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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와 같은 면지

2017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올해는 북한의 대남 도발 위협이 지속되는 등 남북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핵 문제로 인하여 그 어느 때 보다도
남북관계가 경직되고, 한반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의 통일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올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으며, 통일을 통하여 새로운 국가공동체를 형성하고 새로운 문화와 질서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비한 사전적 준비와 연구를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70년에 가까운 분단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 남과
북은 이질적인 정치, 경제, 사회 제도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통일은 법제통합을
통해 규범적으로 완결되고, 한반도의 통일 미래는 법제화를 통해 구체화된다는
점에서 남북한의 이질적인 법제도의 통합을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제처에서는 이러한 법과 제도의 통합을 위한 준비 작업으로서 1999년부터
매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여 최근의 북한 법제 동향과 핵심 이슈
등을 중심으로 통일에 대비한 실질적 논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특히, 올해 연구보고서에서는 현행 북한인권법의 제정 과정과 개선방향에
관하여 연구한 ‘북한 인권법에 관한 고찰’, 남북한의 출입국관리법제를 비교･
분석한 ‘남북한의 출입국관리법제 비교연구’ 등 총 6편의 논문을 수록하였
습니다.
남북법제 연구보고서는 통일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전문가들의 통일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담은 결과물로서, 이러한 고민과 노력들이 평화와 공존의
한반도를 만들고, 통일한국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에 발간한 『2017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가 정부의 통일정책을 법제
적으로 지원하고, 남북법제를 연구하는 관련 기관과 관계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연구보고서의 집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필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12월

법제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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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남북한 주민등록법제 비교연구

