 아시아의 힘 127쪽.
64) ‘If I had to summarise the essence of what economic history can contribute to economic science,
I would say that there exist no “laws” or rules in economics which are valid for all periods of
history’‘, Paul Bairoch, Mythes et paradoxes de l’histoire économique 『경제사학의 속설과 역설』,
아시아의 힘 129쪽에서 재인용.
65) No good policy lasts for ever, Joe Studwell, p.49. 또는 아시아의 힘 116쪽.
66) No magic lasts for ever, Joe Studwell, p.130, 또는 아시아의 힘 2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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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방후 소작농 상황과 남한 군정청의 농지개혁추진67)
(1) 해방후 소작농의 비참한 상황
해방 당시 전국(남북한 전체)의 토지 소유는 소작지가 총경지의 63.4%였던 바, 이
중 일본인 지주소유(9.9%), 조선인 지주소유(53.5%) 그리고 후자의 규모는 5정보 이상
소유지주(전국 약 5만호, 소유비율 24.6%), 5정보 이하 소유지주(전국 약 15만호,
소유비율 28.9%)로 구성된다.68) 한편 남한만 본다면 총농가 200만호 중 자작농
(13.8%) 보다 순소작농･자소작･소자작농(83.5%) 이 대다수로서 실제 대부분 토지는
소수 지주들이 장악하였다.69) 이렇듯 해방당시 남북한 모두 사회문제의 핵심에는 토지
문제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남한일수록 남부지방일수록 빈부격차가 현격하고 소작농 비율이 훨씬 높았다. 남한
총경작지는 북한 경작지의 115%이었으나, 남한 농가는 북한 농가의 2배수나 되었다.70)
농지개혁후 남한 농가의 79%는 1정보 미만의 토지밖에 소유하지 못하였다.71)

(2) 미군정청의 小作減租
해방후 남한은 당시 토지집중이 과도하여 극도의 곤궁에 몰린 다수의 소작농의 존재로
말미암아 사회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태였다. 이는 북한의 무상몰수･무상분배라는 전면적
농지개혁 실시로 인해 더해졌다. 남한 대다수 농민들도 이를 전해 들었을 것이다. 이토록
심해진 이유는 일제 식민정책이 지배의 편의를 위해 지주 이익을 보장하려는 때문이고,
또한 일본인들이 대거 지주로 진출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흐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67) 이 부분은, 장용근 외 6인, 「재정법체계의 실효성 및 투명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12.8,
중 성승제집필부분, “제3장 통일재원을 감안한 조세 및 토지정책 연구”, p.83-95쪽을 수정･요약.
68) 『경제연감』, 조선은행 조사부, 1948. 진덕규, “농촌 지지기반이 된 이승만의 농지개혁”, 『한국논단』 9월호 215면
재인용. 여기서 말하는 전국은 남북한 전체를 의미하는 것 같다.
69) 진덕규 215쪽.
70) 일제말기 남한과 북한의 농가 수는 각각 200만호, 100만호였다. 법원행정처, 『북한의 부동산제도』j, 90쪽.
71) 1946년 6월 현재의 경지면적이 207만정보였는데 이를 동년의 농가호수 247만 호로 나누어보면 호당 경지면적은
0.837정보로 산출되는데에서 본래 남한은 적정규모 이상의 농가를 창출한다는 것이 어려웠다(장시원, “지주제
해체와 자작농체제 성립의 역사적 의미”, 『광복50주년 기념논문집』, 경제사학회, 1995, 3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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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정도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위협요인이 될 것이란 점을 잘 인식하였다. 소위
小作減租 실시결정도 그에 기인하였을 것이다. 군정법령 제9호(1945.10.5) 는 “최소
소작료 결정의 건”을 공포하여, 소작료 최고액을 그 해 생산량의 3분지1 미만(동법령
제2조)으로 하였다.72) 기왕에 농민들은 과도한 소작료로써 사실상 중세적 농노 상태에
놓여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미군정청의 농지불하
미군정은 일본인 지주 소유농지와 동양척식회사 소유토지를 관리할 신한공사를
설립(미군정법령 제52호, 1946.2.21.)하여, 남한 경지면적 13%를 관리･운영하고, 추후
實경작자에게 불하하기로 하였으며, 북한의 토지개혁으로 말미암아, 남한의 토지개혁이
시급한 탓으로서, 농지개혁 전단계로서 신한공사 관리 귀속농지부터 불하하고자, 신한
공사를 해체하고 중앙토지행정처 설치 법령을 공포(1948.3.22)하였다.73) 自耕농지가
2정보(6,000평) 를 넘지 그 토지를 경작하는 소작인을 최우선위로, 이북 월남자 및
인근 거주 농민을 次순위로 하여, 연 생산량의 3배 수량을 현물로 15년간 분할 지급
하여 불하받은 농지의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였다.74) 이 적산불하 방식의 일부 농지
개혁만으로도 정치･사회적인 안정유지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며, 미군정은 이후에도
농지개혁을 큰 열정으로 추진하였으나, 다수가 지주로 구성된 군정의 한국인 입법자문
기관(입법의원)은 계속 법안을 천연시켜 농지개혁 법안을 사장시키려 하였다.75) 미군정이
농지개혁에 큰 관심 없이 현상유지 정책을 사용하였다는 견해76)도 있지만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본다.

72)
73)
74)
75)
76)

진덕규 216~217면.
진덕규 217~218면.
진덕규 218면.
진덕규 218~219면.
허문영･전강수･남기업, 『통일대비 북한토지제도 개편방향 연구』. 통일연구원, 2009.12., 1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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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북한 개혁과 토지소유권 복귀불가성
(1) 남한 농지개혁
대한민국 정부의 초대 농림부 장관인 조봉암은 적극적으로 농지개혁을 추진하였다.
조봉암은 서둘러 농지개혁법 기초위원회를 조직하고 이어 동 법안초안을 발표(1948.
11.22.)고 1950년 1월 실시하였다. 1950년 6월의 6･25 전쟁 발발시 이미 토지를
보유한 소작농들이 북한군에 호응하지 아니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남한 전역을 북한
군은 석권 못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지배적이다. 한편 농지분배 대가는 초기 해당
토지 주생산물의 생산량에 대하여 연수확량 150% 선에서 300%까지 협상과정에서
오르내렸다.77) 한편 정부가 농지보상을 위하여 지급한, 地價증권은 당초 약속한
1954년까지 겨우 28%만이 지급되었을 뿐 아니라, 심한 인플레이션으로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였다거나 지나친 세분된 토지로 인한 현대적 기업농화 되지 않았다거나 하고
비판도78) 있다. 요컨대 부의 세습은 없었고 전쟁과 더불어 모든 것은 무의 가치로 돌아
간 것이고 모든 것은 파괴되었다. 일부 토지자본 만이 다른 형태로 변신할 수 있었을
뿐이다. 그 결과 현대적 사회로의 변천은 보다 용이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농지개혁
결과 1945년말 자작농 농지비율(35%)은 농지개혁 직후인 1951년 말 96%로 완전히
변경되었고, 이는 해방당시 소작지 면적 94%가 自作地화한 떄문이다.79)

(2) 북한: 토지개혁
1943년말 통계에 따르면 북한 총경지면적의 58.2%를 전체 농가호수의 4%에 불과한
지주가 소유(이 중 논 72.4%, 밭 53.8%가 지주소유)하였으며, 구성상 완전자작농
(전체농가 25%), 반자작농(30.8%), 완전소작농(43.38%), 농촌고용자(0.95%)로 구성
되었다.80) 북한은 1946년과 47년에 농지와 도시 모두 무상몰수･무상분배 방식의
토지개혁을 하였던 바,
77) 진덕규 220면 참조. 상세는 위 성승제집필부분, “제3장 통일재원을 감안한 조세 및 토지정책 연구” 참조.
78) 진덕규 224~225면. 아울러 농지개혁에 따른 이승만 정부의 농민층 지지유도는 중요한 의미를 갖으며 그 후
여촌야도라는 말이 등장한 것이라는 지적도 하고 있다.
79) 김성호 외 『농지개혁사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9, 1029-1030면.
80) 손전후, 『우리나라 토지개혁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3, 72면.. 허문영･전강수･남기업, 윗 글 99면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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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농지개혁(1946.3.5.∼3･31) 은 ① 5정보 이상 소유한 지주 소유지, ② 5정보
이하라도 自耕하지 않는 자의 토지, ③ 5정보 이상을 소유한 성당･절･기타 종교단체
소유 토지가 대상이었다.81) 전체 경작지 53%를 몰수하고 그 중 98.1%를 농민에게
무상 분배한 결과 가구당 평균 1.21정보씩 분배로 인하여 분배후 평균토지소유면적은
1.63정보이다.82) 이는 당시 남한 농지개혁후 평균토지소유면적보다 60% 많다.
둘째 기타토지(1947･3･22), 묘지 제외 全산림을 몰수하여 국가 관리하에,
셋째 도시토지(1947.12), 모든 도시토지 국유화하고, 사적 임대차제도도 전면 폐지
하였다.83)

(3) 토지개혁과 북한토지 원소유권자에 대한 토지소유권
이상 남북한 토지개혁을 검토하면, 원소유권자에 대한 토지소유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84)를 지지하지 않을 수 없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지에 있어서 북한과 남한의 토지개혁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북한지역 농지 대부분은 원소유권 문제에서 제외된다. 남한의 농지분배 면적이
북한보다 적지만, 이는 농가 수가 많기 때문이다. 오히려 남한은 농지소유 한도가
3정보이고 북한은 5정보이었다. 때문에 북한에서 농지개혁된 토지 대부분이 남한 방식에
의하더라도 당연히 농지개혁 대상이 된다.
둘째 남북한 토지개혁의 차이점은 농지에 국한된 남한과 달리, 북한은 도시토지와
산림도 포함되었다. 때문에 북한지역 몰수토지의 반환이 문제될 수 있는 영역은
도시토지와 산림이다. 즉 도시토지와 산림은 반환이 검토될 수도 있다.
이상의 논거를 “토지개혁 준용설”로 부르기로 한다.

81) 법원행정처, 『북한의 부동산제도』, 1997. 65~89면. 허문영･전강수･남기업, 윗 글 99면 재인용.
82)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Ⅱ』 (서울: 나남출판사, 2003), 197면. 허문영･전강수･남기업, 윗 글 99면
재인용.
83) 허문영･전강수･남기업, 윗 글 99~100면.
84) 허문영･전강수･남기업, 윗 글 1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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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1) 합의통일과 흡수통일에 따른 구분
토지개혁 준용설의 구분론이다. 이하 소개한다.85)
우선 합의통일이라면 몰수토지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는 남과 북이 각자의
국가성을 인정하고 통일하는 것이 합의통일인 탓이고 국가성을 인정한다면 각자의
영역에서 있었던 모든 법제도와 기왕의 조치들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86)
다음 남한 중심의 흡수통일시 북한내 몰수토지를 여하히 취급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 경우도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는 흡수통일과 부인하는 흡수통일로 구분된다. 전자는
역시 몰수토지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결국 흡수통일 중에서도 몰수토지 문제는,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지 않는 흡수통일만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럼에도 ① 해방후
토지개혁은 북한뿐 아니라 남한에서도 실시되었으므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며,
② 북한 토지개혁 이후 토지를 분배받은 북한 주민들도 그들의 기왕의 권리가 인정
되어야 하는 바, 그들은 이미 무상으로 토지를 분배받았을 뿐 아니라 1950년대 농업
집단화 과정에서 이미 그들의 자산을 사실상 몰수당한 사람 또는 그 사람들의 상속인
들이다. ③ 만일 반환이 인정되는 소수의 경우가 인정될지라도 현재 이미 분배받은
북한토지 보유자들은 단지 연생산량의 150%에 한정되는 대가에 불과한 것만 반환
하면 될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특히 남한 토지개혁후 지주들이 수령한 지가증권은
이미 전쟁인플레이션으로 사실상 휴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원소유자들이 지급받을
가격을 그 이상의 가격으로 하면 곤란하다는 것 등이 토지개혁 준용설의 논거이다.
물론 동설은 ④ 농업 집단화 과정에서 토지를 몰수당한 북한 주민들 중에는 토지를
분배받지 않았거나 또는 분배받은 토지가 조금 있어도 그 외에 그 전부터 자신의 소유
지를 갖고 있던 자작농에게는 원물을 반환하는 것이 옳다고 하거나, 도시토지 몰수를

85) 허문영･전강수･남기업 윗 글 102~105면 전재함.
86) 김성욱, 앞의 글; 반대론 있음(이 경우에도 공법상의 특별한 보상청구권을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는 논의될 수
있다고 함(정영화, “통일후 북한의 재산권 문제에 관한 헌법적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허문영･전강수･남기업, 윗 글 103면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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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 자에게 원물반환을 해야 한다거나, 하는 정도는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생산량 150%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 같다.

(2) 검토
그 밖에도 북한에 대한 통일후 토지소유권 복원은 합리적이거나 타당하지 않다.
첫 번째 당시의 正義에 부합하지 않는다. 많은 문헌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남북한은
해방 당시 완벽한 토지소유권 체계라 할 수 없었다. 주지하다시피 일제강점기로 인하여
토지소유 그 자체가 사회적 정의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남북한은 각각 농지개혁 또는 토지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두 번째 토지개혁 직후의 正義에 부합하지 않는다. 당시 남한의 농지개혁후 토지
소유권자에게 지가증권이 발행되었지만 그 직후 전쟁으로 심한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대부분의 토지소유권자가 보상받은 지가증권은 종잇조각 수준이 되었다.
세 번째 현재의 正義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미 많은 시간이 흘러서 한국은 자본주의
성숙기 단계에 진입하였고, 해당 토지의 활용가치와 가격은 천양지차이다.
네 번째 장래의 正義에 부합하지 않는다. 북한 협동농장의 현재 토지 경작자들에게
소출 일정부분을 갹출(불과 150%일지라도)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 통일후
적응과정에서 도태되고 적응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은 부당하고 무모하다. 통일을
무의미하게 하기 쉽다.
다섯 번째 입증의 正義에 부합하지 않는다. 많은 문헌들이 지적하듯이 독일 통일
사례의 경우, 사적 소유권이 명확하게 성립되어 있었고 그 입증도 어렵지 않았었지만
반면, 해방후 한국은 그 토지 소유권을 과연 누가 무엇으로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87)
증인도 이미 거의 사라진 상황이다. 입증하기 곤란한 것을 입증하려 애 쓰는 것은
정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다.
요컨대 통일후 북한 토지소유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보상하지 않는 것이
정의에 합치한다.

87) 현재 월남자 중 원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를 소지한 사람이 전체의 8.2%에 불과하다고 한다(김민배,
“월남자의 북한토지 소유권에 대한 실증적 접근”, 『민주법학』, 제9호, 1995, 170･1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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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결어
한국은 토지보유세 정책을 변경하기 쉽지 않다. 이미 숱한 경제적 기초가 종래의
법령과 법제도에 따라서 수립되고 추진되었다.
검토한 바와 같이 토지의 문제는 좀 더 거래세보다는 보유세가 더 징수될 수 있도록
하여 유휴토지나 유휴부동산 발생을 가급적 억제하고 그로 말미암아 보다 더 토지가
또는 국토가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구성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럼에도 이미 수립되거나 추진된 정책들을 그 큰 물줄기를 돌리기는 쉽지 않으며,
이는 1990년 초반 한때 각광받았던 토지공개념 논의가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한 이유
이다.
필자는 통일후 북한 토지소유권 문제를 검토하였다. 북한과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은 독일의 경우 주지하다시피 모든 소유권을 복원하고 정부 재정으로써 해결하였다.
그것은 한국과는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이 위에서 검토한 필자의 소견이다. 이미
남북한은 독일과 달리 선진적 경제단계에 접어든 적이 없고, 과도한 식민지배의 상처
속에서 신음하였다. 다수의 국민을 소작농으로 만들었고 이들은 일제 식민통치의 편의
성과 또한 다수 일본인 지주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소농 또는 빈농으로 전락하였었다.
그 이전 시대보다 더 혹독한 지주들의 가렴주구에 시달려야 하였고 그것은 소위 근대적
소유권을 강요하는 법적 가면을 쓰고 있었다. 때문에 통일후에도 독일과 달리 한국에서는
해방후 근대적 토지소유권이 확립되지 못하였던 점, 그리고 그 당시의 비정상적
사회구조가 형식뿐인 당시의 토지소유권을 다시 끌어내는 것이 얼마나 비합리적인지를
조명하는 논의를 지지하였다. 그 밖에도 사소한 여러 가지 논거들을 검토한 바 있지만,
그것들은 해당하는 곳에서 판단하고 찾아볼 수 있다.
이런 논거를 본다면 현재의 북한 주민들이 기왕에 점유하고 사용하였던 토지를 사용
할 기득권을 인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그것은 소규모 토지에 국한되어야
하고 대부분 토지는 통일한국이 국유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하고 그 토지들이
보다 더 건설적인 통일한국을 이루는데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아울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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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세제와 관련하여서는 통일후 지역인 북한에 대하여 남한과 달리, 별개의 법제도를
시행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였다. 통일후 북한지역은, 남한 지역이
종래의 거래세 우선의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과 달리 보유세 위주의 토지세제를
시행하는 지역으로 만듦으로써 보다 더 국토 이용을 효율화할 수 있다고 제안하면서
이 글을 마친다.

233

2016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참고문헌
국내문헌
국토해양부, 「2011년도 주택업무편람」, 2011
기석도, “소비과세 부담의 국제적 비교분석”, 한국산업경제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2015.5.30.
기획재정부, 「조세개요」, 2016.9
김민배, “월남자의 북한토지 소유권에 대한 실증적 접근”, 『민주법학』, 제9호, 1995
김병기, “북한지역 몰수재산권의 원상회복 여부에 관한 고찰”, 『부동산법학』, 1997
김상용, “통일후의 토지법의 전망과 과제”, 『토지법학』, 1994, 12
김상용, “북한의 사회주의토지제도의 변천과 통일후의 북한토지의 처리방안”, 『북한법
연구』 제7권, 2004
김성수, “초과소유부담금, 개발부담금, 토지초과이득세의 법적 문제점”, 「사법행정」,
1991.11
김성욱, “한국의 통일과 토지소유제도의 재편”, 『비교사법』, 제13권 제4호, 2006.
김성호 외 『농지개혁사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9
김영윤, “북한 토지소유제도 개변과 구토지 소유권 처리 문제”, 『북한』, 통권 제303호,
1997
김일영･남기업, “토지공유사상과 통일후 북한 토지제도의 변화 방향: 헨리 조지의
토지가치공유사상의 관점에서”, 『전통과 현대』 제22권, 2002
김훈민, “「통계 속 세상」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2010.8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234

   통일후 북한지역 토지보유세제의 법정책적 연구

명순구, “통일후 토지소유권의 재편방향: 소유권 회복의 장애”, 『통일논총』, 제21호,
2003
박동삼, “북한의 집단농장과 통일이후의 토지문제”, 『북한』, 1993.10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Ⅱ』(서울: 나남출판사, 2003)
발레리 줄레조(Valérie Gelézeau) 저/길혜연 역, 「한국의 아파트 연구」(아연 동아시아
연구총서 13)(원제: Seoul, ville geante, cites radieuses), 2004.12.
배병일, “통일한국의 토지소유제도 개편방안”, 『북한연구』(제4권 제3호), 1993,
법무부, 『통일독일･동구제국 몰수재산처리 개관』, 1994
법원행정처, 『북한의 부동산제도』, 1997
성승제 외 2인, 「‘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에 대한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0.
10.29.
손전후, 『우리나라 토지개혁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3
안종석,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공청회
자료집),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7
윤혜정, “통일에 대비한 효율적 국토개발 방안(하)”, 『토지연구』, 1993.9/10
이문청/서정민, “북한과 중국의 사회주의 대중동원운동 비교연구-천리마운동과 대약진
운동”, 「한국정치학회보」(47권 4호), 2013.9
이부하, “통일 후 북한의 토지소유권 문제”, 토지공법학회(제21집), 2004
이석, 「1994-2000년 북한기근: 발생, 층격 그리고 특징」, 통일연구원, 2004.12.31
이승우, “동서독통일과 불법청산문제-미해결재산문제를 중심으로-”, 『독일통일의 법적
문제』, 박영사, 1994
이전오/박종수/안수남/정지선/권오현,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제도의 평가 및 개선
방안」, 기획재정부 연구용역, 사단법인한국조세연구포럼, 2010.7

235

2016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이제민/안국신/김경수/전주성/김대일 저, 「한국의 경제 발전 70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5.11.30., 116쪽(안국신 집필 부분).
이진욱, “통일후 북한의 토지정책”, 『토지연구』, 1993.11/12
정영화, 『통일후 북한의 재산권 문제에 관한 헌법적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5.2
제성호, “통일 후 바람직한 토지정책방향: 특히 북한토지의 처리와 관련해서”, 『법학
논문집』, 제29권 제2호, 2005.
장시원, “지주제 해체와 자작농체제 성립의 역사적 의미”, 『광복50주년 기념논문집』,
경제사학회, 1995
장용근 외 6인, 「재정법체계의 실효성 및 투명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
연구원, 2012.8, 중 성승제집필부분, “제3장 통일재원을 감안한 조세 및 토지정책
연구”
장원석, “토지의 소유와 이용 부문에 대한 토론”, 「한반도 통일국가의 체제구상」,
한겨레신문사, 1994
정권섭, “통일이후 북한지역의 토지소유권 회복에 관한 법리”, 『토지법학』, 한국토지법
학회, 1994.12
정의철, “주거복지 현황과 정책방향”, 「부동산시장 동향분석」, 한국개발연구원, 2012년
1/4분기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3.3
조선은행 조사부, 『경제연감』, 1948
조 스터드웰 저/ 김태훈 역, 「아시아의 힘」, 2016
한국은행 국민대차대조표 각 연도별
허문영･전강수･남기업, 『통일대비 북한토지제도 개편방향 연구』. 통일연구원, 2009.12.

236

   통일후 북한지역 토지보유세제의 법정책적 연구

국외문헌
Charles P. Kindleberger, Robert Z. Aliber 저/ 김홍식 역, ｢광기, 패닉, 붕괴 금융
위기의 역사｣(원제: Manias, Panics and Crashes: A History of Financial
Crises), 굿모닝북스, 2006
Harry S. Dent Jr. 저/권성희 역, 「2018 인구절벽이 온다」(원제: The Demographic
Cliff: How to Survive and Prosper During the Great Deflation of
2014-2019), 2015.1
Joe Studwell, How Asia Works, profile books ltd., London, 2014
OECD, Revenue Statistics 1965-2014, Dec.03.2015

기타
http://www.mosf.go.kr/st/ncstats/detailTbNcstatsView.do?menuNo=60600
00&searchNttId1=MOSF_000000000001936&searchBbsId1=MOSFBB
S_000000000052&searchDiv=105
http://wdi.worldbank.org/table/1.1
http://blog.naver.com/finechoi12/220414084468
http://www.mhj21.com/sub_read.html?uid=99113&section=sc128
http://hkpark.netholdings.co.kr/web/manual/default/manual_print.asp?me
nu_id=101181&id=1026

237

| 2016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북한의 경제개발구법
하위규정에 관한 연구
경제개발구의 창설 및 관리･운영을 중심으로

안 석 호 국민대학교 북한법제연구센터 연구원

   북한의 경제개발구법 하위규정에 관한 연구

북한의 경제개발구법 하위규정에 관한 연구
- 경제개발구의 창설 및 관리･운영을 중심으로 -

안 석 호*

국민대학교 북한법제연구센터 연구원

차 례

Ⅰ. 서론

Ⅳ. 경제개발구법 하위규정과
라선경제무역지대법 하위규정의 비교

Ⅱ. 북한 경제개발구 정책과 법체계
1. 북한의 경제개발구 정책
2. 북한 경제개발구의 법체계

1. 경제개발구 ‘관리기관운영규정’과 라선경제
무역지대 ‘관리위원회운영규정’의 비교
2. 경제개발구 ‘개발규정’과 라선경제무역지대
‘개발규정’의 비교

Ⅲ. 경제개발구법 하위규정의 주요 내용

3. 소결

1. 창설규정
2. 관리기관운영규정
3. 개발규정

Ⅴ. 결론: 경제개발구법 하위규정의
개선 과제

* 국민대학교 북한법제연구센터 연구원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241

2016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Ⅰ. 서론
북한은 김정은 체제의 등장 이후 경제난의 해결을 위한 대외경제정책으로 경제개발
구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제개발구는 경제특구의 한 종류로 북한에서
말하는 특수경제지대1)에 해당된다. 북한의 경제특구를 활용한 대외경제정책은 김정일
시대부터 이어진 정책이다. 당시 북한은 1991년 2월 북한 최초의 경제특구로 라선
지역을 선정하고, 20여년의 시간 동안 다수지역에서 경제특구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였으나 정치적 상황에 따른 대외고립 및 경제특구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실질
적인 성과는 미비하였다. 한편, 북한은 1998년 사회주의 헌법의 개정을 통해 대외
무역의 주체를 확대하고 특수경제지대에서의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법적근거를 마련
하였다.2) 2000년대 초반 남북관계를 활용한 금강산관광지구 및 개성공업지구에서는
비교적 다른 경제특구에 비해 소정에 성과도 있었으나 이마저도 남북관계에 따른
경제특구의 운영에서 부침이 발생하였다. 결국 개성공업지구는 올해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도발문제로 전면 중단된 상황이다. 김정일 체제의 말기라 할 수 있는 2010년에
다시 한 번 경제특구정책의 일환으로 중국과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위화도
경제지대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고, 2011년에 ‘조중라선
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경제지대 공동개발 총계획요강’을 작성하여, 북중접견지역을
활용한 경제특구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하였다.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상태가
악화된 상황에서도 직접 중국을 수차례 방문한 점을 통해 북한이 인식하고 있는 해당
정책의 중요성을 엿볼 수가 있었다. 이러한 김정일 시대에 경제특구를 통해 외자유치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북한의 경제난을 해결하고자 하는 대외경제정책은 김정일의 사망
이후 김정은 체제에서도 이어져 경제개발구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개발구 추진 개요를 간략히 살펴보면, 2013년 3월 당 전원회의에서 병진노선의
세부사업으로 원산지구･칠보산지구를 비롯한 다수의 관광지구를 개발하고 각 도의 실정에
1) 북한에서 말하는 특수경제지대란 국가가 특별히 정한 법규에 따라 경제활동에 대하여 특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경제지대를 말한다.
2) 사회주의 헌법(제37조)
국가는 우리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 합영과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 가지 기업창설운영을 장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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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경제개발구 발전을 추진키로 보고한 데 이어 2013년 5월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경제개발구법의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후 특수경제지대를 지원하는
국가경제개발위원회와 민간단체인 조선경제개발협회의 설치가 발표(2013. 10. 16)
되고 신의주 특수경제지대(중앙급)와 13개의 경제개발구(지방급)를 전면적으로 발표
(2013. 11.21) 된 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되어, 최근 2015년 10월 함경북도 경원군
일부지역을 경원경제개발구로 지정에 이르기까지 현재까지 20여개의 경제개발구가
지정되어 개발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의 적극적인 경제개발구 정책 추진과
함께 유관 기구의 편제 변화3)와 더불어 지속적인 경제개발구법제의 정비 또한 추진
하였다. 특히 2013년 경제개발구법제의 기본법인 경제개발구법 제정 이후 하위 규정의
마련으로 경제개발구에 특별히 적용되는 법률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개발구 정책과 제도적 뒷받침인 경제개발구법제에 분석은 김정은 정권의
대외경제정책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라 하겠다. 본 글에서는 경제개발구 하위 규정의
분석을 통해 김정은 집권 이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경제개발구 정책의 법제 인프라를
분석한다. 우선 경제개발구 정책의 추진 배경과 법제정의 의미를 살펴본다. 이후
북한법체계와 경제개발구법체계의 분석을 통해 북한이 마련하고 있는 경제개발구법제의
일반적인 내용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경제개발구의 창설 및 관리･운영과 밀접한
‘창설규정’, ‘관리기관운영규정’, ‘개발규정’을 연구 범위로 집중하여, 해당 규정의 주요
내용과 평가를 살펴본다. 특히, 경제개발구 관련 기관의 권한과 의무 등을 상호 분석
하여, 북한 당국이 추진하고자 하는 경제개발구 정책에서 기관 간의 관계를 살펴본다.
이는 경제개발구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가 및 기업들의 투자 환경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에 해당 사안의 검토는 중요하다. 또한 경제개발구 하위 규정의 비교 분석을 위해
북한 경제특구법제 중 비교적 완성도가 높게 평가되는 라선경제무역지대법제의
하위규정과 비교하여 그 특징을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결론에서 경제개발구 성공적
운영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과제를 제언한다.

3) 북한은 경제개발구의 추진에 따라 단시간 안에 기구 편제에서의 변화도 추진하였다. 2014년 6월 무역성에
합영투자위원회, 국가경제개발위원회를 통합하고 무역성을 대외경제성으로 하여, 외국 자본의 유치와
대외경제협력을 총괄하는 통합 조직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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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북한 경제개발구 정책과 법체계
1. 북한의 경제개발구 정책
(1) 북한의 경제개발구 정책의 추진
북한은 김정일의 건강악화로 인해 2009년 초 김정은을 후계자로 내정하고, 다음
해인 2010년 9월 제3차 당대표자회를 통해 김정은이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 이후
2011년 12월 김정일의 사망 이후 김정은으로의 급박한 권략세습 과정을 거치게 되었
는데, 이러한 권력세습의 시간적 제한은 김일성에서 김정일로의 권력세습과 비교하였을
때 짧은 시간 안에 진행된 특징이 있다. 당시,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외국에서는
북한의 이러한 권력이양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많았다. 권력을 승계 받은 김정은
체제에서는 당장 정권의 이양에 따른 정치적인 혼란을 줄이고 체제를 공고히 할 과제가
있었으며, 김정일 정권으로부터 지속된 경제난을 극복해야 된다는 과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김정은 체제 초반 경제난을 해소하기 위한 경제정책은 비교적 기존과는 다른 변화의
모습이 일부 나타나기도 하였다. 특히 2012년 ‘6･28 새로운 경제관리방법’을 통해
김정일 시대의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보다 확대하여 농업 및 공업부문에서 생산
주체의 자율성과 인센티브의 확대를 공식적으로 보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김정은 정권의
내부적인 경제조치들은 새로운 정권에서의 경제조치였으며, 일부 제한된 시장경제적
요소를 경제체제에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내부적 경제조치만으로는 북한의 경제난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북한의 경제체제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이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말하는
‘계획경제’란 유일적인 국가계획에 따라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사회주의
경제이며, 노동계급에 의한 정권수립과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의 확립을
전제조건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4) 이러한 설명과 달리 북한의 경제는 1980년대

4) 『경제사전 1』, 사회과학출판사, 1985, 324-3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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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으로 시작된 사회주의권 경제체제의 위기가 지금
까지 이어지고 있다. 북한을 비롯한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은 경제 인프라의 미비와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인해 비효율적인 생산과 소비가 발생하며, 경쟁을 기반으로 한
시장의 부재로 인하여 노동시장이 경직되고 임금과 이윤의 성과적 요소의 결여 및 자체적
자원에 대한 낭비와 비효율적 운영에 따른 한계가 있다.5) 이러한 총체적인 경제체제의
한계는 결국 외부에서 자본을 가지고 오는 방법 외에는 해결책이 없는 경제상황으로
몰리게 되었고, 이러한 배경 안에서 김정일 시대부터 경제특구 정책을 비롯한 각종
대외경제정책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이전 정권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김정은 정권에서의
경제정책은 내부개혁조치에서 그치지 않고 외국투자가와 자본가를 대상으로 한 대외
경제정책으로 이어진다. 결국 김정은 정권에서의 선택은 김정일 시대부터 이어진 경제
특구를 활용한 외국자본의 유치로 귀결되며, 이러한 경제정책이 북한의 경제개발구
정책인 것이다.

(2) 경제개발구법 제정의 의미
김정은 정권은 지난 정권부터 이어진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한 개선책으로 경제개발구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를 위한 입법으로 2013년 5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
위원회 정령으로 경제개발구법을 채택하였다. 김정은은 일련의 정치적 조치를 통해 체제
공고화를 이룬 후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한 경제개선책으로 경제특구 정책인 경제개발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북한의 경제특구정책과 경제개발구 정책에 차이점은 현재
북한의 경제상황을 고려한 경제특구의 규모 및 불특정 장소의 선정이라는 차이를 통해
알 수 있다.
우선 규모적인 측면에서 기존 경제특구 정책과 달리 비교적 소규모로 구성된 다수의
지역단위 경제개발구의 건설을 목표로 공개하였으며, 그 내용 또한 지역의 특색에
따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있다.6) 이러한 내용은 경제개발구법에도 반영되어 제2조

5) 장명봉, 박정원, 『북한의 대외경제개방과 관련법제 정비동향』, 한국경제연구원, 2001, 24면.
6) 북한 원전 또한 경제개발구 규모에 대하여 “현재 우리나라 각 도들에 내오는 경제개발구의 면적은 상대적으로
작다. 경제개발구의 개발면적이 크지 않기때문에 이 지대에 대한 외국투자의 부담도 크지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리일철, “우리나라 각 도 경제개발구에 대한 외국투자의 중요특징”, 『김일성종합대학학보(철학･경제학)』(제61권
제1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15, 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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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발구의 정의와 류형) 제2항을 통해 경제개발구의 유형을 공업개발구, 농업개발구,
관광개발구, 수출가공구, 첨단기술개발구 같은 경제 및 과학기술분야의 개발구들이
속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경제개발구 정책이 처음 구체적으로 알려진 계기인
2013년 10월 중국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세미나 자료로 준비한 ‘개발구 투자 제안서’7)를
살펴보면 경제개발구의 규모를 과거 경제특구들에 비해 비교적 소규모 단위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장소에 대한 요소에서의 차이는 기존 북한의 경제특구의 경우 특정 지역이 미리 선정
되어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었다면, 경제개발구는 특정 지역을 미리 정하지
않고 북한 전역에 경제개발구를 창설 및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경제
개발구법에도 반영되어 제3조(관리소속에 따르는 경제개발구의 구분) 제1항을 통해
경제개발구를 관리소속에 따라 지방급경제개발구와 중앙급경제개발구로 구분하여 관리
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제개발구법 제2장(경제개발구의 창설) 및 창설규정을 통해 경제
개발구의 창설에 관한 제도적 마련을 하고 있다.
결국, 북한은 경제개발구 정책을 위한 기초적인 제도의 마련으로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하고 있으며, 개발구 정책 추진을 통한 경제 회생 목표를 실천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개발구 정책은 기존 경제특구정책의 연장선에 있으며, 지방 정부의
참여를 통한 지방급 경제개발구의 창설의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북한의 균형적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8)

7) 2013년 10월 국내 언론사인 「동아일보」는 외교소식통을 통해 북한의 ‘개발구 투자 제안서’를 입수했다고 보도하였다.
이 제안서는 북한이 2013년 10월 중순 중국 베이징에서 열 예정이던 ‘동북아 경제성장 세미나’의 발표자료로
준비한 것으로 막판에 세미나는 무산돼 열리지 못했다. 투자 제안서에 따르면 북한은 남포시 와우도에 수출가공구.
함경남도 북청과 함경북도 어랑에 농업개발구. 황해북도 신평과 함경북도 온성섬에 관광개발구를 신설키로 하는
등 경제와 관광, 농업, 수출가공 등 분야별로 세분된 개발구를 선정했다. 각 개발구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외자유치
규모는 최소 7000만 달러에서 최대 2억4000만 달러 규모이다. 외자유치는 북한 기업과 외국 투자자 간
합영개발기업을 설립하거나 외국인 투자자가 단독개발기업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이 제안서는
설명했다. 계약 기간은 기존의 다른 경제특구들과 마찬가지로 50년으로 설정됐다. “北, 14개 개발구 만들어…
16억달러 외자유치 추진”, 「동아일보」, 2013.10.28.
8) 안석호, “북한의 경제개발구법 연구”,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28-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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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 경제개발구의 법체계
(1) 북한법의 체계
경제개발구법의 하위규정을 분석하기 위해 우선 북한법 체계의 일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에도 여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법의 형식과 체계는 성문법의
형태로 구성된다. 북한의 최고 규범이라 할 수 있는 헌법을 정점으로 부문법, 규정이
있으며, 국제법으로 조약이 있다.
북한법 체계의 내용은 북한 헌법에서 나타난 북한의 주요기관의 임무와 권한에서
입법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9) 2012년 북한 헌법 상 최고인민회의는 헌법의
수정보충(제91조 제1호), 부문법의 제정 또는 수정, 보충(제91조 제2호),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중요부문법의 승인(제91조 제3호),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폐기의 결정(제91조 제17호) 등의 권한이 있다.
최고인민회의의 휴회 중인 기간 동안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 제기된 새로운 부문법안과 규정안, 현행부문법과 규정의 수정,
보충안을 심의채택하며 채택 실시하는 중요부문법을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제116조 제2호),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
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하고(제116조 제6호),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제116조 14호) 등의 권한이 있다. 2012년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각의 임무와 권한은 헌법과 부문법에 기초하여 국가관리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제125조 제2호), 다른 나라와 조약 체결(제125조
제11호) 등이 있다. 국방위원회의 권한과 관련해서는 2012년 헌법 제3절 국방위원회를
통해 명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우며(제109조 제3호), 조선민주

9) 북한법의 체계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유욱, “북한의 법체계와 북한법 이해방법 : 북한 헌법상의 법령･정령･결정
등 입법형식을 중심으로”, 『통일과 법률』 (제6호), 법무부 통일법무과, 2011; 박정원, “북한의 입법이론과 체계
분석”, 『법학논총』 (제26권 제2호),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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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
기관의 결정, 지시의 폐지할 수 있으며(제109조 제4호), 국방위원회는 결정, 지시를
낸다고 명시하고 있다(제110조).
김정일의 사망(2011년 12월 17일) 이후 북한 헌법은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
부터 권력을 승계 받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권력 체계에 맞는 헌법이 요구
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2009년 헌법을 2012년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 회의를
통해 개정하였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2009년 헌법 제6장 제2절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변경되었으나, 그 세부 내용의 변화는 없었다. 2012년 헌법의 제6장 제2절에서 규정
하고 있는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임무와 권한에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페기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제103조
제4호).
한편, 북한은 2016년 5월 6일부터 9일까지 김정은 체제에서의 제7차 당대회를 개최
하고, 같은 달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를 통해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
하였다. 최근 북한의 개정 헌법의 주된 내용은 기존 김정일 시대부터 이어진 국방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무위원회’를 새 국가기관으로 신설하였으며, 이에 따라 김정은이 국무
위원장에 추대되어 국무위원회와 국무위원장의 권한과 역할에 관한 내용이다.10) 북한
법체계와 관련된 내용을 한정지어 살펴보면, 기존 2012년 헌법에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명칭만 변경되었을 뿐, 제103조 제4호에서 명시
하고 있는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페기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내용은
동일한 것을 알 수 있다.

(2) 경제개발구법의 체계
북한은 경제개발구에 대한 법체계를 경제개발구법을 기본법으로 하여 그 밑에 시행
규정 및 세칙 등의 하위규정을 통해 개별 사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규정하도록 마련
하고 있다. 이는 경제개발구법 제9조(적용법규)에서 경제개발구의 개발과 관리, 기업
10) 최근 북한 사회주의헌법 개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민주조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수정보충함에 대한 보고”, 4면, 2016.6.3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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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같은 경제활동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르는 시행규정, 세칙을 적용한다고 명시
한다.
경제개발구법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채택되었으며, 앞서 살펴 본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의 형식으로 볼 때 북한법 체계에서 ‘부문법’에 해당된다.
다만, 북한 헌법에서 ‘부문법’과 ‘중요부문법’을 명시하고 있으나, 경제개발구법이 ‘중요
부문법’이 되는 조건은 북한 헌법에서 규정한대로 최고인민회의가 휴회중에 최고인민
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경제개발구법을 승인하거나(제91조 제3호),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제기된 새로운 경제개발구법안을 채택실시하고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제116조 제2호) 절차가 필요한데 이러한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기에
‘부문법’과 ‘중요부문법’의 구분을 할 수는 없다.
북한은 김정은의 집권 이후 김정은식 경제정책으로 경제개발구를 활용한 대외경제
개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공표하고 이에 따른 경제개발구 건설 계획을 추진
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개발구법은 이른바 특수경제지대법제, 즉 경제특구법제로서
기존의 경제특구정책과 가장 큰 차이점은 중앙과 지방을 모두 아우르는 경제정책을
법제에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그 내용 또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특구
법제와 함께 지방정부 주도로 추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개발구법 하위
규정은 경제개발구법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내용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며 경제
개발구법을 보충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에서 인식하고 있는 경제개발구법과 그 하위규정의 분류를 살펴보기 위해서
북한의 법전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북한의 일반 법전이라 할 수 있는 대중용 법전은
2004년부터 발간되었으며 2012년 발간 이후는 발간 사실이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북한은 법률출판사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규집(대외경제부문)’을 2012
년에 이어 최근 2014년에도 발간하였다. 그 내용은 해당 법전의 일러두기에 의하면
“외국투자법률제도를 소개할 목적으로 2006년 3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규집
(외국투자부문)’을 출판 이후 최근 발간판인 2014년 7월까지 새로 채택, 수정보충된
법규들을 포함한 법과 규정이 64건을 수록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해당 법규집의 특징은
대외경제부문의 내용만 담고 있으며, 외국투자가라는 그 대상의 특징은 고려하여,
‘조선어원문’과 ‘외국어문’으로 구분되어 번역 및 편집되어 있다는 점이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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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발구법의 경우 2012년 출판된 법규집과 2014년 법규집 기간 사이인 2013년에
출판되었다. 따라서 양 법규집의 분류편제를 통해 경제개발구법의 북한에서 경제
개발구법제를 어떻게 분류하는지 엿볼 수가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규집
(대외경제부문)」의 2012년판과 2014년판 모두 총 3편으로 분류를 하고 있으며, 그
분류의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1> 북한의 2012년 및 2014년 대외경제부문 법규집 편제 비교
구분

2012년 법규집(총 54개)

2014년 법규집 (총 61개)

제1편

“외국투자부분에 직접 적용되는 법규”

“외국투자부분에 직접 적용되는 법규들”

제2편

“대외경제사업과 련관되여 있는 법”

“대외경제사업과 련관되어 있는 법들”

제3편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 적용하는 법”

“라선경제무역지대, 금강산국제관광특구를
비롯한 특수경제지대들에 적용하는 법규들”

편

위에서 살펴보듯이 양 법규집 사이에 편제상 제1편과 제2편은 내용상 차이가 없으나
제3편의 경우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각 편에서 담고 있는 법규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도 제1편과 제2편의 변화는 미미하다. 다만 제3편의 경우 2012년
법규집에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과 해당 하위규정만 담고 있던 것이 2014년 법규집에서
경제개발구법, 라선경제무역지대법,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과 해당 하위규정 등을 수록
하고 있으며,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의 경우 하위규정 없이 해당 부문법을 담고
있는 차이가 있다. 제3편의 편제 순서는 ‘경제개발구법제’, ‘라선경제무역지대법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제’,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의 순으로 되어 있어 경제개발구
법제가 특수경제지대법제 중 최우선으로 편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편제 순서를
살펴보면 제정한 시기를 기준으로 하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북한에서
경제개발구정책과 관련 법제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11) 다만 2012년 법규집은 외국어문이 ‘영어’이나 2014년 법규집은 ‘중어’로 되어 있고, 일러두기를 통해
‘조선어원문’과 ‘영/중번역문’ 사이에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 ‘조선어원문’의 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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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4년 법규집에 수록된 경제개발구법 하위규정은 2013년 혹은 2014년에
제정된 ‘창설규정’, ‘관리기관운영규정’, ‘기업창설운영규정’, ‘개발규정’, ‘로동규정’,
‘환경보호규정’ 등으로 총 6개가 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이후 추가적으로 마련된
하위규정으로 ‘부동산규정’과 ‘보험규정’12), ‘세금규정’13), ‘검역 규정’14), ‘외화관리
규정’15) 등이 있으나 그 구체적인 조문의 전체 내용은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비교적 최신 북한 문헌에서 경제개발구 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 법률
적 환경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10여개의 규정들을 채택하였다는
내용이 언급되어16) 있는 만큼 경제개발구의 법제정비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Ⅲ. 경제개발구법 하위규정의 주요 내용
지금까지 전문이 입수된 경제개발구의 하위규정은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창설
규정’, ‘관리기관운영규정’, ‘기업창설운영규정’, ‘개발규정’, ‘로동규정’, ‘환경보호규정’
등이다. 본 글에서는 경제개발구의 창설 및 개발･운영과 관련된 ‘창설규정’, ‘관리
기관운영규정’, ‘개발규정’ 등의 시행 규정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특징을
살펴본다.