Ⅰ. 서론
최근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발사 등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남북한1)
간 군사적, 정치적 긴장상태 또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최고조로 심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7.6 베를린선언(베를린 구상)2)과 함께 과거 개성
공단 폐쇄 등 급속히 냉각된 남북한 교류협력의 재개와 관계회복을 추진하고 있는 등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3)를 통한 대북압박과 병행하여 남북한의
평화기반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등, 작금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70여 년간
지속되어온 남북한의 분단 상황은 영구할 수 없으며 그 시기가 늦어질 뿐 어떤 형태
로든 남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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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4) 남한의 헌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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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을 ‘남한’이라 하고,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북한’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명섭, 2012, 373면)
2) 1. 흡수 통일 등 인위적 통일시도 배제와 평화 추구, 2. 북한 체제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 추구,
3. 한반도 평화 협정 체결 추진, 4. 북핵 해결을 전제로 한 한반도 경제공동체 추진, 5.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한 비정치･민간 교류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문제인 대통령의 신한반도 평화비전 연설을 말한다.(통일부,
보도자료, 2017.7.6.)
3) 2017년 7월 12일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하여 유엔 헌장 7장 제41조(비군사적 제재)에
따라 강력한 제재조치를 담은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채택하였다. 동 결의안은 1. 유류 공급 제한(원유의 결의안
채택 시점의 현 수준 유지(현 원유 공급량은 400만 배럴로 추산됨)와 LNG(액화천연가스), 콘덴세이트
(Condensate:천연가스에서 나오는 휘발성 액체 탄화수소, 석유화학의 기초인 나프타 성분 다량 함유)의 대북
수출 전면 금지, 2. 재제 대상 추가(개인인 노동당 군사위원 박영식의 여행금지와 자산동결과 단체인 중앙군사위,
조직 지도부, 선전 선동부(자산동결), 3. 해상 검색･차단(1.금지 품목 적재 의심 선박에 대해 기국(선박 국적국)
동의 하에 공해상에서 검색 가능, 2. 동의하지 않을 시, 해상 선박을 적절한 항구로 이동 시켜 검색, 3. 공해상에
선박 대선박 이용 이전 금지(선박에서 선박으로 물품 이전 금지)), 4. 북한 해외 노동자 제한(북한 노동자의 신규
허가를 금지하고 기존 노동자는 기간 만료 시 추가 허용 불가), 5. 북한의 섬유제품 수출 금지(모든 직물 및
의류 완제품･부분품 수출 금지), 6. 북한과 합작 사업 설립･유지･운영 전면 금지(기존 합작 사업체는 10일 이내
폐쇄해야 함.)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동 결의안의 채택 이후, 미국은 2017년 9월 21일 북한과 거래를
하는 제3국 금융기관과 기업, 개인에게 미국 내 은행계좌 개설 및 금융거래 금지와 자산 동결과 외국 선박과
항공기의 180일 이내 미국 입항과 착륙 금지 및 입국 금지 등 제재를 가하는 행정명령인 세컨더리 보이콧
(Secondary boycott)을 발표하였다.(통일부 블로그, 2017.9.12., 주간동아, 2017.10.3. 참조)
4) 동서독 통일 당시 서독 기본법 제23조(가입방식)과 제146조(통일헌법 제정방식)의 두 가지 통일 방식을 놓고
견해대립이 있었으나, 서독으로의 가입을 통한 즉각적인 통일을 주장한 독일 동맹이 동독 자유의회 선거에서
승리함에 따라 서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통일이 이루어졌다. 통일조약 제1조는 ‘동독 지역의 신설 5개 주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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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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하기도 어렵다.5) 따라서 분단 이후 70여 년간 단절되어 양 체제에 적용되어온 남북한간
관련 법제들에 대한 비교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남북한 통일과 함께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 통일헌법의 제정과 통일
정부와 국회의 수립을 위한 공직선거의 실시6)이며, 이를 위해 통일 이후 북한 주민들
가운데 선거권을 가진 선거인의 파악이 필요하다.
남북한 체제의 상이성과 선거제도의 차이7)로 인해 남북한의 선거제도와 관련 법제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어렵지만 현행 남북한의 헌법을 비롯해 공직선거법 및 각급인민
회의대의원선거법 등 선거 관련 법령은 일반(보통)선거, 직접선거, 평등선거, 비밀
선거의 원칙을 유사하게 명시하고 있으나, 선거인의 대상과 범위 측면에서 ‘국민인
주민’ 뿐만 아니라, ‘주민이 아닌 국민’인 재외국민과 ‘국민이 아닌 주민’인 영주 외국
인에 대해 차이가 있으며, 선거인 파악을 위한 절차법인 남한의 주민등록법과 북한의
공민등록법의 경우 국민과 주민, 공민의 개념 및 등록절차 등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남북한 통일 이후, 남한의 공직선거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남한의 주민
등록법에 근거한 ‘선거인’ 파악을 위해 공민등록법에 따라 공민증 또는 평양시민증을
발급받은 북한 주민들도 통일 헌법과 관련법이 보장하는 선거인으로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남한 주민과 동등한 신분상 지위와 선거권의 부여 및
기본법 제23조에 의거하여 동독의 독일연방공화국 가입 발효와 동시에 1990.10.3.부로 독일연방공화국의 주들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송인호, 2015, 51-52면)
5) 김경민, 2016, 118면
6) 동독 주민들은 통일 전 동서독의 국가 구조를 동일하게 가져가야 한다는 전제하에 연방제와 지방자치제도의
부활을 추진하였고, 동독 인민회의는 분단 전 역사적, 문화적으로 이미 형성되어 있던 기존의 5개주의 부활을
결정하였으며 통일 후 구동독의 기존 주들은 서독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5개의 새로운 주로 재구성되어 서독연방에
가입되었으며, 서독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를 뒷받침할 새로운 행정조적의 구성에 적극 협조하였다.(송인호,
2015, 63-64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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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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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 파악을 위한 주민등록 절차 등 관련 법제의 정비를 통한 주민등록제도의
확대･적용이 필요하다.
한편, 북한 주민의 선거인으로서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남한의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는 영토조항을 명시함
으로써 대한민국이 주권이 미치는 미수복지역인 북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한 대한
민국의 국민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명시한 남한의 헌법 제24조에 따라 이들 북한 주민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대법원 판례8)에서도 현재 북한주민은 현행 남한의
헌법과 국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아무런 장애 없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불법단체인 북한 정권이 제정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이하
‘사회주의 헌법’이라 한다.)과 국적법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등록법(이하
‘공민등록법’이라 한다.)등 북한법률에 따라 북한국적을 취득하여 북한의 공민증을
발급받은 자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이를 유지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남북한 통일 이후, 통일국가의 국민으로서
공민증 또는 평양시민증을 발급받은 북한 주민들에 대해 남한의 주민등록법에 따른
등록절차를 거쳐, 남한의 공직선거법 제3조와 제4조에 따른 북한지역의 선거인 파악과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의 등록과 작성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공민)인 주민’인 선거인에 대해 이러한 남한의 헌법과 관련 법령 및
판례의 입장에 대해 현행 북한의 헌법을 비롯한 국적법 및 공민등록법 등 관련 법률
또한 남한과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재외국민 및 영주 외국인을 선거인으로
포함9)하는 남한의 공직선거법 및 지방자치법 등과 달리 북한의 각급인민회의대의원
선거법 및 지방주권기관법 등은 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 남북한간 통일의
형태를 남한의 흡수통일로 속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들의
8) 대법원 1996.11.12. 96누1221 판결
9) 헌법재판소 2007.6.28., 2005헌마643 ; 주민등록만을 요건으로 주민투표권의 행사 여부가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국내거주 재외국민’을 ‘주민등록이 된 국민인 주민’에 비해 차별하고 있고, 나아가
‘주민투표권이 인정되는 외국인’과의 관계에서도 차별을 행하고 있는 바, 그와 같은 차별에 아무런 합리적 근거도
인정될 수 없으므로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다. (권영효,송서순,
2009, 131면) 따라서 남한의 현행 공직선거법은 재외국민의 경우,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한하여, 영주 외국인의 경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한하여 선거인의 범위에 각각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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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선거제도를 통해 주로 반영되는 만큼, 한반도 통일 이후
법과 제도들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북한주민의 주권적 의사가 왜곡
되지 않고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남북한 주민간 형평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북한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있도록 관련 법제를 정비하는 것이 통일의
초기단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통일 이후, 현행 남한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이라 한다.) 제2조10)에 따른 북한이탈주민들의 법적지위의 변화가
예상되는 바, 이들에 대한 법적 연구도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남북한 통일 이후 실시될 각종 선거의 시행을 위한 선행되어야할