12) 연합뉴스, “북한, 경제개발구 외자 유치 총력…부동산･보험 규정 마련”, 2015.7.22.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7/22/0200000000AKR20150722162000014.HTML)
13) 연합뉴스, “북한, 경제개발구 세금규정 마련…외화 확보 노력”, 2015.9.15.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9/15/0200000000AKR20150915186200014.HTML)
14) 연합뉴스, “北 매체 경제개발구 검역 규정 마련”, 2016.4.2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4/21/0200000000AKR20160421188500014.HTML)
15) VOA, “북한 매체 ‘경제개발구 외화관리 규정 마련’”, 2016.6.18.
(http://www.voakorea.com/a/3381040.html)
16) 김명국, “현시기 경제개발구를 개발하고 관리운영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경제연구』(2016-제1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6, 43-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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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설규정
북한의 경제개발구 창설규정은 2013년 11월 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146호로 채택되었다. 창설규정의 체계는 별도의 장으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으며,
총 2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규정은 경제개발구법 제2장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제개발구의 창설에 대한 내용을 비교적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경제개발구법 하위
규정 중 ‘창설규정’은 북한의 여러 특수경제지대법제의 하위규정 중 유일하게 특수
경제지대 자체의 창설을 목적으로 제정된 하위규정이다. 그 이유는 다른 특수경제
지대법제와 달리 경제개발구법제만이 특정한 지역을 미리 선정하여 갖추어진 법제도가
아니라 북한 지역 전역에 자유롭게 설치될 수 있는 경제개발구의 창설을 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제1조를 통해 경제개발구 창설규정의 목적에 대해 경제
개발구법에 따라 경제개발구의 창설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우기 위하여 제정
되었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제개발구의 창설근거에 대해 제2조를 통해 “경제개발구의
창설은 국가의 경제발전전략에 따라 한다. 경제개발구의 창설안은 중앙특수경제지대
지도기관이 세운다고.”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개발구 창설안의 주체를 중앙
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이라 명시하고 있는 것은 경제개발구법에서는 명시되지 않고 있는
내용이다. 경제개발구의 창설지역선정원칙은 제3조를 통해 경제개발구는 대외경제협력
과 교류에 유리하고 경제 및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으며 주민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과 일정하게 떨어진 지역에 창설하며, 국가가 정한 보호구역을 침해하거나
개발을 금지시킨 지역에는 경제개발구를 창설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경제개발구법 제11조(경제개발구의 지역선정원칙) 제1항 제1-4호의 내용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경제개발구법과 달리 창설규정 제2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경제개발구
창설금지구역에 대한 내용 중 “국가가 개발을 금지시킨 지역”이라는 내용이 추가된
점이 차이가 있다.
해당 규정의 제4조(비상설국가심의위원회와 그 사업보장기관)와 5조(경제개발구의
창설사업주관기관)를 통해 경제개발구의 창설의 주요 국가기관을 파악할 수 있다.
창설규정 제5조에서는 경제개발구의 창설과 관련한 실무적인 사업은 중앙특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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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지도기관이 통일적으로 하며, 경제개발구의 창설사업을 해당 기관들과의 긴밀한
연계 하에 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또한 제4조에서는 경제개발구의 창설신청문건의 심의
및 승인은 비상설국가심의위원회가 하며, 비상설국가심의위원회의 회의보장사업은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이 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제개발구의 창설관련 기관
운영체계는 중앙특수경제지대기관이 창설관련 기관들과의 연계를 통해 종합적으로
운영되며, 실질적인 창설신청문건의 심의 및 승인은 중앙특수경제지대기관에 의해 보장된
비상설국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운영됨을 알 수 있다.
창설 규정에서는 경제개발구 창설과 관련하여 비상설국가심의위원회의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창설규정 제16조(경제개발구의 창설심의기준)는 비상설국가심의위원
회는 경제개발구의 창설심의기준을 정하며, 해당 심의기준을 바탕으로 창설신청문건을
심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규정한다. 제17조(비상설국가심의위원회의 운영)를
통해 해당 위원회의 운영 방식은 회의의 방법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 위원들에게 해당
심의문건을 회람시키는 방법을 채택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18조(비상설
국가심의위원회의 결정채택방법)에서 경제개발구창설의 승인 또는 부결결정은 회의에
참가한 위원들의 다수가결의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제6조에서는 다른 나라 투자가가 제기한 문제의 처리에 관하여 중앙특수경제지대
지도기관을 통하지 않고 제기한 문제를 처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는바,
해당 내용 중 외국투자가의 문제 제기 처리기관을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경제개발구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다.17)
경제개발구의 창설신청 기관과 관련하여 제7조에서는 지방급경제개발구신청은 해당
도(직할시)인민위원회가 하며, 중앙급경제개발구의 창설신청은 국가로부터 창설권한을
특별히 받은 중앙기관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의 내용은 경제
개발구법에서 불분명하게 명시되었던 중앙급경제개발구의 창설 주체에 대해 명시되고
있다. 경제개발구 정책의 가장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중앙급경제개발구와 지방급경제
개발구의 분류를 창설 단계에서부터 분류하며, 창설신청의 주체를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17) 경제개발구법 제12조(경제개발구와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의 처리)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다른 나라 투자가로부터 경제개발구의 창설, 개발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받았을 경우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에 제기된 내용을 문건으로 넘겨주어야 한다.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은 제기받은 문건을 구체적으로 검토, 확인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253

2016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창설신청문건의 제출 주체에 대해 경제개발구법에서는 지방급경제개발구의 경우 창설
규정과 같이 해당 도(직할시)인민위원회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으나18), 중앙급경제개발
구의 경우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던 내용19)이 창설규정에서는 “국가로부터 창설
권한을 특별히 받은 중앙기관”이라 명시되었다. 다만, 구체적으로 “국가로부터 창설
권한을 특별히 받은 중앙기관”이 어떠한 기관을 지칭하는지 알 수가 없으며, 중앙기관이
창설권한을 받는 절차나 요건 등 관련 내용도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규정 제8조를 통해 경제개발구의 창설신청과 관련한 문의와 관련하여 창설을 원하는
기관은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에 창설 전 경제개발구의 창설지역, 창설목적, 류형,
관리소속 내용을 문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의
답변 의무도 명시하고 있다. 제9조를 통해 경제개발구의 창설에서 금지된 행위에 대해
동조 제1호에서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을 통하지 않고 경제개발구의 창설문제를
제기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경제개발구창설규정에서 중앙특수경제
지대지도기관의 역할과 권한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제11조에서 중앙급 경제개발구의 창설신청문건의 작성 및 제출에 대해 중앙급
경제개발구의 창설신청문건은 창설권한을 받은 중앙기관이 작성하여 중앙특수경제
지대지도기관에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앞서 제7조(경제개발구의 창설신청을 할
수 있는 기관)의 내용과 같이 중앙급경제개발구의 창설 주체로서 경제개발구법에서는
명시되지 않았던 중앙기관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중앙기관의 선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신청문건의 양식과 검토 및 현지조사 등과 관련해서는 제12조(신청문건의 양식)와
제13조(신청문건의 검토와 현지료해)를 통해 명시하고 있다. 신청문건의 양식은 중앙특수
경제지대지도기관이 표준양식을 정하고 신청기관들이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 다만, 북한법의 체계상 이러한 내용은 시행세칙을
통해 구체적인 양식 등을 공개하고 있는바, 아직 공개 혹은 제정되지 않은 경제개발구
18) 경제개발구법 제14조(지방급경제개발구의 창설신청문건제출)
지방급경제개발구의 창설신청문건은 해당 도(직할시)인민위원회가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에 낸다.
이 경우 도(직할시)안의 해당 기관들과 합의한 문건을 함께 낸다.
19) 제15조(중앙급경제개발구의 창설신청문건제출)
중앙급경제개발구의 창설신청문건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당 기관이 작성하여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에
낸다. 이 경우 해당 기관들과 합의한 문건을 함께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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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설세칙을 통해 명시되어야 할 부분으로 평가된다.20) 신청문건의 검토 현지조사와
관련해서는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이 담당하며, 현지조사의 대상에 대해 경제개발구
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던 내용을 “경제개발구를 창설할 지역의 행정
구역명칭, 면적, 개발 및 관리운영조건, 해당 지역의 경제발전상황 같은 것”이라 명시하고
있다.
창설규정에서는 경제개발구법에서 비교적 간략히 명시되었던 비상설국가심의위원
회의 경제개발구 창설과 관련한 역할 및 권한에 대해 상세히 명시하고 있다. 경제개발구법
제16조는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이 경제개발구의 창설승인 문건을 비상설국가심의
위원회에 제기 전 연관중앙기관들과 합의를 하여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규정에서는
이에 대해 더욱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바 그 내용은 제14조(신청문건에 대한 해당
기관들과의 합의)를 통해 신청문건에 대한 해당 기관들의 합의에 대하여 “중앙특수
경제지대지도기관은 해당 경제개발구의 창설신청문건을 검토하고 현지료해 한데
기초하여 외무성과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 중앙출입국사업기관을 비롯한 해당
중앙기관들과 합의한 다음 비상설국가심의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한다. 합의하지 않은
신청문건을 비상설국가심의위원회에 제기할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문을
통해 경제개발구법과 창설규정에서 언급하고 있는 경제개발구 창설과 관련된 기관들을
엿볼 수 있는데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 외무성,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 중앙
출입국사업기관을 비롯한 해당 중앙기관 등이다.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의 경우
경제개발구의 창설과 관련된 환경문제에 대한 사안을 담당하기 위한 연관기관이라
파악되며, 외무성 및 중앙출입국사업기관 등의 기관의 경우 경제개발구의 외국투자가
및 외국투자기업과 관련된 사안을 검토하기 위해 연관기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20) 예를 들어 2014년 12월 29일 라선시인민위원회 결정 제166호로 채택된 라선경제무역지대 세금규정시행세칙의
경우 총 11장 71개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록을 통해 “로동보수소득에 대한 세률표”, “증여소득에 대한
세률표”, “재산세의 세률표”, “상속세의 세률표”, “거래세의 세률표”, “영업세의 세률표”, “자동차리용 세액표”,
“수수료표” 등 8개의 부록과 “세무등록신청서(기업)”, “세무등록변경(등록취소)신청서(기업)”, “세무등록신청서
(개인)”, “세무등록변경(등록취소)신청서(개인)”, “세금납부서･세금납부통지서･세금납부령수증”, “세금납부연기
신청서”, “기업소득세면제(감면)신청서”, “기업소득세반환(공제)신청서”, “개인소득세공제신청서”, “개인소득세
면제신청서”, “재산등록신청서”, “재산등록변경(취소)신청서”, “재산면제신청서”, “상속세현물납부신청서”,
“상속세분할납부신청서”, “상속세공제신청서”, “거래세(영업세)계산서”, “거래세(영업세)면제(감면)계산서”,
“자동차세무등록신청서”, “자동차리용세면제신청서”, “자동차세무등록변경(취소)신청서” 등 21개의 붙임표양식
등을 통해 라선경제무역지대법 및 라선경제무역지대 세금규정 등에서 명시되어 있는 각종 양식 등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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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설국가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해 제15조(비상설국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할 사항) 제1항 각호에서 구체적으로 경제개발구의 명칭, 관리소속, 면적, 경제적 실리
타산안, 경제개발구창설이 사회경제발전에 주는 영향관계, 이밖에 필요한 사항 등으로
상세히 명시하고 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경제개발구법에서는 구체적인 심의 사항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창설규정을 통해 명시하고 있다.
제19조(경제개발구창설승인문건의 처리)를 통해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은 비상설
국가심의위원회에서 경제개발구의 창설신청을 승인하였을 경우 승인문건을 최고인민
회의 상임위원회에 보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제20조(경제개발구의 창설공포)에서
창설공포의 방식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정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제개발구
창설과 관련하여 신소규정을 규정을 두고 있는바, 신소 대상 기관은 중앙특수경제
지대지도기관 또는 해당 기관이며, 신소를 받은 기관은 30일안에 처리토록 기한한정을
두고 있다.

2. 관리기관운영규정
북한의 경제개발구 관리기관운영규정은 2013년 11월 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147호로 채택되었다. 관리기관운영규정의 체계는 총 4장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조문의 수는 26개로 구성되어 있다. 장의 구성은 제1장 일반규정, 제2장 관리기관의
기구, 제3장 관리기관의 사업내용, 제4장 신소 및 분쟁해결 등이다. 본 규정에서는
경제개발구법 제4장에서 다루고 있는 경제개발구의 관리에서 관리기관의 운영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경제개발구 관리기관운영규정은 경제개발구법 제4장
경제개발구의 관리 부분에 해당 하는 내용을 시행규정의 형식으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경제개발구법을 분석하면 경제개발구의 관리 체계는 ‘지도기관-도
(직할시)인민위원회－관리기관－개발기업’으로 구성되나, 경제개발구법 제34조(도
(직할시)인민위원회의 사업내용)의 제1항 제1호에서 도(직할시)인민위원회의 사업
내용과 관련하여 “관리기관의 조직”을 명시하고 있는바 실질적인 관리체계는 ‘지도

256

   북한의 경제개발구법 하위규정에 관한 연구

기관－도(직할시)인민위원회(관리기관 포함)－개발기업’의 3단계로 분석된다.21) 따라서
해당규정은 경제개발구의 관리체계 중 지도기관과 개발기업 중간에 위치한 관리기관의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관리기관운영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제1장 일반규정의 제1조에서
경제개발구법에 따라 경제개발구관리기관의 역할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이 해당 규정의
목적임을 명시한다. 제2조에서 경제개발구의 관리운영은 관리위원회 또는 관리사무소
(이하 관리기관)가 하며, 관리기관의 지위는 경제개발구의 관리운영을 맡아 하는 현지
집행기관이라 하고 있으며, 제4조를 통해 이러한 관리기관을 지도와 방조하는 기관은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과 도(직할시)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이 함을 규정한다.
제3조(관리기관의 관할지역)에서 관할지역을 경제개발구개발총계획에 따라 도(직할시)
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관리권한을 넘겨받은 구역으로 정의한다. 제5조를
통해 관리기관의 중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독자성 보장과 관련하여 관리기관은
관할지역의 관리에서 독자성을 가지며, 해당 법규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기관은
관리기관의 사업에 관여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경제특구의 정책에 있어 관리기관의
독자성 보장은 경제특구에서 활동하는 외국투자가와 투자기업들의 경제활동에 있어
밀접한 내용으로 북한 경제개발구의 개발 및 운영에서도 중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경제개발구법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은22) 관리기관의 독자성을 해당 규정을 통해 명시
하고 있는 점은 경제개발구법제도에 있어 긍정적인 면으로 평가된다.
해당 규정은 관리기관의 구성에 있어 경제개발구법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제6조를 통해 관리기관의 구성과 성원의 자격에 대해 “관리기관은 위원장(소장),
부위원장(부소장), 서기장과 그밖의 필요한 성원으로 구성한다. 관리기관의 성원으로는
해당 부문의 풍부한 사업경험과 전문지식을 소유한 우리나라 또는 다른 나라 사람이
될 수 있다. 경제개발구안의 기업이나 기타 경제조직에 종사하는자는 관리기관 성원
으로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성원의 자격에서 풍부한 사업경험과 전문지식을
소유하여야 하는 조건을 규정하고 이와 함께 ‘외국인’이 성원이 될 수 있는 점은 관리
기관 구성원의 다양성을 보장한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21) 안석호, 앞의 논문, 45-46면.
22) 경제개발구법의 경우 제32조(경제개발구의 관리원칙) 제1항 제2호를 통해 “기업의 독자성보장”만을 명시하고
있으며, 관리기관의 독자성에 대한 내용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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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7조(관리기관의 상무회의)에서 관리기관 하에 상무회의를 조직하여 관리
기관의 의사결정을 담당토록 하고 있다. 상무회의의 경우 경제개발구법에서는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다. 제8조(관리기관 성원의 임명 및 해임)에서 상무회의는 위원장(소장),
부위원장(부소장), 서기장과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되며, 관리기관에서 중요한 문제를
토의결정하고 최종결정권은 위원장(소장)이 가지며 위원장(소장)의 이름으로 공포됨을
명시하고 있다. 제8조(관리기관 성원의 임명 및 해임)에서 관리기관의 성원은 해당
도(직할시)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이 임명 또는 해임하며,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
기관과의 합의를 받고, 그 밖의 성원들은 관리기관의 상무회의에서 자격심의를 통해
위원장의 권한으로 임명 또는 해임한다. 한편, 관리기관의 인적 구성에 있어 제10조
(전문가초빙)를 통해 국내외 전문가를 전임 또는 비전임으로 초빙하여 임명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관리기관의 성원뿐만 아니라 전문가까지 국외전문가를 그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것은 경제개발구 관리기관운영규정에서의 큰 특징이라 평가된다. 또한,
상무회의에서의 최종결정권과 결정 공포를 위원장(소장)의 이름으로 하며, 위원장(소장),
부위원장(부소장), 서기장을 제외한 인원에 있어 임명권과 해임권을 위원장에게 부여
하는 것은 관리기관의 위원장에게 상당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으로 관리기관의
독자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23) 다만, 관리기관 성원의
임명 또는 해임에 있어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의 합의를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어
지도기관이 관리기관의 인적 구성에 영향력이 있음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이 자칫 관리
기관의 독자성 확보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제11조(관리기관의 부서)에서는
행정종합, 계획 및 건설, 투자유치, 노동, 재정 등의 필요한 부서를 두도록 하며, 부서를
새로 만들거나 없앨 때에는 관리기관 상무회의에서 토의한 다음 도(직할시)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경제개발구 관리기관운영규정에서는 제13조(관리기관사업의 기초)에서 관리기관의
사업에 대해 경제개발구의 법과 규정, 세칙, 준칙 같은 법규범이 기초이며, 다른 나라와
맺은 협정, 양해문, 합의서 같은 조약도 관리기관사업의 기초가 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관리기관은 이러한 법규범과 조약의 요구를 철저히 준수하고 집행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제개발구의 법규범으로는 법, 규정, 세칙, 준칙 등이 포함
23) 안석호, 앞의 논문, 58-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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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해당 법규범의 마련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밖에 제14조(관리기관의
규약)에서 관리기관의 규약을 상무회의에서 결정하여 도(직할시)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에 등록하고 규약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5조(준칙작성과 등록)를 통해
관리기관의 권한인 준칙작성에 있어 상무회의를 통해 결정하며 도(직할시)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에 등록하여야 효력을 가진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해당 규정을
통해 관리기관의 규약 작성 및 공개와 준칙의 등록을 효력 발생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 경제개발구의 관리기관 운영에 있어 법규범을 통한 절차마련으로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평가된다.
관리기관은 제16조(개발계획의 실행과 조건보장)를 통해 경제개발구개발총계획과
세부계획의 해당 사항을 책임적으로 실행하고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 도(직할시)
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은 관리기관이 개발총계획과 세부계획의 해당 사항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보장토록 하고 있다. 또한 관리기관은 제20조(독자적인
재정관리체계의 수립)를 통해 재정관리의 책임의무가 있으며, 제22조(환경보호와
소방대책)에서는 관할지역의 환경보호 및 소방대책 마련의 의무 또한 지니고 있다.
제21조(토지리용권, 건물소유권의 등록 및 위임받은 재산의 관리)에서는 관리기관은
관할지역에서 토지이용권과 건물소유권의 등록 및 변경, 삭제등록사업을 하며, 위임에
따라 관할지역안의 국가재산을 관리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제23조(협조 및 봉사)에서는
관리기관은 관할지역에서 기업의 경영활동, 인원과 운수수단의 출입, 물자의 반출입을
협조하며 투자환경조성 및 투자유치, 재정, 회계, 노력채용, 조정 같은 사업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바 관리를 통한 경제개발구의 원활한 운영 전반의 사업을 담당함을 알
수가 있다. 관리기관의 기업과 관련된 주요업무로는 제17조(기업의 창설승인과 등록,
영업허가), 제18조(투자장려 및 제한, 금지목록의 공포), 제19조(건설허가와 설계심의,
준공검사) 등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 관리기관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밖에 관리기관의 독자적인 재정관리체계의 수립에서 설립 초기에 예산이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국내외에서 자금을 대부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제20조 제2항),
이를 통해 경제개발구의 개발에서 초기 자금 미확보의 해결책을 위한 현실적인 부분과
독자적으로 재정을 외부로부터 확보하도록 보장하는 점은 관리기관의 독자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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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24) 북한 또한 이러한 사안을 인식하고 각
도(직할시)인민위원회와 경제개발구관리기관들은 외국의 투자를 받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북한의 기관, 기업소가 개발구에 대담하게 투자하여 많은 수익을
내도록 지원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25)
해당 규정에서는 관리기관의 사업을 대상으로 신소 및 분쟁해결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제25조(신소와 그 처리)에서 관리기관의 사업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과 도(직할시)인민위원회, 관리기관, 해당 기관에 신소할 수
있고, 신소를 받은 기관은 30일 안에 처리토록 제한하고 있다. 제26조(분쟁해결)에서는
협의에 의한 분쟁해결을 우선하고,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정해진
데 따라 조정이나 재판의 방법으로 해결토록 하고 있다.