선거인 파악을 위해 북한지역 주민들에 대한 주민등록 사무를 위한 주민등록제도의
적용과 관련 법제의 통합과 현행 남북한의 대한민국 헌법 및 사회주의헌법을 비롯해
남한의 공직선거법 및 주민등록법 등 관련 법제와 북한의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법
및 국적법과 공민등록법 등 관련 법제를 중심으로 비교･연구함으로써 통일 이후 선거인
및 선거관리의 기준이 되는 선거인 등록 및 파악을 위한 남북한간 주민등록관련 법제의
통합과 적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선거인’의 법적 개념과 범위
1. 남한 공직선거법상 ‘선거인’의 법적 개념과 범위
남한의 현행 공직선거법 제1조는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히 행해지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
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동법 제2조는 그 적용
범위를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로 명시
하고 있다. 또한, 남한의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은 만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10) 동법 제2조 제1호는 ‘북한이탈주민’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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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제3조는 선거권이 있는 사람,
즉 자연인으로서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주민인 국민’과 ‘재외
국민11)’을 ‘선거인’으로 명시하고 있다. 단, 공직선거법 제37조 제1항12)은 재외국민의
경우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한하여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는 영주 외국인13)에게도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장 선거에 한하여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어 선거인의 범위를 국내외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국민이 아닌 주민’인 영주 외국인까지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4조는 선거인 파악을 위한 선거관리의 대상이 되는 인구의 기준을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국민의 최근 인구통계에 따르며 지방
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는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의 수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외국민의 선거권 부여와 관련하여, 2007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14)에 따라 2009년 2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
의원선거에 대한 선거권이 부여15)되어 2012년 4월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및 제18대
대통령선거부터 재외선거제도가 실시되었다. 헌법재판소의 본 결정은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재외국민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으로, 판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실현수단으로서 선거권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입법자는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하여야 하고, 선거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합헌성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의 강도도 엄격하여야 하는 점에서, 선거권을
11) 재외동포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공직선거법 제3조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외선거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함.
12) 동 조항은 선거인명부작성과 관련하여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영주 외국인’)을 포함하나, 제218조의13에 따라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
또는 다른 구･시･군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고 명시함.
13) ‘영주권 취득일 기준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함
14) 헌재 2007.6.28, 2004헌마644･2005헌마360(병합) ;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2005.8.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2항 제1호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 조항부분은 2008.12.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결정하였다. (이윤환, 2008, 36면)
15) 2017년 7월 3일 심재권 의원은 제20대 국회에서 지역구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선거권을 인정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재외국민에게도
이들 선거에 대한 투표권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음(심재권, 2017, 의안번호 7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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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하는 입법은 헌법 제24조에 의해서 곧바로 정당화될 수는 없고,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고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도 선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으며, 특히 보통선거의 원칙에 반하는 선거권 제한의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한계가 한층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 둘째, 선거권의 제한은 불가피하게 요청되는 개별적･구체적 사유가 존재함이
명백할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고, 막연하고 추상적인 위험이나 국가의 노력에 의해
극복될 수 있는 기술상의 어려움이나 장애 등을 사유로는 그 제한이 정당화될 수 없으며,
북한주민이나 조총련계 재일동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선거의 공정성,
선거기술적 이유 등16)은 재외국민등록제도나 재외국민 거소신고제도, 해외에서의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제한이나 투표자 신분확인제도, 정보기술의 활용 등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 셋째, 납세나 국방의무와 선거권 간의 필연적인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마지막으로 직업이나 학문 등의 사유로 지진 출국한 자들이 선거권을 행사
하려고 하면 반드시 귀국해야 하고 귀국하지 않으면 선거권 행사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귀국해야 하고 귀국하지 않으면 선거권 행사를 못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해외체류자의 국외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의 자유, 공무담임권, 학문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희생하도록 강요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며, 국제화시대에 해외로 이주하여
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이 자발적 계기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이유
만으로 국민이면 누구나 향유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선거권의 행사가 부인되는
것은 타당성을 갖기 어렵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인정하는 것이
헌법적 요청이라 하더라도 선거 기술적 측면과 선거의 공정성 확보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고, 동법 제37조 제1항 등이 즉시 효력을 상실하면 향후
선거를 실시할 수 없는 법적 혼란 상태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잠정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고, 늦어도 2008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17)
또한 남한의 주민등록법 제24조는 2016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상실되는 기존의
16)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1994.12.22. 법률 제4796호로 개정된 것)상 재외선거제도의 도입 반대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한 헌재 1999.1.28. 97헌마253-270(병합); 헌재 1999.3.25. 97헌마99의 주요 결정 논거에
따름.
17) 주승희, 2013, 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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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대신 국･내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출국하는 만
17세이상의 재외국민도 신청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편, 영주 외국인의 선거권 부여와 관련하여, 2005년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2006년 5월 31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남한의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의 외국인 6,726명에게 투표권을 부여했다. 남한의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기본권의 주체에 외국인이 포함되는가에 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해 왔다.
외국인이란 남한 국적을 갖지 않고 외국국적을 보유한 자는 물론이고 무국적자도 포함
하는 개념으로 남한의 헌법 제6조 제2항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법적 지위에 기본권주체
로서의 지위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도 외국인에게도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18)라고 보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외국인에게 모든 기본권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19) 참정권에 대해서는 성질상에 제한이 있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20) 따라서 현행 남한의 공직선거법도 영주 외국인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에 대한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피선거권은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정당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외국인의 정당가입도
금지하고 있다.21)