3. 개발규정
경제개발구 개발규정은 2014년 3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170호로
채택되었다. 체계는 총 6개장 3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의 다루고 있는
내용은 제1장 일반규정, 제2장 개발계획, 제3장 개발기업의 선정, 제4장 건물과 부착
물의 철거, 제5장 개발공사, 제6장 제재 및 분쟁해결 등이다. 해당 규정은 경제개발구법
‘제3장 경제개발구의 개발’에서 다루고 있는 경제개발구의 개발과 관련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해당 규정에서 다루고 있는 경제개발구의 개발과 관련된
기관과 해당 기관의 권한 및 책임 등과 관련된 내용 분석을 통해 경제개발구의 관리
체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가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제1조를 통해 해당 규정의 목적은 경제개발구의 개발에서 제도와
질서를 바로 세워 경제개발구를 법의 요구와 개발총계획에 맞게 개발하는데 이바지
함을 밝히고 있다. 제2조(개발당사자)를 통해 다른 나라의 법인과 개인, 경제조직,
해외동포는 이 규정에 따라 경제개발구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으며, 국가의
승인을 받은 북한의 기관, 기업소도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개발당사자의
24) 안석호, 앞의 논문, 59면.
25) 김명국, 앞의 논문, 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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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를 특정하고 있는 점은 북한의 다른 특수경제지대법제에서는 볼 수 없었던 내용
이며, 특히 북한의 기관, 기업소도 국가의 승인을 받으면 개발당사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점도 특징이다. 제3조(경제개발부의 개발원칙)에서는 개발원칙을 총
7호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① 개발총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개발하는
원칙, ② 투자유치를 다각화하는 원칙, ③ 경제개발구와 그 주변의 자연생태환경을
보호하는 원칙, ④ 토지와 자원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는 원칙, ⑤ 생산과 봉사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원칙, ⑥ 경제활동의 편의와 사회공공의 이익을 다 같이 보장하는
원칙, ⑦ 경제개발구의 지속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보장하는 원칙 등이며, 해당 내용은
경제개발구법 제19조(경제개발구의 개발원칙)의 내용과 같다. 제4조(개발방식)에서는
경제개발구의 개발방식은 해당 경제개발구의 특성에 맞게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과
도(직할시)인민위원회가 합의하여 정하며, 경우에 따라 개발기업과도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앞서 개발당사자와 마찬가지로 개발방식에도 개발기업의 요건과
관련하여 탄력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제5조(조약의 적용)에서는 경제개발구의
개발과 관련하여 북한이 해당 나라와 맺은 협정, 양해문, 합의서 같은 조약의 내용이
해당 규정의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그 조약을 우선 적용함을 명시하고 있다. 경제
개발구법에서는 조약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신변안전의 보장과 관련된 내용만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26)
경제개발구의 개발계획의 구분은 제6조에서 개발총계획, 세부계획, 대상계획으로
구분하고 있다. 각 계획에 관한 내용은 우선 제7조(개발총계획의 작성과 승인)에서
개발총계획은 해당 도(직할시)국토건설총계획에 기초하여 도(직할시)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이 작성하고, 내각이 승인토록 하고 있다. 제8조(세부계획의 작성과 승인)에서
세부계획은 개발총계획에 기초하여 도(직할시)인민위원회 또는 경제개발구 관리기관이
작성하며,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이 승인한다. 제9조(대상계획의 작성과 승인)에서
대상계획은 개발총계획과 세부계획에 기초하여 경제개발구 관리기관 또는 개발기업이
작성하며, 도(직할시)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이 승인함을 명시한다. 해당 규정에서
26) 경제개발구법 제8조(신변안전의 보장)
경제개발구에서 개인의 신변안전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에 따라 보호된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구속, 체포하지 않으며 거주장소를 수색하지 않는다.
신변안전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해당 나라사이에 체결된 조약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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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계획의 상호관계에 대한 내용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해당 조문을 살펴
보면 계획의 작성 혹은 승인하는 기관을 통해 순차적으로 상위계획이 하위계획을 포괄
혹은 지도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북한 또한 경제개발구의 창설과 운영에 있어
경제개발구들이 전국적인 경제발전전략에 복종되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특수경제지대
지도기관의 통일적인 지도하에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27) 한편, 개발계획의
실행과 그 변경승인은 제10조를 통해 도(직할시)인민위원회와 경제개발구관리기관,
개발기업은 개발계획을 정확히 실행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개발계획을 변경하려 할
경우에는 그것을 승인한 기관의 승인을 다시 받도록 한다.
<표 2> 경제개발구 개발규정에서 각 개발계획의 내용
구분

개발총계획

세부계획

대상계획

기초 계획

도(직할시)
국토건설총계획

개발총계획

개발총계획과
세부계획

계획 작성
기관

(직할시)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

도(직할시)인민위원회
또는 경제개발구 관리기관

경제개발구 관리기관
또는 개발기업

계획 승인
기관

내각

중앙특수경제지대
지도기관

도(직할시)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

내용

해당 규정은 제11조(개발기업의 선정)를 통해 경제개발구의 개발을 맡는 개발기업의
선정은 도(직할시)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이 하며, 자체자금으로 개발자금의 일정한
몫을 충당할수 있거나 북한의 은행에 정해진 담보금이 적립되었을 경우에는 북한의
기관, 기업소도 개발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제2조(개발
당사자)에서 국가의 승인을 통해 북한의 기관, 기업소도 개발당사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것과 같다. 개발방안은 도(직할시)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이 개발
기업선정을 위한 개발방안을 작성, 공포하며, 개발총계획에 기초하여 작성하고 개발
대상의 명칭과 개발규모, 개발방식, 개발기간, 총투자액, 개발기업이 갖추어야 할 조건
같은 것을 공개토록 하고 있다(제12조). 제13조(개발계약의 체결)에서 개발계약은 도
(직할시)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은 개발희망자와 협상을 실행한 다음 개발계약을
27) 로명성, “각 도들의 실정에 맞게 경제개발구들을 창설운영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경제연구』(2015-제2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5, 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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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어야 하며, 개발희망자가 둘이상인 경우에는 협상, 입찰 또는 기타 다른 방식으로
개발기업을 선정한 다음 개발계약을 맺는다. 제14조(개발사업권의 신청)는 개발계약을
맺은 개발희망자는 도(직할시)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을 통하여 중앙특수경제지대
지도기관에 개발사업권신청서를 제출하며, 그 내용은 투자 및 개발규모, 개발대상과
관련한 토지리용계획, 하부구조건설계획 같은 것을 밝히며 개발계약서사본, 해당 기업이
속한 나라 정부의 투자승인증서사본 같은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이 요구하는 문건을
첨부토록 하고 있다. 제15조(개발사업권신청에 대한 승인과 부결)에서 중앙특수경제
지대지도기관은 개발사업권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안에 검토하고 승인 또는
부결하며, 개발사업권신청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개발사업권승인증서를, 부결하였을
경우에는 부결통지서를 발급한다. 제16조(개발사업권의 등록, 개발기업의 창설일)에서는
개발사업권승인증서를 받은 개발희망자는 20일안에 경제개발구관리기관에 등록하며,
개발희망자는 관리기관에 개발사업권을 등록한 날부터 개발기업이 된다. 해당 규정에서
개발기업의 선정과 관련한 일련의 절차의 기한이 업무 내용의 현실을 고려하였을 때
다소 짧게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해당규정의 제4장과 제5장에서는 각각 ‘건물과 부착물의 철거’와 ‘개발공사’를 통해
경제개발구 개발에 있어 직접적으로 개발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5장
개발공사가 제4장 건물과 부착물의 철거보다 후순위로 체계가 되어 있는 것은 다소
의아한 내용일 수가 있지만 북한 지역에서 개발기업이 경제개발구의 개발 사업을 진행
함에 있어 개발구역 내에 있는 건물과 부착물 철거사업의 우선 진행 후에 개발공사가
진행되어야 하는 개발 현실을 고려한 입법적 체계라 볼 수 있다. 제4장에서는 제17조
(철거담당기업의 지정), 제18조(철거공시), 제19조(철거대상의 보상기준), 제20조(철거
비용의 부담), 제21조(철거와 주민이주) 등이다. 경제개발구 관리체계와 관련한 특징
적인 내용으로는 제19조(철거대상의 보상기준)에서 철거대상의 보상기준은 중앙특수
경제지대지도기관이 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도(직할시)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이
정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한다. 제20조(철거비용의 부담)에서 철거비용은 개발기업이
부담하며, 철거대상의 가치는 해당 가격평가기관이 평가한 가격에 기초하며 보상방식은
개발기업이 도(직할시)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과 합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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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개발공사에서는 우선 토지임대와 관련 있는 조문으로 제23조(토지임대차
계약의 체결), 제24조(토지임대료의 지불), 제25조(토지리용증의 발급 및 등록) 등이
있다. 개발기업은 개발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도(직할시)국토관리기관 또는 국토관리
기관의 위임을 받은 기관과 토지임대차계약을 통해 토지를 임대한다(제23조 제1항).
토지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기간, 면적, 구획, 용도, 토지임대료의 지불기간과 지불
방식 같은 필요한 사항을 밝히며, 이 경우 토지임대기간은 개발기업이 토지리용권
증서를 받은 날부터 50년까지의 범위28) 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3조 제2항).
토지임대료의 지불은 90일 안에 일시불을 원칙으로 하나, 승인을 받을 경우 분할 납부도
가능토록 하고 있다(제24조). 토지리용증의 발급은 도(직할시)국토관리기관 또는 해당
기관은 개발기업이 토지임대료의 전액을 납부하였거나 분할납부의 경우 1차납부를 하면
발급하며, 토지리용증을 받은 개발기업은 경제개발구관리기관에 토지리용권을 등록
하여야 한다(제25조).
개발규정에서는 하부구조 건설과 관련하여 제27조(하부구조건설), 제28조(경제개발구
밖의 하부구조건설), 제29조(하부구조시설물의 사용료) 등을 통해 규정한다. 경제
개발구의 개발을 위해서는 개발기업이 하부구조의 건설부터 맡아야 하는 개발현실을
입법내용에 고려한 것으로 개발기업에 하부구조건설과 관련하여 상당한 권한을 부여
하고 있다. 제27조(하부구조건설)에서는 경제개발구의 하부구조건설은 개발기업이 맡는
것을 명시하며, 개발기업은 필요에 따라 전력, 통신, 용수보장시설 같은 하부구조대상을
다른 투자가와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양도, 위탁하여 건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제28조(경제개발구밖의 하부구조건설)를 통해 경제개발구 밖에서 경제개발구까지 연결
되는 하부구조건설은 도(직할시)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이 하고, 하부구조건설에
필요한 설비, 자재를 개발기업이 상업적방법으로 보장하게 할 수 있으며 개발기업과
협의하고 다른 투자가가 하부구조건설을 하고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하부
구조건설에 있어 경제개발구 내외를 구분하여 하부구조를 건설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북한의 경제개발구 정책에 있어 북한 내부지역과 분리를 확보하기 위한 내용으로

28) 참고적으로 현재 북한의 특수경제지대에서의 토지임대차계약을 통한 임대 기간은 최대 모두 50년으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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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제29조(하부구조시설물의 사용료)에서는 하부구조건설을 통해 마련한 하부
구조시설물을 기업등록 후 경영하여 사용료를 받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료 기준은 경제개발구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정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개발기업은 경제개발구 개발 후 기업 배치의 권한이 있으며, 경제개발구의 토지
리용권과 건물을 용도별로 기업 또는 투자가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제30조).
경제개발구 개발에 있어 관리기관은 건설허가를 담당하며, 대상건설을 하려는 투자가는
경제개발구관리기관에 대상건설설계문건을 내고 건설허가를 받아야 한다(제31조).
도(직할시)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은 개발기업이 요구하는 노력, 물자, 용수의 보장
및 경우에 따라 우리나라의 해당 기관, 기업소와 개발기업사이에 계약을 맺고 보장한다
(제35조). 제32조(과제설계문건의 보관)와 관련하여 관리기관은 건설허가를 한 대상의
과제설계문건사본을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에 내고,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은
과제설계문건사본을 접수보관하는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인원의 출입과 생활편의보장, 물자의 반출입조건의 책임적인 보장을 통해
경제개발구의 개발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제34조).
해당 규정은 ‘제6장 제개 및 분쟁해결’을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제36조(제재)에서는 개발기업이 개발계획의 요구대로 개발하지 않거나 개발대상을
비법적으로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해당한 소득을 몰수하고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해당 조문에서 말하는 개발계획이 개발총계획, 세부계획 및 대상계획 중 어떠한 것을
특정하는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제2장 개발계획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
보면 각 개발계획의 작성 혹은 승인기관을 감안하였을 때 단계별로 구성되어 있는
개발계획을 모두 총칭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제37조(신소와 그 처리)에서는 기업과 개인은
경제개발구의 개발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 또는
도(직할시)인민위원회, 경제개발구관리기관에 신소할 수 있으며, 신소를 받은 기관은
30일안에 조사 및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소자에게 알려주도록 하고 있다. 제38조(분쟁
해결)에서 분쟁해결 방식은 협의의 방법이며, 정해진데 따라 조정이나 중재, 재판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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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경제개발구법 하위규정과 라선경제무역지대법 하위규정의 비교
북한의 경제개발구법은 기존의 경제특구법제의 정비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마련하였으며, 따라서 유사한 내용이 반영되고 있다. 이는 경제개발구법 뿐만 아니라
하위규정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특징으로 북한 문헌을 살펴보면 경제개발구 정책 초기
김정은이 직접 언급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데 “최근에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들을 운영하고 개발하는 과정에 얻은 경험을 토대로 하여 각도들에
자체의 실정에 맞는 경제개발구를 내오고…”라고 발표한 바가 있다.29)
따라서 북한의 경제특구법제 중 비교적 정비된 체계로 평가받는 2011년 전면적으로
개정된 ‘라선경제무역지대법’ 이후 2013년부터 새롭게 제정되고 있는 일련의 라선
경제무역지대 하위규정30)을 경제개발구법 하위규정과의 비교를 통해 분석하고 이를
활용한 평가를 도출하고자 한다. 해당 글에서는 경제개발구 하위규정 중 경제개발구의
개발 및 관리･운영와 관련 있는 규정만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라선경제
무역지대법 하위규정 또한 이에 대응하는 ‘관리위원회운영규정’과 ‘개발규정’을 연구
대상으로 하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개발구 ‘창설규정’은 경제개발구법체계에만
존재하는 하위규정인 만큼 비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경제개발구 ‘관리기관운영규정’과 라선경제무역지대 ‘관리위원회운영규정’의 비교
라선경제무역지대 관리위원회운영규정은 2013년 9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140호로 채택되었다. 제정 날짜를 살펴보면 같은 해 11월 6일에 채택된 경제
개발구 관리기관 운영규정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라선경제무역지대
29) 리명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특수경제지대의 창설경위와 그 전망에 대한 연구”,
「두만강국제학술토론회론문」, 2013, 12면.
30) 2011년 전면 개정된 라선경제무역지대법과 하위규정에 대해서는 유욱･김병필, “북한의 특수경제지대법의 최근
동향과 평가 : 라선경제무역지대법과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법을 중심으로”, 『통일과 법률』(통권 제11호), 법무부
통일법무과, 2012; 최우진, “라선경제무역지대의 법제도 정비 현황”, 『통일과 법률』(통권 제23호), 법무부
통일법무과, 2015; 김병필, “북한의 새로운 라선경제무역지대 하위 규정의 분석과 평가 : 기업창설운영규정과
외국투자기업로동규정을 중심으로”, 『나라경제』(제17권 제2호), 한국개발연구원, 2015; 이효원, “라선경제
무역지대법의 특징과 개선 과제 -경제개발구법과 비교를 중심으로”, 『법학』(제56권 제4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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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위원회운영규정은 총 4장 31개 조문으로 각 장은 일반규정, 관리위원회의 기구,
관리위원회의 사업내용, 신소 및 분쟁해결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각 장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나 조문수를 살펴보아도 경제개발구 하위규정과 큰 차이가 없다.

(1) 일반규정
경제개발구 관리기관운영규정과 라선경제무역지대 관리위원회운영규정을 비교하면
각 규정에서 사명, 지위, 관할지역, 지도방조기관, 독자성보장의 부분은 경제개발구와
라선경제무역지대가 유사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라선경제무역지대 관리위원회 운영
규정에서는 규정의 적용범위와 우선권(제6조)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관리운영회운영과
관련하여 협정, 양해문, 합의서와 같은 조약의 내용이 규정과 다를 경우에 조약을 우선
적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경제개발구 관리기관운영규정에서는 제13조 제2항을
통해 해당 경제개발구와 관련하여 북한이 다른 나라와 맺은 협정, 양해문, 합의서 같은
조약도 관리기관사업의 기초가 됨을 명시 할 뿐 조약이 우선 적용된다는 내용은 존재
하지 않는다.

(2) 관리기관(위원회)의 기구
경제개발구와 라선경제무역지대의 규정에서의 관리기관(위원회)의 기구에 관하여
비교하여 보면 구성과 성원의 자격, 상무회의, 성원의 임명 및 해임, 사업분담, 전문가
초빙, 기관(위원회)의 부서, 부서의 직능과 책임 등에 관한 부분에서 유사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라선경제무역지대 관리위원회 운영규정에서는 사무소의 설치(제14조),
개발건설회사(제15조), 보장기구의 설치(제16조) 등이 경제개발구 관리기관운영규정
과는 다르게 추가되어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경제개발구
에서는 제9조(관리기관 성원의 사업분담)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라선경제무역지대 관리위원회 운영규정에서는 제10조(관리위원회 성원의 사업
분담)에서 위원장, 상무부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총회계사로 구분하여 사업분담을
하고 있다. 상무부위원장의 경우 위원장사업을 대리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총회계사는 관리위원회의 재무, 투자 및 융자와 관련한 사업을 맡아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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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리기관(위원회)의 사업내용
경제개발구와 라선경제무역지대의 규정에서 사업내용을 비교하여보면, 사업의 기초,
관리기관(위원회)의 규약, 준칙작성 및 등록과 공포, 개발계획의 실행과 조건보장, 기업의
창설승인과 등록, 영업허가, 투자장려 및 제한, 금지목록의 공포, 대상건설명시,
건설허가와 설계심의, 준공검사, 제정관리체계수립, 토지리용권, 건물소유권의 등록 및
위임받은 재산의 관리, 환경보호와 소방대책, 봉사, 사업보고에 관한 내용 등에서 유사
성을 보이고 있다. 차이점으로는 사업의 기초 부분에서 경제개발구 관리기관운영규정
에서는 라선경제무역지대 관리위원회운영규정과는 다르게 관리기관사업의 기초를
경제개발구의 법과 규정, 세칙, 준칙 같은 법규범으로 명시(제13조)해 놓았다. 또한
사업보고에 관하여 라선경제무역지대는 경제개발구와는 달리 관할지역의 통계자료를
해마다 2월안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제29조)하고 있다.