2. 북한 선거법상 ‘선거인’의 법적 개념과 범위
북한의 사회주의헌법(2012년 4월 13일 개정) 제4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노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으며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라고 하여 ‘근로인민’이 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북한의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은 ‘선거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선거인의 대상 및
18)
19)
20)
21)

헌재 1994.12.29, 93헌마120; 헌재 2001.11.29., 99헌마494.
헌재 2007.8.30, 2004헌마670.
헌재 2001.11.29., 99헌마494.
정재황, 2010, 212-2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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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에 대해 동법 제2조는 ‘만 17살 이상의 공민22)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 받을 권리를 갖고
있으며, 조선인민군, 조선인민경비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고
명시하여 ‘공민인 주민’에 한하여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법 제2조는 남한 공직선거법의 ‘재외국민’과 유사한 개념으로 다른 나라에 거주
하고 있는 북한의 공민의 경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 한해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선거권의 경우, 북한에 거주하는 기간 중 희망해 따라 투표에 참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북한의 공민등록법 제3조는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공화국공민의
등록은 북한의 영사대표기관이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동법 제5조는 “다른 나라
국적에서 제적하고 공화국국적을 소유한 공민이 북한에 거주하려 할 경우 공민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외국인에 대해서는 북한의 사회주의헌법
제17조가 “북한 내 외국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는 있지만, 북한의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은 영주 외국인의 경우, 선거권 부여 및 선거인의 대상
으로서 명시하고 있지 않아 각급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선거인의 대상과 범위 면에서 남한의 공직선거법과
차이가 있다.

Ⅲ. ‘국민’ 및 ‘주민’과 ‘공민’의 법적 개념과 요건
1. ‘국민’의 법적 개념과 요건
국민이란 한 국가의 인적 구성원들을 말하며, 국적이란 어느 특정 국가의 구성원
으로서 국민이라는 자격이나 지위를 말한다. 남한의 공직선거법은 선거권을 갖는 선거
인으로 ‘국민인 주민’과 ‘주민이 아닌 국민’인 재외국민 그리고 ‘국민이 아닌 주민’인
영주 외국인을 명시하고 있다. 남한 헌법 제2조 제1항의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22) 북한은 1992년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최소 연령을 만18세에서
만 17세인 공민으로 하향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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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은 법률로 정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남한의 국적법 제1조는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국적의 취득과 관련
하여 남한의 국적법 제2조 제1항은 출생23)에 의하여 국적이 자동적으로 부여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남한의 국적법은 후천적 취득으로서 인지(認知), 귀화에 의한 취득,
부모의 귀화에 수반하는 자녀의 국적취득, 국적회복에 의한 취득 등을 규정24)하고
있으며, 동법 제5조, 제6조, 제7조는 귀화의 요건에는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를
명시하고 있다.25)
한편, 북한주민을 남한의 국민으로서 남한 공직선거법 상 선거인의 지위부여와
관련하여 남한의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는 지리적･역사적 개념이라 할
것이며,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이므로 북한지역과 독도 등은 당연히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인정26)하고 있으므로 북한지역에도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친다. 그러나 남한
헌법상 북한의 지위에 대해서는 학설27)과 판례가 대립되어 있다. 대법원의 판례도 같은
취지이다.28)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고 있고 대한민국의
23)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 출생 당시에 부(父) 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제2호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제3호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자
24) 국적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5조 내지 제7조,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25) 정재황, 2010, 69-70면.
26) 헌재 2008.11.27. 선고, 2008 헌마 517, 김철수, 2013, 149면.
27) 영토조항과 관련하여 남한의 헌법제3조와 제4조 ‘평화조항’간의 관계가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1. 헌법 제3조가 우위를 가진다고 보고 한반도 전역에 남한 헌법의 효력이 미치고 북한지역은 불법단체가
점령하고 있다고 보는 헌법 제3조 우위설, 2. 오늘날 남북 간 교류와 UN동시가입 등의 현실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통일조항인 헌법 제4조가 우선한다고 보는 제4조 우위설, 3. 헌법 제3조와 제4조를 조화롭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조화설 등으로 나뉘어지고 있다.
(정재황, 2010, 78면)
28) ‘북한지역은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므로, 이 지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칠 뿐 대한민국의 주권과 부딪치는 어떠한 주권의 정치도 법리상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결하고 있다.(대법원
1961.9.28. 선고 4292행상48) 또한,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법리상 이 지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부딪치는 어떠한 국가단체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므로
비록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주권국가로 존속하고 있고, 우리 정부가 북한 당국자의 명칭을 쓰면서 정상회담
등을 제의하였다 하여 북한이 대한민국의 영토고권을 침해하는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0.9.25. 선고 90도1451) 한편,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영토조항(제3조)을 두고 있는 이상 대한민국의 헌법은 북한지역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에 그 효력이
미치고, 따라서 북한지역은 당연히 대한민국의 영토가 되므로, 북한을 ‘외국’으로 북한의 주민 또는 법인 등을
‘비거주자’로 바로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개별 법률의 적용 내지 준용에 있어서 남북한의 특수관계적 성격을
고려하여 북한지역을 외국에 준하는 지역으로, 북한주민 등을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11.12. 선고 2004도4044 판결 참조, 헌재 2005.6.30. 선고 2003헌바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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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권은 현재는 정전상태인 휴전선남방에서만 실효적으로 행사되고 있으며 그 북방
(북한의 사회주의헌법은 ‘북반구’라 함)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남한 헌법 제3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공간적 존립기반으로서 영토의 범위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하여 북한지역에 대해서도 남한의 주권이 미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남한 헌법 제14조가 모든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장관의 허가 없는 북한지역의 여행에는 탈출죄를 적용하고 있다.29)
한편, 남한 헌법 제3조는 북한을 포함한 전 한반도에 걸친 주권적 권력을 선언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이 대한제국, 대한민국임시정부, 그리고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정통
성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으며 한반도에는 대한민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의 승인은
불가능함을 주장하는 조항으로 영토에 대한 스스로의 제약을 통해 이웃국가들에 대한
평화적 의지를 선언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동 조항은 북한지역을 남한의 헌법체제
내에 둠으로써 대내외적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주장할 수 있고, 분단 상황이라는
남북한의 특수관계론 정립30)이 가능하며, 북한주민의 법적 문제 및 교류에 있어서의
특혜를 줄 수 있고 마지막으로 통일시 외세 개입 차단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31)
즉, 영토조항과 관련한 여러 학설32)이 있으나 다수설은 남한 헌법 제3조는 미수복

29)

30)

31)
32)

같은 취지로 헌재 2006.7.27. 선고 2004헌바68 결정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과 남한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의 상호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주장취지는 결국 당해 사건에서 북한 문화재가 단순경유지가
아닌 제3국으로부터 남한지역에 도착한 경우에도 이를 관세법상의 수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법률조항들을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 즉 순수한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문제로서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라 할 수 없고(헌재 1992.6.26. 90헌마73, 헌재 2003.2.27. 2002헌마4 등 참조) 또한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과도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5.6.30. 2003헌바114 참조)(김철수, 2013, 149면)
외국인이 제3국에서 북한에 들어간 때도 남한의 국가보안법 상 탈출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11.20. 선고
97도2021). ‘형사법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신분범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위의 주체에 따라 행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의 법문에 그 행위주체가 내국인으로
제한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자의로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실지로 행사되는
지역으로부터 벗어나는 행위와 제3국에서 거주하다가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는 행위는
외국인의 국외범 해당 여부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모두 위 법조항에 정한 ’탈출‘행위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김철수, 2013, 150면)
1991년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관계를 ‘쌍방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전제하였다. (이효원, 2014, 224면, 송인호,
2015, 177면)
이승현, 2006, 155-157면.
남북한특수관계론에 따라 북한에 대한 국가성의 실체를 인정한다는 전제하에, 남한 헌법 제3조에 따라
국가관할권을 갖지만, 동법 제4조에 따라 일정한 규범영역에 있어서 국제법적 원칙을 적용할 경우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과 같은 북한이 평화통일을 위한 화해와 협력의 상대방으로
인정되는 규범영역에서는 남한의 법률이 북한지역과 북한주민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이효원,
2014, 266-267면)