(4) 신소 및 분쟁해결
경제개발구와 라선경제무역지대의 관리기관(위원회)규정에서는 신소 및 분쟁해결에
대하여 신소와 그 처리, 분쟁해결의 부분에 대하여 규정하며 각 규정의 내용에서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차이점으로는 신소와 그 처리에 관한 부분에서 라선경제무역지대에서는
신소의 결과를 신소자에게 알려줘야한다는 규정을 명시(제30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 3> 경제개발구 관리기관운영규정과 라선경제무역지대 관리위원회규정의 비교
구분

경제개발구 관리기관운영규정
유사점

일반규정

차이점
유사점

관리기관
(위원회)의
기구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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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명, 지위, 관할지역, 지도방조기관, 독자성보장
규정의 적용범위와
우선권에 관한 규정이 없음

규정의 적용범위와
우선권에 대하여 규정

구성과 성원의 자격, 상무회의, 성원의 임명 및 해임, 사업분담,
전문가초빙, 기관(위원회)의 부서, 부서의 직능과 책임
사업분담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으로 구분

사무소의 설치, 개발건설회사,
보장기구의 설치, 사업분담에서 위원장,
상무부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총회계사로 구분

   북한의 경제개발구법 하위규정에 관한 연구

구분

경제개발구 관리기관운영규정

라선경제무역지대 관리위원회운영규정

사업의 기초, 관리기관(위원회)의 규약, 준칙작성 및 등록과 공포,
개발계획의 실행과 조건보장, 기업의 창설승인과 등록, 영업허가,
관리기관 유사점 투자장려 및 제한, 금지목록의 공포, 대상건설명시, 건설허가와 설계심의, 준공검사,
(위원회)
제정관리체계수립, 토지리용권, 건물소유권의 등록 및 위임받은 재산의 관리,
사업내용
환경보호와 소방대책, 봉사, 사업보고에 관한 내용

신소 및
분쟁해결

차이점

-

유사점

신소와 그 처리, 분쟁해결

차이점

-

2. 경제개발구 ‘개발규정’과 라선경제무역지대 ‘개발규정’의 비교
라선경제무역지대 개발규정은 2013년 9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141호로 채택되었다. 관리위원회 규정과 마찬가지로 제정 날짜를 살펴보면 같은 해
11월 6일에 채택된 경제개발구 개발규정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라선경제무역지대 관리위원회운영규정은 총 7장 4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
개발구와 라선경제무역지대의 개발규정의 구성은 일반규정, 개발계획, 개발기업의 선정,
건물의 부착물의 철거, 제재 및 분쟁해결에서는 유사점을 보이고 있다. 차이점은 개발
규정에는 제5장에 개발공사가 들어가 있으나 라선경제무역지대에서는 제3장에 개발
기업의 선정내용 이외에 토지종합개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제4장은 특별허가경영,
제5장은 도급생산경영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1) 일반규정
경제개발구와 라선경제무역지대의 개발규정에서 일반규정의 장은 사명, 개발원칙,
개발방식, 조약의 우선적용에 관한 조문은 유사점을 보이고 있다. 차이점으로 경제
개발구 개발규정에서는 개발당사자에 관한 규정에서 다른 나라의 법인과 개인, 경제
조직, 해외동포는 이 규정에 따라 경제개발구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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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기관, 기업소도 국가의 승인을 받아 경제개발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제2조). 라선경제무역지대 개발규정에서는 용어에 대한 정리를 하여 개발, 토지종합
개발, 특별허가경영, 도급생산경영에 관한 용어에 관하여 각 호를 통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제2조) 점에서 경제개발구 규정과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또한 개발
원칙에서는 라선경제무역지대의 경우 지대와 그 주변의 자연지리적조건과 자원, 생산
요소의 비교우세보장(제3조 제1호)을 하고 있으나 경제개발구의 경우 개발총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개발하는 원칙(제3조 제1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개발계획
경제개발구와 라선경제무역지대의 개발규정에서 각 개발계획의 장은 개발계획의
구분, 개발총계획, 세부계획, 대상계획의 작성과 승인과 관련한 부분에서 유사점을
보이고 있다. 다만, 개발계획의 구분에 있어서 라선경제무역지대는 지구개발계획을
추가하고 있다. 차이점으로 경제개발구 개발규정에서는 개발총계획의 승인(제7조)과
세부계획의 승인(제8조), 개발계획의 실행과 그 변경승인(제10조)에서 차이점이 있으며
라선경제무역지대에서는 지구개발계획(제8조), 대상계획의 변경과 그 승인(제11조)의
부분에서 경제개발구 개발규정과는 다른점을 보이고 있다.

(3) 토지종합개발(개발기업의 선정)
경제개발구는 제3장을 개발기업의 선정이라 명명하고 있으며 라선경제무역지대의
경우에는 토지종합개발이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라선경제무역지대에서 개발기업의
선정, 개발방안의 공포, 개발계약의 체결, 개발사업권의 신청, 개발사업권신청에 대한
승인과 부결, 개발기업의 등록을 규정하고 있어 경제개발구 개발규정과 유사한 점을
보이고 있다. 차이점으로는 라선경제무역지대 개발규정은 추가적으로 토지임대차계약의
체결(제18조), 토지임대료의 지불(제19조), 토지리용증의 발급 및 등록(제20조), 다른
기업의 인입(제21조), 건물소유권의 등록(제22조), 토지리용권과 부착물의 양도(제23조),
토지리용권과 건물소유권의 변경등록(제24조), 토지리용권과 건물소유권의 저당
(제25조)와 같은 토지 관련 규정 부분이 추가로 명시되어 있는 점에서 경제개발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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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과 다르다. 반면 경제개발구는 토지임대차계약의 체결(제23조), 토지임대료의
지불(제24조), 토지리용증의 발급 및 등록(제25조), 다른기업의 인입((제26조)에 관한
부분을 제5장의 개발공사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발기업의 선정부분을 보면 경제
개발구 개발규정에서는 라선경제무역지대의 개발규정과는 다르게 자체자금으로 개발
자금의 일정한 몫을 충당할 수 있거나 은행에 정해진 담보금이 적립되었을 경우 개발
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다는 규정(제11조)을 두고 있다.

(4) 건물과 부착물의 철거
개발규정의 건물과 부착물의 철거와 관련하여 경제개발구 개발규정에서는 제4장
에서, 라선경제무역지대 개발규정은 제6장에서 각각 명시하고 있다. 각 조문에서 철거
담당기업의 지정, 철거공시, 철거대상의 보상기준, 철거와 주민이주에 관한 부분의 경우
경제개발구와 라선경제무역지대에서 유사점을 보이고 있다. 차이점으로 경제개발구
개발규정에서는 철거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철거비용을 개발기업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철거대상의 가치를 해당 가격평가기관이 평가한 가격에 기초하며 보상방식은
개발기업이 도(직할시)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고 한다(제20조).
반면 라선경제무역지대 개발규정에서는 철거비용의 보상에 관해 라선시인민위원회 또는
관리위원회나 개발기업이 현금지불 또는 기타 방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철거대상의
가치는 해당 가격평가기관이 평가한 가격에 기초하여 라선시인민위원회가 정한다고
한다(제42조). 또한 라선경제무역지대 개발규정에서는 건물, 부착물의 철거와 공사의
착수(제43조)에 관한 규정을 제6장인 건물과 부착물의 철거에서 하고 있지만 경제
개발규정에서는 제5장 개발공사에서 개발공사의 착수(제22조)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
에서 차이점이 있다.

(5) 제재 및 분쟁해결
개발규정의 제재 및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경제개발구 개발규정에서는 제6장에서
라선경제무역지대 개발규정은 제7장에서 명시하고 있다. 경제개발구의 개발규정과
라선경제무역지대의 개발규정은 제재, 신소와 그 처리, 분쟁해결의 부분에서 유사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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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고 있다. 그러나 라선경제무역지대 개발규정에서는 제재의 부분에서 토지종합개발
질서를 어긴 경우(제44조), 특별허가경영질서를 어긴 경우(제45조), 도급생산경영질서를
어긴 경우(제46조)로 세분화하여 제재를 규정하고 있으며 법규위반행위에 따르는
벌금액기준은 세칙과 준칙에서 정한다(제47조)는 조문을 통해 벌금액의 기준을 규정
하고 있다.

(6) 특별허가경영과 도급생산경영
특별허가경영과 도급생산경영의 경우 경제개발구 개발규정에는 없는 라선경제무역
지대 개발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규정이며 각각 제4장 특별허가경영과 제5장 도급
생산경영에서 규정하고 있다. 각 구성을 살펴보면 제4장 특별허가경영에서는 특별허가
경영의 범위(제26조), 특별허가경영계약(제27조), 투자금의 회수방식(제28조), 계약
리행담보(제29조), 특별허가경영권의 제한(제30조), 특별허가경영계약의 변경과 취소
(제31조), 특별허가경영권의 보호(제32조), 특별허가경영대상의 이관(제33조)로 구성
되어 있다. 제5장 도급생산경영은 도급생산경영계약의 체결(제34조), 도급생산경영의
신청 및 승인(제35조), 도급생산경영증서의 발급(제36조), 도급생산경영에 대한 간섭
금지, 토지의 리용과 보호(제37조), 도급생산경영권의 이전(제38조)로 구성되어 있다.

(7) 개발공사
개발공사에 관한부분은 라선경제무역지대의 개발규정에는 없는 경제개발구 개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제5장에서 명시하고 있다. 제22조(개발공사의 착수)에서
제26조(다른 기업의 인입)까지는 위에서 언급한대로 라선경제무역지대의 개발규정의
부분과 유사점을 보이고 있다. 반면 제27조(하부구조건설)에서 제35조(로력, 용수,
물자의 보장)의 부분은 라선경제무역지대의 개발규정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구성을
자세히 살펴보면 경제개발구밖의 하부구조건설(제28조), 하부구조시설물의 사용료
(제29조), 기업배치(제30조), 건설허가(제31조), 과제설계문건의 보관(제32조), 력사
유적유물의 처리(제33조), 개발공사조건보장(제34조)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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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경제개발구 개발규정과 라선경제무역지대 개발규정의 비교
구분

경제개발구 개발규정
유사점

라선경제무역지대 개발규정

사명, 개발원칙, 개발방식, 조약의 우선적용

일반규정
차이점
유사점
개발계획

토지종합
개발
(개발기업의
차이점
선정)

유사점

지구개발계획(제8조),
대상계획의 변경과 그 승인(제11조)

개발기업의 선정, 개발방안의 공포, 개발계약의 체결, 개발사업권의 신청,
개발사업권신청에 대한 승인과 부결, 개발기업의 등록
제5장에서 별도로 규정 :
토지임대차계약의 체결(제18조),
토지임대료의 지불(제19조),
토지리용증의 발급 및 등록(제20조),
다른 기업의 인입(제21조),
건물소유권의 등록(제22조),
토지리용권과 부착물의 양도(제23조),
토지리용권과 건물소유권의
변경등록(제24조), 토지리용권과
건물소유권의 저당(제25조)

해당 장에서 규정 :
토지임대차계약의 체결(제18조),
토지임대료의 지불(제19조),
토지리용증의 발급 및 등록(제20조),
다른 기업의 인입(제21조),
건물소유권의 등록(제22조),
토지리용권과 부착물의 양도(제23조),
토지리용권과 건물소유권의
변경등록(제24조), 토지리용권과
건물소유권의 저당(제25조)

철거담당기업의 지정, 철거공시, 철거대상의 보상기준, 철거와 주민이주

라선시인민위원회 또는
철거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관리위원회나 개발기업이 현금지불
철거비용을 개발기업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철거대상의 가치를 또는 기타 방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해당 가격평가기관이 평가한 가격에 철거대상의 가치는 해당 가격평가기관이
기초하며 보상방식은 개발기업이
평가한 가격에 기초하여
차이점
도(직할시)인민위원회 또는
라선시인민위원회가 정함(제42조)
해당 기관과 합의(제20조)
해당 장에서 규정 :
제5장 개발공사에서 규정 :
라선경제무역지대 개발규정에서는 건물,
개발공사의 착수(제22조)
부착물의 철거와 공사의 착수(제43조)
유사점

제재 및
분쟁해결

용어(제2조)

개발계획의 구분, 개발총계획, 세부계획, 대상계획의 작성과 승인

개발총계획의 승인(제7조),
차이점
세부계획의 승인(제8조),
개발계획의 실행과 그 변경승인(제10조)
유사점

건물의
부착물의
철거

개발당사자(제2조)

차이점

제재, 신소와 그 처리, 분쟁해결

-

토지종합개발질서를 어긴 경우(제44조),
특별허가경영질서를 어긴 경우(제45조),
도급생산경영질서를 어긴 경우(제46조),
벌금(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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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개별 규정

경제개발구 개발규정

라선경제무역지대 개발규정

제4장 특별허가경영 :
특별허가경영의 범위(제26조),
특별허가경영계약(제27조),
투자금의 회수방식(제28조),
계약리행담보(제29조),
하부구조건설(제27조),
특별허가경영권의 제한(제30조),
경제개발구밖의 하부구조건설(제28조),
특별허가경영계약의
하부구조시설물의 사용료(제29조),
변경과 취소(제31조),
기업배치(제30조), 건설허가(제31조),
특별허가경영권의 보호(제32조),
과제설계문건의 보관(제32조),
특별허가경영대상의 이관(제33조)
력사유적유물의 처리(제33조),
제5장 도급생산경영 :
개발공사조건보장(제34조), 로력,
도급생산경영계약의 체결(제34조),
용수, 물자의 보장(제35조)
도급생산경영의 신청 및 승인(제35조),
도급생산경영증서의 발급(제36조),
도급생산경영에 대한 간섭금지,
토지의 리용과 보호(제37조),
도급생산경영권의 이전(제38조)

3. 소결
북한의 경제개발구법 하위규정과 라선경제무역지대법 하위규정에서 ‘관리위원회
운영규정’과 ‘개발규정’의 비교된 내용을 살펴보면 경제개발구법 하위규정과 라선
경제무역지대 하위규정이 전체적으로 유사점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양 규정은
체계뿐만 아니라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많은 내용이 유사하다. 이는 각각의
하위규정이 마련된 시기에서 시간적 차이가 크지 않으며, 김정일 집권 말기 추진하고자
했던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를 활용한 경제특구 정책이 김정은
정권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경제개발구 정책에 이어져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한다.
다만, 일부 내용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우선 관리기관(위원회) 하위규정의 차이점
중 라선경제무역지대의 경우 관리위원회운영과 관련하여 외국과 맺은 협정, 양해문,
합의서 등과 같은 조약이 해당 규정과 다를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한다는 내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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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약의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 경제특구정책을 진행함에 있어
과거에 비해 국제적 기준에 보다 부합하는 내용이라 평가되지만 경제개발구 하위
규정에서는 이 내용이 빠지게 되었다. 이러한 점은 아쉬운 점으로 평가되나 라선
경제무역지대의 경우 개발 당시 중국을 염두하여 정책과 법제도의 마련을 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이러한 내용이 추가된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해당 규정에서
라선경제무역지대의 경우 관리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사무소를 설치하고 독자적인
법인자격을 가진 개발건설회사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경제개발구는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 이 또한 라선경제무역지대의 경우 중국을 염두하여 경제무역지대를
개발하고자 한 내용이 하위규정에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사업보고의 경우에도
라선경제무역지대의 경우 매년 관련 내용을 지도기관과 인민위원회에 보고하며,
관할지역의 통계자료 또한 매년 2월 안으로 동일 기관에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경제개발구의 경우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주기와 날짜를 지정
하고 있는 점은 후퇴된 점으로 평가된다.
양 개발규정의 차이는 개발방식에서부터 나타난다. 경제개발구의 경우 특정한
개발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고 있으며 해당 경제개발구의 특성에 맞게
지도기관과 해당 인민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에 라선경제무역
지대의 경우 개발방식을 토지종합개발, 특별허가경영, 도급생산경영으로 나누어 설명
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라선경제무역지대와 달리 경제개발구의 경우 각각의 경제
개발구의 개발방식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를 모두 하위규정을 통해 명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양 규정은 개발원칙에서도 차이가
나타나는데 라선경제무역지대와 달리 경제개발구의 경우 개발총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개발을 하며, 투자유치를 다각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각 지방에 경제개발
구를 개발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있어 기본적으로 중앙에 의해 계획되고 승인
되는 개발총계획에 따라 각 개발구를 개발하나, 이에 따르는 투자유치는 다각화하도록
하여 결국 개발 부담을 지방에 분담토록 하고 있는 경제개발구 정책이 하위규정에
반영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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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경제개발구법 하위규정의 개선 과제
본 글에서는 경제개발구법 하위규정 중 지금까지 공개된 하위규정 중 경제개발구의
창설 및 개발･운영과 관련된 ‘창설규정’, ‘관리기관운영규정’, ‘개발규정’ 등의 시행
규정을 살펴보았다. 이 시행규정들은 경제개발구법에 따라 입법이 예정된 하위규정
으로 기본적으로 경제개발구법에서 상세히 다루지 못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경제개발구법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개발구법에서 불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던 내용이 시행규정을 통해 보다
상세히 규정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의 분석을 통해 북한의 경제개발구법 체계와 나아가
구체적인 북한의 경제개발구 정책을 살펴볼 수가 있었다. 특히 본 글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본 ‘창설규정’, ‘관리기관운영규정’, ‘개발규정’ 등에서는 경제개발구가 창설되고
관리･운영되는 과정에서 관련 기관들이라 할 수 있는 중앙지도기관, 관리기관 및 해당
인민위원회, 개발기업 등의 법적 권한과 의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기에 해당 내용의
분석을 통해 북한 당국이 인식하고 있는 경제개발구 정책에 있어 법률적 환경을 엿볼
수가 있었다. 해당 내용은 결국 외국투자가와 외국 기업이 중요시 하는 투자환경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되며 해당 내용의 분석은 유의미하다. 따라서 본 글에서 분석한 경제
개발구 하위규정의 주요 내용과 평가를 바탕으로 보다 성공적인 북한의 경제개발구
정책 추진을 위한 개선 과제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경제개발구 법제도의 체계적 정비를 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의
경제개발구 법제도는 현재 지속적으로 마련되고 있는 중이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기초
적인 부문만 갖추어져 있을 뿐 실질적으로 경제개발구가 창설되고 관리･운영되는
과정에서 발생될 모든 법률관계를 포함하기에는 미비되어 있는 분야가 많다. 이는
기존 북한의 경제특구법제 중 하나인 라선경제무역지대법제도와 비교해 보더라도
하위규정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2013년 경제개발구법이 제정되고
경제개발구 정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관련 법제도의 제정이 아직도 마련되고 있는
현황은 경제개발구 정책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우선 경제개발구의
하위 규정에 대한 입법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그 내용 또한 정합적이며,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다행인 점은 북한 또한 경제개발구 정책에 있어 법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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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신 북한 문헌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외국투자가들은 투자대상국의 투자환경에 우선 관심을 가지며, 그 중 기본이 되는 것이
법률적 환경으로 그 이유는 외국투자환경을 이루는 모든 요소들이 법제도를 통하여
고착되기 때문이라 설명한다.31)
경제개발구 법제도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서는 미비된 부문이 입법화되고 그 내용이
정합성과 구체성을 담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제･개정과정과 조문이 즉각적으로 공개
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현재 북한의 대외경제부문에 관한 법령은
대외경제부문만을 다루고 있는 법규집을 통해 비교적 다른 북한의 법령보다 공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또한 2년마다 출판되고 있는 양상이며, 그 사이 제･개정
되는 하위규정의 경우 북한 언론을 통해 제･개정 사실과 간단한 내용만 소개될 뿐
규정 전문은 공개되고 있지 않다. 투자 혜택과 제재 내용 등 경제개발구의 투자가 및
투자기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하위규정의 제･개정 사안이 즉각
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점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정보통신기술이 발달된 오늘날
이를 활용한 법제정비의 공개는 그리 어려운 점이 아니며, 외국투자가 및 투자기업
들을 위해서라도 경제개발구법제도의 적시성 있는 공개를 위한 별도의 경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한 경제개발구 투자환경의 안정화를 담보 할 수 있는 법전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경제개발구법 제7조(투자가의 권리와 리익보호)32)를 통해 보장되고 있는 투자
가의 권리와 이익보호의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 규정에도 일부 명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창설규정 제6조(다른 나라 투자가가 제기한 문제의 처리)에서 북한의 기관, 기업소
단체는 외국의 투자가로부터 경제개발구의 창설문제를 제기 받은 경우 그 문건을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에 보내여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리기관운영규정
제18조(투자장려 및 제한, 금지목록의 공포)에서 관리기관은 관할지역에 대한 투자
장려, 제한, 금지하는 목록을 작성, 공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투자가의 창설