2017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13 

part
01
남
북
한
주
민
등
록
법
제
비
교
연
구

part 01

남북한 주민등록법제 비교연구

지역인 북한33)을 차지하고 있는 북한정권은 대한민국의 단일성에 위배되는 국내법
적으로 주권국가로 볼 수 없는 불법단체로서 대법원 판례도 북한지역에도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4조의 신설과
남북한의 UN 동시가입 및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이후에도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의
규범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다만, 북한의 이중적 지위 즉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을 인정하고 있다.34) 이런
점에서 헌법적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을 독립적인 국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국제법적
관점에서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으로 인하여 북한이 유엔으로부터 국가로 승인을 받은
것과 별개로 국내법적으로는 어디까지나 단일한 국가의 내부 관계로 보아야 할
것이다.35)
한편, 남한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과 논란이 되고 있는 남한 헌법 제4조는 “대한
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평화통일조항을 명시하여 무력에 의한 통일방식이 아니라 자유
민주주의의 다원적인 대화와 평화적인 교류를 통하여 통일을 성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동 조항은 대북정책의 법적 기초를 설정하고 있는 남한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과 남북한 간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33) 남한의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는 1. ‘이북5도’를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하며 2. ‘미수복 시･군’이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 경기도와 강원도의 시(市)와 군(郡)으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시와 군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34)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7도10121 판결 등),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 그 때문에 반국가단체
등을 규율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도 계속 유효하다.’ ;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누1221 판결), ‘설사
북한법의 규정에 따라 북한국적을 취득하여 중국 주재 북한대사관으로부터 북한의 해외공민증을 발급받은 자라
하더라도 북한지역 역시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칠
뿐이고, 대한민국의 주권과 부딪치는 어떠한 국가단체나 주권을 법리상 인정할 수 없다.’ ; (헌법재판소 1993.
7. 29. 92헌바45,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대남적화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 자유민주체제의 전복을 획책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함께 갖고 있음이 엄연한 현실인
점에 비추어(하략)’ (송인호, 2015, 177면)
35)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판결, ‘북한이 유엔에 가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유엔이라는 국제기구에
가입한 다른 가맹국에 대해서 당연히 상호간에 국가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는 없다는 것이 국제정치상 관례이자
국제법상 통설적인 입장이다. 그리고 기존의 남북합의서, 남북정상회담, 남북공동선언문 등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회담과 경제협력 등의 현상들만으로 북한을 국제법과 국내법적으로 독립한 국가로 취급할 수 없다.
남･북한 사이의 법률관계는 우리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북한을 정치･경제･법률･군사･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우리와 대등한 별개의 독립국가로 볼 수 없다. 남･북한의 관계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이다.‘ (송인호, 2015, 1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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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남한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근거가 되고 있는데, 양 법률 또한
‘남북한의 거래를 국가 간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라고 명시하고 있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36)라고 볼 수 있다.37)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북한 주민의
선거인으로서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남한의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는 영토조항을 명시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주권이 미치는 미수복지역인 북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명시한 남한의 헌법 제24조에 따라 이들 북한 주민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된다고 해석
할 수 있다. 또한, 대법원 판례38)에서도 현재 북한주민은 현행 남한의 헌법과 국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아무런 장애 없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불법
단체인 북한 정권이 제정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이하 ‘사회주의
헌법’이라 한다.)과 국적법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등록법(이하 ‘공민등록법’
이라 한다.)등 북한법률에 따라 북한국적을 취득하여 북한의 공민증을 발급받은 자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이를 유지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한편, 북한은 남한의 헌법과 달리 명확한 영토조항을 명시
하고 있지는 않지만, 북한의 국적법 제2조도 남한의 국민과 그 개념이 유사한 공민에
대해 ‘공화국 창건 이전에 조선의 국적을 소유하였던 조선사람과 그의 자녀로서 그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자’로 명시하여 현재 남한주민도 공민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남북한 통일 이후, 통일국가의 국민으로서 북한의 공민등록법에 따라
공민으로서 공민증 또는 평양시민증을 발급받은 북한주민들에 대해 남한의 주민
등록법에 따른 등록절차를 거쳐, 남한의 공직선거법 제3조와 제4조에 따른 북한지역의
선거인 파악과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의 등록과 작성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36) 김경민, 2015, 25-28면.
37) 정재황, 2010, 78-79면. 통일부 ,2015.12. 83-84면.
38) 대법원 1996.11.12. 96누12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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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의 법적 개념과 요건
남한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남한의 국적법은 출생 또는 귀화 등을 통해 선천적, 후천적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를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 등은 북한주민도 남한의 국민으로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남한의 공직선거법은 국적뿐만 아니라 거주성을 기준으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한하여 영주 외국인도 주민으로서 선거인의 범주에 포함
하고 있다. 따라서 남한의 공직선거법 상의 선거인의 대상이 되는 국민과 주민의 개념은
거주성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주민’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인적구성 요소로서 남한의
지방자치법 제12조는 “지방자치단체39)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
단체의 주민이 된다.”라고 주민의 자격을 명시하여, 주소를 가진 자이면 인종, 국적,
성별, 연령, 행위능력의 여하를 묻지 않고 주민이 된다. 객관적으로 생활의 본거로 인정
되는 주소를 가진 사실에 의하여 등록과 같은 공증행위를 요하지 않고 당연히 주민의
지위가 인정되며 주민등록법 제23조 제1항은 주민등록지를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주민등록법의 목적은 동법 제1조에 따라 주민이 되는 요건은
아니고,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인구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적정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절차에 그친다.40)
또한,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은 “국민인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지방의회 선거의 선거인으로 ‘국민인 주민’이라고 규정함
으로써 ‘국민이 아닌 주민’인 영주 외국인을 선거인으로 포함하고 있는 공직선거법41)과
상충된다. 반면, 북한의 지방주권기관법 제4조는 지방주권기관인 지방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가 그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고 보호해야할 대상으로 ‘노동자, 농민,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을 명시하고 있으며, 공민등록법은 제6조는 ‘인민보안기관은 공민을
39)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와 2.
시,군,구의 두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40) 김동희, 2017. 59면, 길준규, 2015. 677면.
41)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2호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제37조 제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출입국관리법
제34조(외국인등록표등의 작성 및 관리)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는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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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대장에 빠짐없이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할 뿐, ‘주민’의 개념이나 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 남한의 공직선거법 제15조는 “만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과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의 경우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영주 외국인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3조는 주민이 선거인이 되기 위해서는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조는 “선거사무관리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국민의 최근의 인구통계에 의하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는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 수를 포함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동법 제37조는 명부
작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그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42)를 투표구 별로 조사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북한의 공민등록법 제1조가 동법의 사명을 “공민을 장악등록하여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공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데 이바지 한다.”라고 명시
하였다면, 남한의 주민등록법 제1조는 “시･군 또는 구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
시키고 선거사무 등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명시하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주민등록’이란 남한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행하는 주민의 등록을 말하며 주민등록법
제6조 주민의 신고에 따른 주민등록의 신고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주민등록법
제8조 제1항과 제2항은 각호에서 거주지가 분명한 거주자,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거주
불명자, 재외국민, 영내 거주 군인이 30일43)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질 경우 주민등록의 대상이 되며 동법 제11조는 주민등록 신고

42)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경우 영주 외국인을 포함하고,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재외국민과
다른 구･시･군의 국외부재자신고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43)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실질적으로 옮기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주지를 이동하였다는
이유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그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에 대해 대법원은
‘주민등록말소처분취소’사건에서 전입신고의 요건인 ‘거주지를 이동한 때’라 함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실질적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하므로,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실질적으로 옮기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주지를 이동하였다는 이유로 전입신규를 하였다면 이는
주민등록법 제17조의2 제2항 소정의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 시장 등은 주민등록법 제17조의2 각 항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그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
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05.3.25. 선고 2004두1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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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남북한 주민등록법제 비교연구

대상자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세대주가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세대주를 신고의무자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종전의 기류법(寄留法)에 의거한 기류
제도에 대치된 것이다.44) 주민등록법 제10조 제1항은 재외국민이 아닌 주민은 성명,
성별, 생년월일, 세대주와의 관계, 관리책임자(합숙하는 곳의 경우), 등록기준지, 주소,
사유(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 또는 등록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 외국인 등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그 국적명이나 국적의 유무,
전입전의 주소 또는 전입지와 해당 연월일(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 등 신고사항을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0조의2는
재외국민의 경우 주민등록법 제10조 제1항의 신고사항에 추가하여 영주 또는 거주하는
국가나 지역의 명칭과 체류자격의 종류를 입국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주민의
신고에 따라 관할 구역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개인별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을 작성하고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주민등록번호
순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세대주의 주민등록번호순으로 정리함으로써 행한다.
또한, 주민등록법 제16조는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의무자인 세대주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3조는 세대주는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으면 14일 이내에 정정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주민등록법 제14조 제1항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사항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사항이 같으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로써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를 갈음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주민등록법
제24조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만 17세 이상의 재외국민의
경우 동법 제24조 제3항과 제5항은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할 때에는
신청에 따라 재외국민임이 추가로 표시된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45)