31) 김명국, 앞의 논문, 44면.
32) 경제개발구법 제7조(투자가의 권리와 리익보호)
경제개발구에서 투자가에게 부여된 권리, 투자재산과 합법적인 소득은 법적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투자가의 재산을 국유화하거나 거두어들이지 않으며 사회공공의 리익과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투자가의
재산을 거두어들이거나 일시 리용하려 할 경우에는 사전에 통지하며 그 가치를 제때에 충분히 보상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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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제기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절차 및 처리기한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관리기관운영규정에서 제한 및 금지하고 있는 목록의 작성, 공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또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더욱이 라선경제무역지대 법제도와 비교 시 라선경제
무역지대 관리위원회운영규정33)과 개발규정34) 모두 명시하고 있는 조약의 우선적용의
내용이 경제개발구 하위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는 점은 경제개발구의 투자환경의 안정화
부분에서 후퇴한 점이라 평가된다. 따라서 추가적인 법제정비를 통해 외국투자가와
기업들에게 제공되는 특혜보장 내용의 구체적 내용 명시, 투자가의 합법적인 소득 및
외화유통의 보장, 구체적인 인원 및 물자의 반출입 보장 등을 반영해야 한다.
셋째, 관리기관의 독자성 및 자율성 확대와 지도기관의 개입 방지를 제도적으로 마련
하여야 한다. 대다수의 경제특구의 관리체계와 마찬가지로 경제개발구 체계도 결국
‘지도기관－도(직할시)인민위원회(관리기관 포함)－개발기업’으로 갖추어져 있으며,
이러한 체계에서는 결국 지도기관과 개발기업 사이에서 관리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경제개발구 정책이 기존 북한의 경제특구정책과 가장 큰 차이점은 지방정부의 참여와
자율성을 보장하는 지방급 경제개발구라 할 수 있다. 이는 북한 당국이 해당 정책을
통해 지방 지역을 포함한 전지역의 균형적인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함이다. 북한 또한
이러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공개하며,35) 각 도(직할시) 인민위원회와 관리위원회가
독자성을 가지고 창조적으로 관리하도록 강조한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
개발구법에서 모호하게 규정되었던 관리기관의 역할을 보다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하위규정을 분석하였다. 관리기관운영규정에서 외국인이 관리기관의 성원이 될 수
있으며, 외국 전문가를 초빙하여 전임 혹은 비전임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부분과
상무회의의 위원장(소장)이 관리기관의 성원 일부를 직접 임명 또는 해임 할 수 있도록
하여 인적 구성의 권한부여를 통한 관리기관의 독자성을 일부 보장하였다. 그러나
33) 라선경제무역지대 관리위원회운영규정 제6조(규정의 적용범위와 우선권)
이 규정은 관리위원회의 운영에 적용한다.
관리위원회운영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사이에 맺은 협정, 량해문, 합의서 같은 조약의 내용이 이
규정의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조약을 우선 적용한다
34) 라선경제무역지대 개발규정 제5조(조약의 우선적용)
지대의 개발과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맺은 협정, 량해문, 합의서 같은 조약의 내용이 이 규정의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조약을 우선 적용한다.
35) “현시기 각 도마다 자체의 실정에 맞게 내온 경제개발구들을 개발하고 잘 관리운영하는것은 지방경제를 현대화
하고 나라의 경제전반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며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김명국, 앞의
논문, 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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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관의 중요 성원인 위원장(소장), 부위원장(부소장), 서기장이 지도기관의 합의를
조건으로 도(직할시)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이 임명 또는 해임토록 하고 있으며,
관리기관의 사업보고를 지도기관을 포함하여 도(직할시)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에
정기적으로 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은 관리기관의 독자성과 자율성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이를 퇴색 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관리 기관의 인적 구성에 있어 지도기관의
개입을 방지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여 제도적으로 독자성을 보장하고, 관리기관의
권한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자율성을 확보하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 북한의 기관, 기업소 등이 경제개발구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있어 북한의
역할 및 참여 확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경제개발구법을 살펴보면 북한의
기관, 기업소가 개발당사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개발규정에서는 구체적으로
자체자금으로 일정한 개발자금을 충당 또는 담보금이 은행에 있을 경우 북한 기관,
기업소가 개발기업이 될 수 있으며, 개발공사에 있어 북한의 기관, 기업소가 노력, 물자,
요수 등을 개발기업과 계약을 맺고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북한의 기관,
기업소 등이 경제개발구를 매개로 외국기업들과 거래를 하는 것은 경제개발구의 발전에
있어 긍정적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개발구의 투자한 외국기업의 경우 북한의
기관, 기업소의 거래를 통해 보다 투자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가 있으며, 북한
또한 외자유치를 보다 효율적으로 확보하여 경제개발구 정책을 통해 추구하는 지역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36) 따라서 현재 일부 개발 영역에 한정되어 있는
북한의 기관, 기업소 등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보다 확대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경제개발구 정책에 있어 북한의 기관,
기업소가 토지이용권 출자를 할 수 있음을 경제개발구법을 통해 명시하고 있는바37),
해당 내용을 구체화한 하위규정의 마련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36) 최신 북한 원전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북한 또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전 내용에 따르면
“경제개발구에서는 개발구의 개발과 운영을 위한 투자활동이 적극화되고 외국인투자기업들에 유리한
경영활동조건이 보장되는 것으로하여 해당 개발구에서뿐아니라 주변지역들에서 산업발전이 촉진되며 인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게 된다.”고 설명한다. 로명성, 앞의 논문, 40면.
37) 경제개발구법 제26조(토지리용권의 출자)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다른 나라 투자가와 함께 개발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정해진데 따라 토지리용권을 출자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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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경제개발구의 창설 및 관리･운영에서 발생하는 제재 및 분쟁해결의 구체적
내용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경제개발구의 창설 및 개발･운영과 관련된 ‘창설
규정’, ‘관리기관운영규정’, ‘개발규정’에서는 각각의 제재 및 분쟁해결 조문을 명시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유사하다. 분쟁해결의 수단으로 신소, 조정, 중재, 재판의 방법을
명시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협의의 방법을 우선하며,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조정, 중재, 재판의 방법을 통해 해결토록 하고 있으나 원칙적인 내용만 있을
뿐 구체적인 해당 관할 기관이나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은 없다. 전 세계 경제특구의
정책에 있어 가장 강조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분쟁해결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제도의
마련이다. 해당 사안이 확보되어야만 해당 경제특구에 투자하는 외국투자가 및 투자기업
에게 투자안정성을 확실히 보장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의 경제개발구법
및 시행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분쟁해결의 내용의 경우 너무 포괄적인 내용을 간략히
언급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 언급되고 있지 않다. 이는 경제개발
구법 또한 마찬가지로 유사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으며, 여타 다른 북한의 경제특구
법제를 비교해 보아도 유사하며, 별도의 효력 있는 하위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선례도
공개되어 있지 않다.38) 제재의 경우 해당 규정에서는 개발 규정만이 명시되어 있으나
분쟁해결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개발계획의 요구대로 개발하지 않거나 개발대상을
비법적으로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해당한 소득을 몰수하고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제재 대상 및 수위 등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해당
규정에서 제재 및 분쟁해결의 예측가능성, 투명성, 합리성, 안정성이 보장되는 방향
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거나 별도의 하위 규정의 제정을 통해 경제개발구 전반에
제재 및 분쟁해결을 포괄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38) 참고적으로 이와 관련하여 북한 내부의 분쟁해결을 위한 신소청원법(2010년 수정보충), 중재법(1995년 채택)과
대외경제부문을 위한 대외경제중재법(2014년 수정보충) 등이 있다. 경제특구 규정으로는 라선경제무역지대
벌금규정(2001년 수정보충)이 있으나, 2011년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의 전면 개정 이후 2013년 이후 제정된
하위 규정만이 최신 2014년 법규집(대외경제부문)에 수록되고 있는 점을 볼 때 아직까지 효력이 있는지는
불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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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북한의 2016. 9. 9. 5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대북
경제제재에 동참하고 있고,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도 날로 강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도 독자적인 대북 경제제재에 그 어느 정부보다 적극적
으로 동참하고 있다. 더욱이 남북 교류협력의 마지막 보류로 여겨졌던 개성공업지구도
2016. 2. 10. 폐쇄조치로 인해 남북 간 교역으로 인한 남북 간 금융거래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북 경제제재는 북한의 핵포기 내지 핵동결 및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억지라는 목적 하에 취해진, 국제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조치들이고, 북한 역시 국제
금융시장에서 고립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핵포기 내지 동결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으므로, 궁극적으로 현재의 남북관계 경색 및 교역 중단 등의 상황은 향후 북한의
변화와 남북관계의 변화, 그리고 국제사회의 변화라는 변수를 모두 고려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사회주의국가로서 북한의 금융제도는 자본주의의 그것과 달리 국가의 통일
적인 지도 아래 국가은행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2006년 「상업은행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조선중앙은행 단일은행제도를 기본 축으로 운영되어왔다. 이러한 제도의
차이 및 북한 금융제도가 국제사회의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한계 등으로 인하여 남북
간의 금융거래 또한 초보적인 수준의 대금결제 방식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특히 남북
간의 거래가 활성화됨에 있어서 남북 간의 대금결제는 비효율적이고 고비용의 구조로
이루어져 그 한계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통일과정에서 남북 간의 금융거래 활성화를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이와 동시에 이러한 남북 간의 법제 정비가 국제법과의 충돌가능성이 있는지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향후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 조치들이 해제될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연구의 필요성을 출발점으로, 최근 국제사회의 이란에 대한 금융
제재 해제조치의 내용과 해제 이후 가능해진 금융거래 방법 및 태양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금융제재가 해제 될 경우 남북 간에 가능한 금융거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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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과 이러한 남북 간 금융거래를 위해 어떤 내용의 법제도가 정비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Ⅱ. 현행 남북 간 금융거래 및 법제도
1. 기존 남북 간 금융거래 방식
보통 금융거래란 경제주체 간에 이루어지는 자금의 유통으로서, 신용거래, 대금결제,
보험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나, 현재까지 남북 간 금융거래는 남북교역의 대금
결제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이하에서 ‘남북 간 금융거래’는 ‘남북 간 대금결제’를
의미하며, 그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 남북 간 대금결제 방식은 크게 송금방식, 현금지급, 신용장, 상계, 물물교환
방식 등으로 구분되는데, 남북교역 초기에는 대부분 제3국 중개상을 통한 간접교역
형태로 진행되어 대금결제 형태는 중개상과의 신용장(L･C)방식이 주로 이용되었다.
이후 직교역형태의 거래가 증가하면서 대금결제 대부분은 전신환 형태로 북한이
지정하는 제3국 은행에 송금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일부분의 경우 직접 북한 측
거래당사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이 이용되어 왔다. 교역 및 경제협력에 따른 대금결제
이외의 대금지급 역시 제3국 은행을 통한 송금방식이 가장 많이 이용되어 왔으며, 현금
및 기타 방식으로 진행되어 있다.1)

2. 남북 간 금융거래 법적 근거 및 그 내용
남북 간의 대금결제를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법적 근거는 북한의 경우, 2005. 7. 6.
채택된 「북남경제협력법」을 들 수 있다. 「북남경제협력법」은 기존의 「개성공업지구법」,
「금강산관광지구법」과는 달리 북한의 전 지역에서 진행되는 남북경제협력을 적용
1) 김진섭,고재길,남금천, “남북교역의 대금결제 관행과 대응방안”,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제12권 제4호, 4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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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하여 각종 원칙과 절차를 망라하여 규정되어 있는 총칙적인 규정으로 볼 수
있는데, 1988년 7․7선언 이후 남북경제협력이 시작된 지 18년 만에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일반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르면, 북남경제협력과 관련된 결제업무는 정해진 은행이 하며(법 제21조
제1문), 결제방식은 북남당국사이의 합의에 따른다(법 제21조 제2문). 그리고 북남
경제협력법 제21조 제2문 소정의 북남당국사이의 합의로는 2000. 12. 16. 체결한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가 있다.
남북은 2003년 7월 제2차 ‘남북경협 제도실무협의회’에서 청산 결제은행으로 남한의
‘한국수출입은행’, 북한의 ‘조선무역은행’을 지정하고, 2003년~2004년 사이에 청산
결제실무협의회를 3차에 걸쳐 개최하면서 청산결제 방식에 관한 논의를 계속 진행
하였으나, 이후 이에 관한 논의가 중단되어 현재까지 청산결제 방식을 운용하지는
못하였다.2)
이러한 일반적인 규정 외에, 구체적인 교역 및 경협대금의 송금, 관광대가 등의 경우
사업자 거래은행을 통해 송금, 개성공업지구 토지임차료 송금 등을 규율하는 법적
근거로서, 북한은 2002. 11. 13. 「금강산관광지구법」을 제정하였고, 2004. 5. 6. 최고
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결정으로 「금강산관광지구 외화관리규정」을 제정하여, 동년 5.
31.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금강산관광지구 내에서 개인과 기업은 정해진 전환성
외화3)를 사용할 수 있으며(금강산관광지구법 제24조4)), 유통화폐의 종류와 기준화폐는
미국 달러화가 이용되었다.(금강산관광지구 외화관리규정 제5조5))
개성공업지구 관련 금융거래의 경우, 2004년 제정된 「개성공업지구 외화관리규정」에
따라 규율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개인 및 기업은 제한 없이 외화를 보유하거나 은행에
예금을 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공업지구 이외 지역으로 송금이 가능하였다.
2) 법무부, 「북한 북남경제협력법 분석」, 2006, 65~67면
3) 언제든지 임의의 다른 나라 통화와 바꿀 수 있는 외화를 뜻함.(사회과학출판사, 「재정금융사전」, 1995, 924면)
북한이 말하는 전환성외화로는 영국 파운드, 독일 마르크, 일본 엔, 미국 달러, 유로, 홍콩 달러, 싱가포르 달러,
캐나다 달러 등이 있다. (사회과학출판사, 재정금융사전, 1995, 1434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택국제(홍콩) 유한공사, 라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투자환경, 1995, 85면)
4) 금강산관광지구법 제24조 관광지구에서는 정해진 전환성 외화를 쓸 수 있다. 전환성 외화의 종류와 기준화폐는
관광지구 관리기관이 중앙관광지구 지도기관과 합의하여 결정한다. 관광지구에서 외화는 자유롭게 반출할 수
있다.
5) 금강산관광지구 외화관리규정 제 5 조 (유통화폐의 종류와 기준화폐) 관광지구에서는 전홖성 외화현금을 유통시킨다.
유통화폐의 종류와 기준화폐 는 관광지구관리기관이 중앙관광지구 지도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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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업과 개인은 외화현금이나 신용카드, 외환계좌를 이용하여 대금결제를 할 수
있고, 결제는 송금결제, 신용장결제, 현금결제, 청산결제방식 중 당사자들이 합의한
방식으로 하도록 하였다. (위 규정 제14조6)) 외환관리는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라 한다)가 하였는데, 관리위에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하면 국내은행이나
외국은행에도 개성 현지법인 명의 계좌개설이 가능하고(위 규정 제7조 및 제12조7)),
매 반기 계좌별 외화수입지출문건을 작성하여 관리위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위 규정
제13조8))
외화의 범위는 전환성 외화, 현금, 전환성 외화로 표시된 채권･주식 등 유가증권,
양도성 예금증서, 어음･수표 등 지불수단, 장식품 아닌 귀금속 등으로, 이는 금강산
관광지구 외화관리규정(제4조 외화의 범위)과 동일하다. (위 규정 제4조9))
귀금속 이외의 외화는 세관에 별도 신고 절차 없이 반출입이 가능하며, 합법적으로
얻은 이윤 및 소득의 송금은 비과세로 하였다.10)

3. 기존 남북 간 금융거래의 법적 한계
가. 남북 간의 법제 미비
앞서 살펴본 남북 간의 대금결제는 남북 간의 법제 미비로 인해 남북교역의 결제대금의
송금 및 대금회수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낳았는데, 첫 번째로는 직접적인 금융결제
6) 개성공업지구 외화관리규정 제14조 (지불 결제방식) 기업과 개인은 외화현금이나 신용카드, 외화돈자리를 리용하여
거래에 따르는 지불 및 결 제를 할 수 있다. 결제는 송금결제, 신용장결제, 현금결제, 청산결제방식으로 한다.
이 경우 결제방식은 당사자 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7) 위 규정 제7조 (기업의 외화돈자리개설) 기업은 공업지구에 설립된 은행에 외화돈자리를 두어야 한다. 외화돈자리를
둘 은행 은 기업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위 규정 제12조 (공업지구밖의 돈자리개설) 남측 또는 다른 나라에 있는 은행에 외화돈자리를 두려는 기업은
공업지구관리 기관에 신고서를 내야 한다. 신고서에는 해당 은행의 명칭, 소재지, 돈자리를 개설할 날자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8) 위 규정 제13조 (외화수입지출문건제출) 공업지구밖의 은행에 돈자리를 둔 기업은 반년마다 돈자리별로
외화수입지출문건을 작성하여 다음달 30일안으로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9) 위 규정 제4조 (외화의 범위) 외화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속한다.
1. 전환성외화 현금 2. 전환성외화로 표시된 채권, 주식 같은 유가증권 3. 전환성외화로 표시된 수형, 행표,
양도성예금증서 같 은 지불수단 4. 장식품이 아닌 금, 은, 백금, 오스미움, 이리디움 같은 귀금속
10) 위 규정 제16조 (외화반출입) 공업지구에서 기업과 개인은 외화를 제한 없이 들여오거나 남측 또는 다른 나라로
내갈수 있다. 이 경우 귀금속밖의 외화는 세관신고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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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의 부재를 들 수 있다. 현재 남북교역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무역거래에서 통용
되는 거래 당사자측 은행 간의 신용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제도적 장치가 작동되지 못
하였다. 또한 남북한 은행 간에는 현재 환거래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교역당사자나
중개인들의 사적인 거래관계에 기초한 신용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초보적 수준의 결제
방식에 머물러있는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3국 은행으로의
송금방식과 현금지급이 대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으며, 신용장방식(L･C)의 경우
남북한간 금융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중개인을 통한 간접결제 방식을 취해야
하므로 제3국 수출입회사와 은행을 이용함에 따른 수수료(계약액의 3% 수준)를 부담
해야 하는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그나마 남측 교역업체가 북측으로 송금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볼 수 있으나, 대금 회수시에는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대치물자로
상환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금액이 클 경우에는 중국 등 제3국으로부터 반입
하는 자체가 대단히 번거롭고 위험하다. 그동안 남북한 당국간 상호거래에 있어서
결제제도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2000. 12. 16. 체결한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4년 이후 협의가 중단된 상황이다. 세 번째로는
통신상의 문제로 대금결제에 대한 신속한 상호확인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도 중요한
애로요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제반 교역은 접촉-계약-생산-통관․운송-대금결제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통신제한으로 인해 남한기업과 북한과의 교역에서는
접촉과정에서부터 결제까지 의사소통이 자유롭지 못하다. 최근 국제무역거래는 기존의
서류와 현금이 오가는 거래형태에서 모든 상거래가 온라인상에서 행해지며, 대금결제
과정까지도 전자결제시스템으로 처리되는 무역거래가 확대되고 있다. 즉, IT산업의
발전으로 정보기술 및 네트워크를 활용한 무역업계의 전자결제가 증가하고 있어
업무처리시간 단축과 비용절감측면에서 큰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금결제
방식의 선택기준이 과거의 ‘리스크관리’에서 ‘비용 및 시간적 효율’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 현재 남북한간에는 직접통신(전화, 팩스, 이메일 등)이 어렵기
때문에 중국 등 제3국을 경유한 간접통신수단을 사용하거나 대리인(Agent)을 통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의 과다소요는 물론 기본적인 거래당사자간 의사소통조차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11)
11) 김진섭,고재길,남금천, 남북교역의 대금결제 관행과 대응방안, 관세학회지, 12(4), 한국관세학회, 405~4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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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제법적인 관점에서의 문제
기존 남북 간 금융거래는 남북 간의 법제 미비라는 문제 외에 국제법(국제금융제도
및 UN안전보장회의 결의안 등)과의 충돌문제라는 법적 한계를 갖고 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남북 간의 교역을 내국 간 거래로 간주해왔는데, 그 근거로서
대한민국 헌법에서 우리의 영토를 한반도의 부속도서라고 규정(헌법 제3조)하고 있는
점, 7.7선언에서 남북한간 교역을 민족내부 교역으로 간주한다고 선언한 점, 1992년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2000년 투자보장 등 4대
합의서에서도 남북한 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
에서의 ‘잠정적인 특수 관계’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남북한 간의 교역을 민족
내부거래임을 명기해온 것이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하여 국제사회가 공식
적으로 최혜국대우12) 위반이라는 점을 들어 이의를 제기한 적은 없으며, 다만 미국이
비공식적으로 남북한간 교역의 내국 간 거래 간주에 대하여 국제적인 합법성을 획득할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한 적이 있다. 그러나 남북한 거래를 내국 간거래로 인정한다는
국제적인 승인이나 조약이 없는 상태이므로, 향후 남북한 간의 교역규모가 커지고
이해당사국의 수가 늘어날 경우 국제사회의 이의제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13)
더욱이 최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날로 강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금강산관광지구나 개성공업지구에서 남북한이 내국 간 거래로
교역하고 대금결제 해오던 관행은 국제사회의 대북 금융제재 조치와 상충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금융제재 내용을 살펴보고, 이러한 금융
제재 하에서 남북 간 금융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도록 한다.

12) 최혜국대우 원칙이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의 부속규정인 GATT 1994 제1조에 규정되어 있는
원칙으로,”WTO 가입국은 제3국에 부여하고 있는 무역조치보다 더 불리한 조치를 다른 WTO 가입국에 취해서는
아니된다”는 원칙을 말함. 한국은 WTO 가입국으로 이러한 부속규정의 적용을 받음.
13) 전홍택, 이영섭, “남북한 화폐, 금융통합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02, 250~2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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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금융제재
1. 서 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남북 간의 법제 미비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의 교역이나 이에
따르는 대금결제 등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의
합의에 따른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물론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는 남북
간 교역에 있어 전략물자수출 제한 등의 영향을 받고 있어, 남한 역시 이를 준수
하여 왔으나, 대금결제에 있어서는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은 것이다. 이는 남북 간 거래가
내국 간의 거래로서 남북 간이 나름의 합의를 통해 남북교류 및 경제협력사업을
진행해오면서 국제사회로부터 공식적인 이의제기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는 강화되고 있고, 금융제재
또한 한층 강화되었으며, 한국 정부도 이전과는 달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독자적인 대북제재에 나설 것을 대내외적으로 공표하고 있다.14)
따라서 남북 간 교역이 거의 단절되다시피 한 현 시점에서 향후 남북 간 대금결제의
모습은 기존의 ‘내국 간 거래’로 용인 내지 묵인되던 상황과는 다르게 이뤄져야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며, 기존에 통용되던 남북 간 대금결제 방식이 국제법과 충돌하는 문제에
대해서 더욱 면밀히 검토하고 대비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런 관점에서 이하에서는 현재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금융제재 중심
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경제제재 하에서 남북 간 금융거래, 특히 대금결제가 원활
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14) 연합뉴스 2016. 10. 11.자 기사 “윤병세 “훨씬 강력한 대북 독자제재 검토”…파워 대사 면담”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0･10･0200000000AKR20161010180252014.
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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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재재 일반
국제법과 국제정치에서는 대상 국가가 국제적 규범을 따르도록 하는 강압적 수단
으로써 군사적 제재와 경제적 제재를 사용한다. 무력을 쓰는 군사적 제재와 달리
경제제재는 특정국가가 외교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대상국가에 대해 무역･자본･
서비스 거래 등을 비롯한 국가 간 모든 경제활동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말한다. 한마디로
제재 대상국과의 정상적인 통상 관계를 제한하는 것을 경제제재라고 한다. 경제제재는
제재 부과의 방식에 따라 ‘다자적 경제제재(multilateral economic sanction)’와
‘일방적 경제제재(unilateral sanction)’으로 나눠볼 수 있다. ‘다자적 경제제재’는 국제
기구의 다수의 참여 주체들에 의해 제재를 결정･부과 하는 것으로서 대표적으로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의안을 내어 UN 회원국 모두에게 제재에 참여할 것을 결정
하거나 권고하는 것이 있다.15)

가. 다자적 금융제재 : 최근 UN의 대북제제결의안의 내용
UN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제제결의안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
(2013)와 2094호(2013)를 결의하고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왔는데, 최근 2016.
3. 2. 제재결의안 2270호는 이전 결의안보다 더욱 강력한 대북제재를 그 내용으로
담고 있다.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경제제재는 크게 ‘무역제재’와 ‘금융제재’로 구분할 수 있고,
‘금융제재’는 WMD(Weapons of Mass Destruction: 대량살상무기) 관련 기관의
자산 동결과 WMD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대북 무역에 대한 금융지원을 금지시키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결의안에서는 북한과의 금융거래를 전면적으로
금지시키는 조치가 취해졌는데, 기존에는 WMD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해외자산만
동결하였지만, 이번 제재안에는 WMD와 관련된 북한정부와 노동당 단체의 자산동결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북한 은행의 유엔회원국 내 지점과 사무소의
신규 개설 등을 포함하여 관련된 활동을 금지하고, 90일 내 기존 지점 폐쇄 및 거래
15) 이지현, “북한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와 ‘해제프로세스’ 전망: 리비아와 베트남 사례가 주는 시사점”,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논문, 2008, 8~11면 참조

295

2016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활동 종료를 요청하고 있으며, 또한 회원국 금융기관의 북한 내 사무소와 은행계좌
개설 등의 활동을 중단하고 90일 내 기존 사무소와 계좌를 폐쇄하도록 한 것이다.16)

나. 일방적 금융제재: 미국의 일방적 경제제재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 및 회원국들이 이러한 UN 대북제재결의안에 적극
동참하는 것에 더하여, 미국은 2016. 2. 경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안(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을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과 이를 지원하는 개인들에 대한 제재는 물론, WMD와
관련된 상품과 기술을 도입하는 개인과 인권침해, 돈세탁, 화폐위조, 사이버 테러와
관련된 개인 제재까지 포함한 강력한 제재안이다. 아울러 WMD 확산과 관련한 석탄과
귀금속, 흑연, 원자재 반가공 금속 등을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제재
범위를 의무적으로 확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결의안과
미국 의회의 대북 제재 법안을 보완하기 위해서 2016. 3. 16. 새로운 대북 제재 ‘행정
명령’(executive order)17)을 발표하였고, 이에 더해 2016. 6. 1. 미국 애국법 제311조
(Section 311 of the USA PATRIOT)에 근거하여 북한을 ‘자금세탁 주요 우려대상
국(primary money laundering concern)으로 공지하였다18). 이러한 조치는 미국의
모든 금융기관에게 북한과 환계좌(개인과 은행 간 계좌) 및 대리계좌(은행과 은행 간
계좌) 개설을 금지･제한하고, 이에 따라 우선 북한은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이 원천
차단된다. 여기에 더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은 북한 금융기관과 거래를
중단하지 않으면 미국과의 거래를 제한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특정 개인이나 계좌가
아니라 북한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의 북한
16) http://www.un.org･press･en･2016･sc12267.doc.htm
17) Executive Order -- Blocking Property of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and the Workers' Party
of Korea, and Prohibiting Certain Transactions with Respect to North Korea
(출처: https://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6/03/16/executive-order-blockingproperty-government-north-korea-and-workers)
18) A Notice by the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on 06/02/2016, “Finding Tha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s a Jurisdiction of Primary Money Laundering Concern”
(출처: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16/06/02/2016-13038/finding-that-thedemocratic-peoples-republic-of-korea-is-a-jurisdiction-of-primary-money-laund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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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를 동결한 조치보다도 강력한 조치이다.
또한 최근에는 2016. 9. 28. 미국 의회 하원의원 9명이 공동으로 ‘북한 국제금융망
차단 법안’(H.R.6281)19)을 발의하였는데,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국제금융 거래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20)가 북한 조선중앙은행이나 핵
개발에 연루된 다른 북한 금융기관에게 금융서비스를 일절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이하에서는 북한에 대한 최근의 금융제재 조치와 유사한 제재를 받아온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및 최근 이란에 대한 금융제재 해제조치가 북한 및 남북 간 거래에
시사 하는 바를 살펴보고자 한다.

Ⅳ. 최근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금융제재 해제조치
1.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내용 일반21)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는 미국, UN, EU 등이 테러지원 행위 및 핵활동 저지라는 목적
으로 실시하였으며, 한국은 ‘대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을 시행하여 주로 이란과
관련된 교역 및 투자를 관리하여 왔다.
2016. 1. 16. 국제사회가 대이란 경제제재를 해제함으로써 이란은 국제 사회로
다시 진출하게 되었으나, 경제제재 해제가 완전하지 않음에 따라 아직까지는 적극
적인 교역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미국, UN, EU 및 한국의 대이란 경제제재의 근거
및 내용에 대해 우선 살펴보고, 경제제재 해제과정, 그리고 원활한 금융거래를 위한
제언의 순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9) H.R.6281 - BANK Act of 2016
(출처: https://www.congress.gov/bill/114th-congress/house-bill/6281/text?resultIndex=16)
20) 벨기에에 본부를 둔 SWIFT는 국가 간 돈 거래를 위해 유럽과 미국 시중은행들이 1977년 설립한 기관. 현재
200여 개국 1만1000여 개의 금융기관이 SWIFT 망을 통해 돈을 지불하거나 무역대금을 결제하고 있음. 미국과
EU는 2012년 3월 이란에 대해 금융제재를 하면서 이란 중앙은행을 비롯해 30곳을 SWIFT에서 강제로 탈퇴시킨
바 있다.
21) 강명구･김규연, “대이란 경제제재 해제와 기대효과”, KDB 산업은행, 2016; 기업은행, “이란교역 투자설명회”,
2016.2, 법무법인 태평양, “이란시장 진출전략 세미나”, 2016. 4 ; 양의석･김아름, “대이란 제재,해제 과정
및 주요국의 에너지 외교활동”, 에너지경제연구원, 20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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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국의 대이란 경제제재의 주요 내용
이란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는 197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란 국민들의 반미
감정이 고조되어 ‘이슬람 원점으로의 회귀’라는 명분을 바탕으로 과격파 이란 시위
대가 테헤란 주재 미 대사관에 난입하는 이른바 ‘미 대사관 인질사건(1979)’이 발생
함에 따라, 지미 카터 미국 행정부는 행정 이란에 대한 제재를 시작했다. 주된 내용은
미국 내 이란 자산(USD 120억) 동결(행정명령 12170호)과 의료품 등 인도주의적
물품을 제외한 모든 상품의 수출금지(행정명령 12205, 1980)이었다.
이어 1980년 이란-이라크 전쟁 중 미국 정부가 이라크를 지원하며 양국 관계는
더욱 악화 되었으며, 특히 1983년 이란 헤즈볼라 세력이 레바논에서 미 해군 241명을
사살한 테러가 발생하였고, 이를 계기로 미국은 이란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1987년 미국 레이건 행정부는 이란의 테러활동 지원에 대응하기 위해 원유를 포함한
이란산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였고, 빌 클린턴 행정부였던 1995년 이란의 대량 살상
무기 생산을 우려하여 이란 석유부문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였고, 이를 확대하여 이란에
대한 모든 무역거래 및 투자를 중단하는 조치 (행정명령 12597)를 단행하기도 했다.
이후 1996년 이란･리비아 제재법 (ILSA법)22)을 제정하여 2차 제재법으로 이란과
거래하는 미국 외 기업(제3국 기업)에게도 미국 주도의 제재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즉,
ILSA 법은 Secondary Sanction으로 이란에 대한 직접 거래 제한은 물론 이란과 거래를
하는 제3국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도 미국에서 제재를 하겠다는 것으로, Secondary
Sanction을 해제한 2016년 현재 대이란과의 경제교역에 있어 큰 해석의 난점을 낳고
있는 조치라고 생각된다. ILSA는 2006년 리비아가 미국의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이란제재법(ISA)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대이란 에너지 부문 제재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2002년 이란 반정부단체가 이란의 핵프로그램을 폭로 후 이란의 핵활동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으며 이후 멜라트은행 등 주요은행과의 거래금지(07년) 등 핵활동
제한하는 제재 내용이 추가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2010년 ‘포괄적 이란제재법
22) Iran Lybia Sanction Act, ʼ04년 리비아 제재가 해제되면서 이란만을 대상으로 하는 이란 제재법(ISA)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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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ADA)23)’을 통해 이란과 거래 시 달러 사용도 금지하는 고강도 조치를 실시하게
된다. ‘포괄적 이란제재법’은 에너지와 금융 분야에서 미국의 대이란 제재조치의
적용범위를 확장하는 것으로 이란의 석유 관련 사업에 대한 (재)보험, 해운서비스 제공
기업을 제재하고, 이란의 대량살상 무기 개발 및 테러활동을 지원하는 개인과 거래
하는 해외 금융기관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사실상 이란은 국제사회에서 고립
되게 된다.
이후 미국은 행정명령 및 국방수권법 등 세부조항을 마련하여 핵 관련 이외 분야
까지 이란 제재의 강도를 높여갔다.
[ 미국의 대이란 주요 제재 내용 연혁 ]
연도

사 유

법령･근거

주요 제재 내용

ʼ79

미 대사관 인질사건

행정명령 12170호

미국내 이란자산 동결 (USD 120억)

ʼ96

테러 지원 국가

ILSA 법

원유 투자 금지 등 에너지 관련 규제
Secondary Sanction (제3국 규제)

ʼ10

이란 핵활동

포괄적 이란 제재법

에너지･금융 분야 제재조치 확장
이란과 달러 교역도 금지

ʼ11~

제재 수위 강화

행정명령 13590호
국방수권법(H.R. 1540)

석유화학산업 재화, 서비스 공급 제재
자동차부품 수출금지

나. UN의 대이란 경제제재 주요 내용
‘국민저항위원회(NCRI)’는 이란이 비밀리에 우라늄 농축시설과 중수로를 건설하고
있다는 의혹을 2002년 제기하였다. 이후 2006년 IAEA (국제 원자력 기구) 사찰시
핵관련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혀졌고 IAEA는 UN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이란을
제재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기하였다.
UN과 이란 간의 수차례 핵논의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고, UN 안전보장 이사회는
결국 이란에 대한 대대적인 제재안을 채택하게 되었다.
23) Comprehensive Iran Sanctions, Accountability and Divest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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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란의 ‘에너지 부문 수익과 핵 확산 간 연관성’을
확인하고, 같은 해 6월 가장 강도가 높은 UN결의안 (UNSCR 1929호)을 발표하면서
대이란 제재에 UN회원국들이 동참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만 UN 결의안은 이란의 금융 부문에서 제재를 가하지는 않는 선언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한계가 있으나, 이란 제재에 대해 국제적인 사법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대이란 제재에 UN이 동참함에 따라 미국의
단독 제재에서 국제적인 다자 제재로 전환하게 되었다는 의의가 있다. 특히 결의안
1929호는 UN회원국들이 석유･가스 부문에서 대이란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로
이용되었으며, 그 결과 아래에 언급할 EU가 이란산 원유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결정을
내리는 데 기여하였다.
[ UN의 대이란 주요 제재 내용 연혁 ]
연도

사 유

법령･근거

주요 제재 내용

우라늄 농축시설 봉인해제

결의안 1696호

농축 및 재처리 활동 중단

결의안 불이행

결의안 1737호

60일 내 핵개발 중지요구

제재수위 강화
농축시설 추가 발표

결의안 1929호

자산동결, 금융제재 등
⇒ UN회원국의 이란 제재 의무화

ʼ06

ʼ10

다. EU 및 한국의 대이란 경제제재 주요 내용
2010년 UN 결의안 1929호 발표 이후, EU는 7월 EU 외무장관 회의에서 제재안을
채택하고, ‘공동외교안보정책(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을 통해 이란
에너지 관련 업체와의 거래 및 투자를 금지하였다. 특히 2012년에는 이란산 원유,
석유제품에 대한 직간접 재정지원과 (재)보험 금지 조치도 수행했으며, 당사 전세계
유조선의 약 95가 EU 역내 보험회사와 (재)보험 관계에 있었음을 고려하면, 이 조치는
이란산 원유수입국에 대한 매우 강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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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역시 UN결의안 1929호 결정에 따라 무역협회 규정과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24)를 근거로 대이란 제재에 동참하였다(2010. 9월). 그리고 ‘대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25)’을 신설하여 이를 시행하였다.
대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란에 결제시 한국 기업은 ‘한국은행에
1만 유로 이상 시는 신고, 4만 유로 이상 시는 허가’를 득해야 하고, 전략물자관리원
으로부터 ‘비금지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특히 미국의 포괄적 이란제재법(CISADA) 발표로 한-이란 간 거래 시에 달러화가
금지됨에 따라 2010년 10월 원화결재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다.
[ 원화결제시스템 운영 프로세스 ]

출처 : KOTRA

동 시스템은 국내 시중은행(우리은행, 기업은행)에 이란 중앙은행 명의의 원화계좌를
개설하고, 국내기업이 원유수입시 그 결제대금을 국내의 원화계좌에 입금하는 시스템
이다. 국내 수출기업은 원화수입대금으로 입금된 원화계좌 범위 내에서 수출대금을
원화로 지급받을 수 있다. 원화결제시스템의 경우 이란과의 교역에 ‘달러’화나 이종
24)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0-8호 :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성실한 이행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기 위하여 금융제재대상자 등에 대한 지급 및 영수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1-4호 :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 지침
25) 무역협회에서 관리하는 규정으로 UN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이란 교역 및 투자와 관련된 세부 사항에 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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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가 개입되지 않기 때문에 경제제재 조치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대안
으로 평가받았다.
동 시스템에서 한국-이란간의 화폐교환 비율 등은 ‘원유’라고 하는 국제적으로 통용
되는 재화의 가치에 근거하여 산정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화폐교환 비율 등의 문제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2.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금융제재 해제
2013년 이후 이란은 급진적으로 변화하였고 마침내 2015.7.경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UN안보리 상임이사국) 및 독일과 이란이 합의했던 JCPOA에 따른
제재해제 이행일(Implementation day)이 2016. 1. 17. 도래하였다. 이로 인해 이란에
대한 금융제재가 순차적으로 해제될 것이며 그 세부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가. 대이란 경제제재 해제 과정
2013년 8월 취임한 이란 하산 로하니 정부는 중도개혁 성향으로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대외관계 개선에 주력하였다. 2013. 9.경 36년 만에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대화를
성사시키는 등 핵협상을 위한 화해무드에 주력하였다.
이에 이란은 P5 + 1 (UN안보리 상임이사국(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
독일)과 포괄적 공동 행동계획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JCPOA)에
대한 1차 협상을 2013년 10월 개시하였고, 총 3차에 걸친 협상을 진행하였다. 2013년
11월에 열린 3차 협상에서 마침내 공동 행동계획 (Joint Plan of Action)에 합의
하면서 제한적 사찰을 허용했고, 자동차･석유화학 분야 제재의 부문적, 한시적 완화
되는 등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다.
마침내 2015년 7월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에
합의하면서 제재조치 해제의 틀을 마련했고, 12월 IAEA는 대이란 사찰을 완료하고
이란이 자국의 핵관련 능력을 무력화, 종결시키기 위해 JCPOA에 제시된 조치들을
이행하였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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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합의이행 일정은 2015년 7월 20일 타결일(Finalization Day , UN 안보리에서
이란 핵협상안 결의안 체택)을 시작으로 2015년 10월 18일을 공동행동계획 타결일
(Adoption day)로 하여 관련 제재 취소 내역을 결정하였고, 마침내 IAEA의 확인에
근거하여 2016년 1월 16일 공동행동계획 이행일 (Implementation Day)에 공식적
으로 제재 해제, 완화에 돌입하게 된다.
경제제재 해제에 따라 이란은 국제 에너지 시장에 복귀하는 한편, 중앙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과의 거래, 투자, 수,출입 등이 허용되었고 해외에 동결되었던 이란 자산의
회수 역시 허용되었다. 실제로 JCPOA에 따라 이란은 우라늄 비축량의 98%를 감축
하였고, 원심분리기 역시 1만 9,000개에서 6,104개로 줄이는 등 실제적인 성과를
보였다. 또한 원자로의 핵심시설인 이라크 중수로 (플루토늄 생산)를 봉인하였다.
다만 이란이 공동행동계획을 향후에 위반할 잠재적 리스크에 대비하고자 스냅백
(Snap Back) 조항을 삽입하였다. 이에 따라 합의 공식발효 (2015년 10월 18일) 이후
10년 간 이란이 공동행동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핵확산 제재가 완전히 폐기되나, 그
전에 이란이 공동행동계획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경우 기존의 제재를 모두 복원하게 된다.

나. 대이란 경제 제재 해제의 주요 내용
UN과 EU는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에 근거하여 무역, 기술, 금융, 에너지 분야에서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제재조치를 우선 일괄 해제하였다. 이로 인해 그동안 제한적
으로 허용되었던 이란과의 교역이 자유로워지고, 투자금 송금 등 자본거래 역시 가능
해졌다. 특히 EU는 이란산 원유, 석유화학 제품 수출입, 운송보험 및 재보험, 귀금속
거래, 이란중앙은행 동결자산 이전, 이란 은행과 금융거래 등을 금지해오던 법률을
즉각 개정하였다.
국내에서는 2016년 1월 17일부터 전략물자,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귀금속 등 대이란
교역금지 규정이 폐지되고, 전략물자관리원에서 발급받아야 했던 ‘비금지확인서’도
필요 없게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이란 제재가 법률 및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기획재정부 장관고시와 무역협회 규정 (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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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기 때문에 UN 결정에 따라 경제제재 역시 자연적으로 해제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이란 경제제재 해제와 관련 EU처럼 별도로 법을 제･개정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여전히 전략물자는 「대외무역법」 19조에 따라 수출허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는 전략물자가 재래식 무기 또는 대량파괴무기 등에 이용가능한 물품, 기술로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그 수출입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3. 해제조치 이후 한국과 이란 간의 금융거래 방법과 내용
2016년 1월, 대이란 금융제재가 해제됨에 따라 상당수 국내 건설회사 및 금융
회사는 이란과의 적극적인 교역 가능성을 점쳤다. 그러나 해제 내용에 대한 분석 결과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이란과 직접적인 교역 및 금융거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이다.
가장 큰 문제는 ‘달러화(USD)’의 사용이 직･간접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016년
미국의 이란제재 해제는 1) Primary Sanction (미국인 제재) 가 아닌 2) Secondary
Sanction (제3국 제재)의 해제이다. 즉, 미국의 이란 금융제재 해제로 제3국의 개인,
기업은 이란과 무역, 금융 등의 거래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달러화(USD)
26)는

미국 금융기관만 공급할 수 있는 재화로, 미국 금융기관은 미국의 법체계상 미국

인과 동일한 지위에 있다는 것이 금번 경제제재 해제의 가장 큰 문제이다.
국내기업이 이란으로 수출입대금 및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원화가 아닌 USD,
EUR 등 매개화폐가 필요하나, 국내 금융시장 여건상 원화 이외 화폐와는 USD를
매개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USD 개입이 없이는 외환거래가 불가능
하며, 이에 따라 국내기업은 이란과 USD EUR CNY 등 어떤 외화로도 거래를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즉 원칙적으로 거래는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은행업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26) 출처 : 관련부처 Q&A, 2016. 1, 대이란교역 투자설명회(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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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이란 방문(2016년 5월) 및 MOU 체결 등으로 경제협력의 물꼬는 열렸
으나, 사실상 금융거래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에 기획재정부 및 관련 부처에서는
‘유로화’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 거래를 USD 매개가 아닌 것으로 미국 정부로부터
암묵적 승인을 받게 되고, ‘특별한 유로화 결제시스템’27)을 통해 한국-이란간의 직접
금융거래를 2016년 9월부터 본격 시행하기에 이른다.
‘특별한 유로화 결제시스템’은 한국-이란 직접 거래에 국한하여 미국의 제재가 되지
않는 유로화 결제 시스템이며, 수출입대금을 원화 또는 유로화로 선택하여 영수하는
시스템이다. 유럽계 은행과 파트너십 체결 후 유럽의 EUR 중개시스템을 활용 이란과
직접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기존 원화 결제와의 비교는 다음의 표와 같다.
[ 특별한 유로화 결제시스템의 특징 ]
구 분

원화결제

유로화결제

비 고

지급･영수 통화

KRW･KRW

EUR･EUR or KRW

EUR 거래는 전용계좌 이용

취급은행(국내)

우리･기업

KEB, 우리, 신한

기타 은행 취급 불가

취급은행(이란)

10개 지정은행

이란의 이란기업 거래은행

SDN List 제외

결제 범위

경상거래

경상･자본거래

중계무역 제외
출처 : 우리은행

표에서 보는 것처럼 ‘특별한 유로화 결제시스템’의 경우는 중계무역이 아닌 직접
거래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이는 제3자가 거래에 개입 시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미국 경제제재 위반에 대한 대비책으로 보여지며, 향후 이란과 거래 확대시
풀어야 할 선결과제이다. 추가로 원화･유로화 결제 모두 수출･입 대금 간 서로 상계,
상호계산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등 그 적용이 까다롭기 때문에 면밀한 분석이 필요
하다.
‘특별한 유로화 결제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 한국과 이란의 계약 상대방은 ‘EUR’를
기준으로 계약에 합의하기 때문에 한국-이란의 직접 화폐교환 방식이 아니며, 계약
당사자 간 합의에 용이한 부분이 있다.

27) 삼정 KPMG, “이란 시장 개방에 따른 우리 기업의 선제적 투자 진출방안 모색”, 201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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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 해제 시 남북 간의 금융거래
1. 금융제재 해제의 효과
이란에 대한 금융제재 해제 조치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는 초기부터
전부 해제되기 보다는, 이란의 경우처럼 제3국 제재(secondary sanction)의 해제
단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남북 간의 대금결제가 내국 간의 거래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조치와 달리 예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란과 한국 간의
거래처럼 달러화로 결제하지 못하게 되어, 기존에 남북 간 거래에서 달러화로 거결제
하던 방식은 국제법과의 충돌을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이란과 한국 간의 금융거래 시 원화결제시스템을 도입한 것처럼, 달러화 대신에
다른 통화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방식으로 남북 간의 금융거래시 원화결제시스템을
도입하거나, 기존에 남북 간에 합의되었던 청산결제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커진다.
다만, 청산결제제도는 이미 합의서에 서명한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으므로, 변경된
여러 제반 환경 및 여건을 고려해 재협상을 해야 할 필요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현행 남북 간 금융거래의 법적 한계의 해결 방안
남북한 거래가 내국 간 거래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다면, 국제법과의 충돌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28) 이런 전제하에서 그동안 남북한 금융거래의 법적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서 남북 교역의 대금결제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 방안이 제시되어
왔다. 특히 결제제도의 구축이 시급했는데, 결제제도의 구축의 내용으로서 우선,
28) 이에 대하여 남북한 거래가 내국 간 거래로 인정받기 위해 능동적 전략으로서, ① 1992년 기본합의서를 1947년
GATT 제24조에 의거에 일종의 자유무역협정이라고 주장하는 방법, ② Enabling clause 의거에 한국과
개발도상지역 간의 특혜무역협정이라고 주장하는 방법이 제안된 적이 있으나, 이에 대해서서 GATT 규정이
WTO의 회원국에게 적용되는 것인데, 북한이 WTO 회원국이 아닌 점, 이럴 경우에는 WTO 회원국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승인을 받아야 하나 이러한 절차적 승인이 쉽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남북한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 또한 북한의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없으며, 국가 대 국가 간 체결되는 자유무역협정은 북한을
남한의 부속도서로 규정한 대한민국 영토규정에 위반되는 법률적 모순이 발생한다는 비판도 있다. (전홍택･이영섭,
“남북한 화폐, 금융통합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02, 251~25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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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결제제도의 도입을 통해 무역결제 이외에 임가공료 투자자 등의 송금은 환결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방안이 적극 제시되었다. 환결제 방식은 표인 무역 결제방식으로서
환어음에 의해 결제가 이루어지며, 여기에는 신용장에 의한 방식, 추심에 의한 방식,
송금에 의한 방식 등이 있는 바 이를 통해 남북한간 무역거래에 대한 결제가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신용장 방식은 은행이 특정인에게 자기 은행이나 자기가 지정한
은행 앞으로 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신용장을 발행한 은행으로부터
지불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은행이 신용장에 명기된 수출입 계약관련 서류를 받고
수출업자에게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추심결제방식은 수출자가 매매계약에 의거
하여 물품을 선적하고 관련 구비서류에 환어음을 발행, 첨부하여 거래은행과 수입자
거래은행을 통해 수입자에게 제시하면 수입자가 그 환어음에 대한 지급 또는 인수를
통해 결제하는 방법을 말한다. 송금결제방식은 상품의 인도, 인도 후 또는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송금하여 결제를 완료하는 방법으로 송금시기에 따라 사전송금방식, 사후송금
방식, 동시결제방식으로 구분된다. 또한 지급지시방법에 따라 전신송금환에 의한 결제,
우편송금환에 의한 결제, 송금수표에 의한 결제방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환결제
담당기관은 북한의 은행이 국가기관인 점을 감안, 초기에는 이에 상응하는 남한의 대외
거래 담당은행과 환거래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어느 정도 환결제 체제가 구축된
후 일반은행들도 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29)
또 하나의 방안은 2000. 12. 16. 채택된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에
따른 청산결제제도의 도입이다.30) ‘청산결제’란 국가 간 협정에 의하여 개별교역에
대해 거래마다 직접 현금결제를 하지 않고 양국의 지정은행에 개설된 청산계정에
수출과 수입액을 기장하여 두었다가 일정 기간(통상 1년) 단위로 그 대차의 잔액만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방식이다.31) 청산결제 방식은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다소 생소한
방식으로 국가가 독점적으로 무역을 하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에서 국가가 모든
29) 박재석･윤석훤･김효정,「남북교류 증대에 따른 우체국융의 활용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3년, 53~54면
30)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2000년 6월 15일에 발표된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진행되는 경제교류와 협력이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임을 확인하고 경제거래에 대한
청산결제체계를 세우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31) 북한에서는 ‘청산결제’를 ‘협정을 맺은 두 나라 또는 그 이상의 나라들 사이에서 무역 등 거래관계에서 생긴
채권과 채무를 금이나 외화를 주고받지 않고 서로 처리하는 결제방법, 서로 주고받는 상품을 국제시장가격에
기초하여 계약된 화폐로 계산하여 채권․채무를 상쇄하고 잔고만을 청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국제 결제방법’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307

2016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경제를 계획적으로 운영함에 있어 무역에 대해서도 연간 계획에 의해 정해진 거래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이다. 남북교역의 특수성, 북한의 경제체제를 감안하여
남북 당국은 남북교역에 관하여는 청산결제 방식의 사용을 원칙으로 정하였고, 그
이외의 경우 국제관례에 따른 일반결제 방식을 사용키로 합의했던 것이다. 청산결제의
대상은 남과 북이 합의하여 정하는 거래상품의 대금과 이에 동반되는 용역거래대금에
대하여 적용하고(제1조), 청산은행과 청산계정은 남과 북이 각각 선정하고 이 은행에
상대측 은행의 이름으로 청산계정을 개설하도록 하고 있다(제3조). 청산결제통화는
미달러화로 하기로 하고, 필요에 따라 남과 북이 합의하여 다른 화폐로도 할 수 있다고
하여 변경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조). 청산결제방식으로 진행하지 않는 대금
결제와 자본의 이동(일반결제)은 국제관례에 따른 일반결제방식으로 쌍방이 각각
지정하는 은행을 통하여 하였고(제8조), 청산결제 은행간 지급 지시를 한 통신수단으로
세계은행간 융 통신망(SWIFT :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을 이용, 이외 은행업무 수행을 위해 전화, 팩스 등 이용하기로
하였다. 남북 간에 위와 같은 청산결제 방식제도가 정식으로 시행되면 남북 간 직접
교역 비중 증가에 따라 제3국 은행을 통한 대금결제 시 부담했던 환전비용, 중개
수수료 등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남북교역의 투명성이 제고되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청산결제는 국가의 개입과 관리를 전제하기 때문에 자유무역원칙에 입각한
국제 교역 질서와 상반되므로(IMF협정 제8조는 쌍무적 결제 협약을 제한), 이에 대하여
내국 간의 거래로서 인정받기 위한 노력이 요구될 것이다.32)
한편, 현재까지 남북한 거래를 내국 간 거래로 인정한 국제적인 승인이나, 조약이
없는 상태이므로,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달리, 남북 간의 거래가 ‘내국 간 거래’로 인정
되지 않을 경우도 상정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

32) 남북한 거래를 내국 간 거래로 인정하는 국제적인 승인이나 조약이 없는 경우, 소극적 전략으로서 제3국이
남북한 거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 전에 국제적인 승인을 취득하기 위한 노력을 먼저 나서서 하지 않고,
대신 남북한 거래를 국제법상 ‘민족자결권’에 의해 보장되는 관행으로서 만드는 것, 향후 “남북교역에 관한
협정” 등의 형식으로 ‘국가와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 내부의 거래’라는 내용을 문서화하는 방안 등이
제안된 바 있다. (전홍택, 이영섭, “남북한 화폐, 금융통합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02, 252~25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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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남북한 거래가 대외거래로 규정이 되면, 이란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외환시장
에서의 ‘KRW’ 위치 특성상, USD는 늘 개입되기 마련이며, 제3자 제재(Secondary
Sanction)가 해제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금융거래는 불가능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이란과 한국 간 구축된 원화결제시스템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와 충돌을 막고, 특히 미국의 금융제재가 제3자 제재만 해제될
경우, 미국 달러화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기 위한 방법이 될 것이다.
다만, 이란과 한국간 원화결제시스템은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금융제재로 인하여
미국 달러로 결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란화와 한국원화의 화폐교환비율, 즉 환율은
크게 문제되지 않았기에 도입에 있어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이란
으로 부터의 주요 수입물품이 원유였고, 이에 대한 결제대금을 한국원화로 한국 내
은행에 개설된 계좌에 입금할 때, 국제원유시장의 원유가격이 나름의 기준이 되어,
수입원유의 한국 원화 가격을 건건이 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북 간 원화결제시스템의 도입은 국제원유가격과 같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남한의 원화와 북한의 원화를 결제통화로 함께 사용하는 방법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남한과 북한의 화폐간의 적정한 환율을 정해야 하고, 남북 간 화폐교환을 위한 은행
시스템 구축이라는 선결과제가 있다.33)

Ⅵ. 결 론
현재 국제사회 및 미국의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포함한 경제제재 조치로 인해 북한
과의 금융거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2016. 2. 10. 개성공업지구 폐쇄
조치로 인하여 남북 간의 어떤 교역이나 교류가 없는 상황에서 남북 간의 활발한 금융
거래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33) 남북한 직교시 결제통화 및 비율에 대한 최근 연구로 ‘남오연, 『남북의 황금비율을 찾아서』, (도서출판 행복에너지,
2015)에 비교적 상세히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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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존 남북 간의 금융거래는 남북한의 은행 간 환거래계약34)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남북 간의 직접거래가 어렵고, 통일 과정에서 남북 간에 금융거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제3국의 은행을 경유하여 대금결제가 이뤄져야 하므로 대금
결제의 번거로움은 물론이며, 추가비용이 들어 이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어 왔다.
한편,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UN 대북경제제재결의안을 통해 북한에 대하여
금융제재를 포함한 강력한 경제제재를 하고 있으며, 이는 통일 과정에서 변화하는
국내법과 상충될 가능성이 있어, 통일 과정에서 남북 간 금융거래를 위한 법제도를
마련해야 하는 한편, 그러한 국내법이 국제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충돌할 경우 어떤
대비책이 있을지를 함께 고려하여 살펴보았다.
국제사회의 이란에 대한 금융제재는 1979년 미국의 이란에 대한 일방적인 경제
제제 조치를 시작으로, 2002년 이란의 핵프로그램이 국제사회에서 문제가 되면서, UN
안전보장이사회도 적극적인 동참을 하게 되었다. 미국은 2010년 ‘포괄적 이란제재법
(CISADA)35)’을 통해 에너지와 금융 분야에서 미국의 대이란 제재조치의 적용범위를
확장하는 것으로 이란의 석유 관련 사업에 대한 (재)보험, 해운서비스 제공 기업을
제재하고, 이란의 대량살상 무기 개발 및 테러활동을 지원하는 개인과 거래하는 해외
금융기관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고, 2010년 UN 안전보장이사회는 UN 제재결의안
(UNSCR 1929호)을 채택하여 사실상 이란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게 되었고,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한국 정부도 이란과의 거래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제재 속에서는 한국과 이란과의 거래는 ‘원화결제시스템’이라는 방법을 통해
국제사회의 대이란 금융제재를 피하여 이뤄졌는데, 이는 현재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금융제재 하에서 남북 간 거래가 이러한 금융제재 조치들과 충돌하지 않고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준다. 다만, 이란과의 교역은 주로 원유 수입과 그 대금결제에 있어
양국 간의 화폐교환비율이 크게 문제되지 않았으나, 남북 간 거래의 경우 원화결제
시스템 도입 시 화폐교환비율을 정하고, 은행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선결과제가 있다.
34) 환거래계약이란 송금, 무역거래, 자본거래 등 외환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은행 간에 이루어질 업무의
종류, 거래통화의 종류, 대금결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을 맺는 것을 말한다.
35) Comprehensive Iran Sanctions, Accountability and Divest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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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금융제제는 2016. 1. 17. JCPOA에 따른 제재해제
이행일(Implementation day)이 됨에 따라, 그 해제가 시작되었는데, 이에 따라
이란은 국제 에너지 시장에 복귀하는 한편, 중앙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과의 거래, 투자,
수출입 등이 허용되었고 해외에 동결되었던 이란 자산의 회수 역시 허용되었다.
한국에서는 2016. 1. 17.부터 전략물자,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귀금속 등 대이란
교역금지 규정을 폐지하고, 전략물자관리원에서 발급받아야 했던 ‘비금지확인서’도
필요 없게 되었다. 그러나 해제 내용에 대한 분석 결과, 2016년 미국의 이란에 대한
금융제재 해제는 1) Primary Sanction (미국인 제재) 가 아닌 2) Secondary Sanction
(제3국 제재)의 해제로서, 제3국의 개인, 기업은 이란과 무역, 금융 등의 거래를 할
수 있지만, ‘달러화(USD)’의 사용이 직･간접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국내에서는 아직
까지 이란과 직접적인 교역 및 금융거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그 이유는, 국내기업이 이란으로 수출입대금 및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원화가
아닌 USD, EUR 등 매개화폐가 필요하나, 국내 금융시장 여건상 원화 이외 화폐와는
USD를 매개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USD 개입이 없이는 외환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기업은 이란과 USD EUR CNY 등 어떤 외화로도
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이고, 원칙적으로 거래는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은행업무가
불가능한 상황인 것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이에 기획재정부 및 관련 부처에서는 ‘유로화’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 거래를 USD 매개가 아닌 것으로 미국 정부로부터 암묵적 승인을 받게 되고,
‘특별한 유로화 결제시스템’을 통해 한국-이란간의 직접 금융거래를 2016년 9월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이 시스템은 한국-이란 직접 거래에 국한하여 미국의 제재가 되지
않는 유로화 결제 시스템이며, 수출입대금을 원화 또는 유로화로 선택하여 결제하는
것인데,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금융제재가 해제될 경우, 첫 단계에서는 이란의 경우
처럼 제3국 제재의 해제가 될 가능성이 크고, 그럴 경우 역시 USD 달러화를 매개로는
거래가 어려우므로, 남북 간 직접 거래의 경우 수출입대금을 유로화나 위안화 등 제3의
화폐로 선택하여 결제하는 시스템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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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대안 모색은 남북 간의 거래가 ‘내국 간의 거래’로서 국제사회의 묵인 내지
승인을 받지 못하고, 국제사회에서 향후 남북 간의 거래에 국제법의 엄격한 적용을
요구받거나, 그동안의 내국 간의 거래로서 특별한 이의제기를 받지 않는 상황과 달리,
직접적인 이의제기를 받거나 할 경우에 대비한 것이다. 이러한 대비는 현재까지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북한의 핵개발 및 핵실험 등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날로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남북 간에 협력과 교류가 평화통일이라는 공통의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지속되어 온 상황과 달리, 현재는 남북 간의 협력과 교류가 거의
단절되고, 한국 정부가 대북경제제재에 어느 때보다 적극적이고, 독자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는 만큼, 향후 남북 간의 특수 관계를 국제사회에서 주장하기 어려워 질 수도
있다는 전제 하에 대안을 살펴본 것이다.
따라서 남북 간의 거래가 특수 관계로서 ‘내국 간 거래’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다면, 그동안 남북 간 금융거래에 도입할 방안으로 제시되고 실제로 합의서까지 마련된
‘청산결제방식’을 좀 더 발전시켜 채택하는 방안이 좀 더 합리적일 수 있을 것이며,
어떤 형식이든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조치에 동참하면서도 남북한이 한 민족으로서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에 있다는
점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향후 남북 간 거래가 국제법과
충돌하여 가로막히는 일이 없을 것이다.

312

   남북 간 금융거래 관련 법제도 및 통일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참고문헌
김진섭,고재길,남금천, “남북교역의 대금결제 관행과 대응방안”, 『한국관세학회』, 관세
학회지 제12권 제4호
법무부, 「북한 북남경제협력법 분석」, 법무부, 2006
전홍택, 이영섭, “남북한 화폐, 금융통합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02
이지현, “북한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와 ‘해제프로세스’ 전망: 리비아와 베트남 사례가
주는 시사점”,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논문, 2008
정선윤, “한국의 대북제재: 분석과 시사점”, 『수은북한경제』, 2016년 봄호(통권 제48호)
임강택,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수은북한경제』, 2016년
여름호(통권 제49호)
조영조, “북한의 금융, 외환제도와 개성공단 적용방안”, 『통일과 국토』, 가을, 겨울호
2002.
박재석･윤석훤･김효정,「남북교류 증대에 따른 우체국융의 활용 방안」, 정보통신정책
연구원, 2003년,
남오연, 「남북의 황금비율을 찾아서」, 행복에너지, 2015
김정만, “북한 금융 제도 현황과 과제”,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 2009 가을호
통일부, 「개성공업지구 법규집」, 통일부, 2014
현대경제연구원, “남북한 청산결제제도의 운용 방안과 과제”, 『통일경제』,2006 제9호
양의석･김아름, 對이란 제재･해제 과정 및 주요국의 에너지 외교활동, 에너지경제연구
원, 2016
강명구･김규연, 대이란 경제제재 해제와 기대효과, KDB 산업은행, 2016
기업은행, 대이란교역 투자설명회(2016.2),

313

2016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법무법인 태평양, 이란시장 진출전략 세미나(2016. 4)
삼정 KPMG, 이란 시장 개방에 따른 우리 기업의 선제적 투자 진출방안 모색
(2016. 9)

314

2016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인

쇄

2016년 11월

발

행

2016년 11월

발 행 처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팀
(044) 200-6823

편집/인쇄

경성문화사
(044) 864-5577

이 책자에 수록된 내용은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법제처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무관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