44) 남한 주민등록법의 최초 시행일은 1962년 6월 20일로 주민등록법의 개정 전에는 1962.1.15. 법률 제967호로
제정(시행)된 기류법(寄留法:시,군에 거주하는 주민을 등록하게 하여 상시 인구의 증감동태를 파악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적인 수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이 있었으며 기류법 제정 전에는 1942.9.26. 제정된
제령(制令) 제32호 조선기류령(朝鮮寄留令) 및 1942.9.26. 조선총독부령 제235호 기류수속규칙(寄留手續規則)이
있었다.(최은석, 2008, 207면)
45) 최은석, 2008, 207-2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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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민’의 법적 개념과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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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은 제4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노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으며,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
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66조는 “17살 이상46)의 모든 공민은 서열,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를 가지며,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가진다. 재판소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 자,
정신병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6조는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 제2조는 “17살 이상의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 받을
권리를 가지며, 조선인민군, 조선인민경비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공민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 받을 수 있으며 북한에 머무르는
기간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가 진행되는 경우 희망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동법 제29조는 선거자명부의 등록대상을 해당 지역에 거주
하는 선거할 권리를 가진 모든 공민으로 명시하고 있다. 한편,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
제62조는 북한 공민이 되는 조건은 국적에 관한 법으로 규정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북한의 국적법 제2조는 북한의 공민을 ‘1. 공화국 창건 이전에 조선의 국적을
소유하였던 조선사람과 그의 자녀로서 그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자, 2. 다른 나라 공민
또는 무국적자로 있다가 합법적 절차로 공화국 국적을 취득 한 자’라고 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조는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요건을 ‘1. 북한 공민사이에 출생한 자, 2. 북한의
영역에 거주하는 공화국 공민과 다른 나라 공민 또는 무국적자 사이에 출생한 자, 3.
북한의 영역에 거주하는 무국적자 사이에 출생한 자, 4. 북한의 영역에서 출생하였거나
46) 북한 정권 초기에는 공민증의 발급 연령이 만 18세 였다.(1946년 공민증에 관한 결정서). 이후 발급 연령이
만 17세로 낮아졌으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한편, 북한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도 만 17세부터 인정된다.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 제66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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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확인되지 않은 자’로 명시하고 있고 동법 제6조는 남한 국적법의 귀화와
유사하게 ‘무국적자 또는 다른 나라의 공민은 청원에 의하여 북한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북한 국적법 제7조는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북한
공민과 다른 나라 공민사이에 출생한 자의 국적은 성인47)의 경우 본인의사에 따라
취득하지만, 만 14세 미만의 자는 부모나 후견인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북한 국적을
가지며, 14세 이상의 미성인은 부모 또는 후견인의 의사와 본인의 동의에 따라 정한
다고 명시하고 있어 남한의 공직선거법과 주민등록법 상의 거주성 기준인 주민의
개념보다는 국적이 기준이 되는 국민의 개념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국적법 제14조는 북한의 국적과 관련한 실무적 사업은 인민보안기관 등 공민
등록기관이 담당하며, 북한 영역 밖에서는 해당 나라에 주재하는 북한의 외교 또는
영사대표기관이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북한의 공민등록법은 제2조에서 공민의 출생,
거주, 퇴거 등록절차 및 방법을 규제한다고 정하고 있다. 공민의 ‘공민등록’은 공민
등록법 제4조에 따라 살고 있는 지역의 인민보안기관에 이름, 성별, 난 날, 난 곳, 사는
곳 같은 것을 밝힌 거주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거주등록을 하는 것을 말하며, 동법
제6조에 따라 인민보안기관이 공민의 이름, 성별, 난 날, 난 곳, 사는 곳과 직업, 결혼,
이혼 관계 같은 것을 정확히 밝혀 주민등록대장에 빠짐없이 등록함으로써 행한다.
공민등록법 제18조는 인민보안성이 공민등록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를 담당하며,
중앙인민보안지도기관은 공민등록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 세우고 공민등록
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5조는 남한의 재외
국민과 유사하게 다른 나라 국적에서 제적하고 공화국국적을 소유한 공민이 북한에
거주하려고 할 경우 공민등록을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7조는 북한 공민임을
확인하는 증서로 출생등록을 한 공민에게는 출생증을, 만 17세 이상의 공민에게는
공민증을, 평양시에 거주하는 만 17세 이상의 공민에게는 평양시민증48)을 발급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제8조는 북한의 인민보안부의 이름으로 공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47) 북한의 공민등록법 제7조는 만 17세 이상인 공민에게 공민증 또는 평양시민증을 발급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국적법 제9조는 14세에서 16세에 이르는 자녀의 국적은 부모의 의사와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변경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만 17세 이상을 성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
48) 공민증(출생증)과 별도로 평양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1997년부터 평양시민증이 별도로 발급되기 시작하였다.
평양시에 거주하기 위한 요건은 까다로우며 이와 관련하여 평양시관리법이 제정되어 있다.(사법정책연구원,
201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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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보안기관이 발급한다고 명시하여 남한의 주민등록증과 증서의 유형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공민등록법 제10조는 만 17세에 이른 공민은 이른 날부터 15일안으로
거주지역의 인민보안기관에 공민증, 평양시민증 발급신청서를 제출하고 동법 11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인민보안기관은 그것을 15일안으로 검토하고 공민증, 평양
시민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공민등록제도는 남한의 주민
등록제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남한의 ‘국민’에 해당하는 법적 개념이라 할 수
있는 ‘공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남한의 주민등록제도와
차이가 있으며49) 신분등록제도 및 공민등록제도와 달리 북한의 주민등록제도는
현재로서 그 법적 근거를 알 수가 없다.50)

4.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개념과 법적 지위
북한의 주민도 대한제국 후손으로 현재로서는 남한의 국가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북한
영역이긴 하나 남한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에 있는 사람이므로 남한 헌법의 제3조 영토
조항 및 대법원의 판례51)에 따라 남한의 국민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탈북한 북한
주민에 대해서도 국민과 같은 보호가 필요함은 물론이고 이를 위해 현재 ‘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이라 한다.)이 시행되고
있다.52) 독일의 기본법 제116조는 ‘독일인’에 대해 ‘1913년의 제국 국적법상의 국적
보유자와 그 후손 외에 1937년 12월 31일 현재 구 독일제국의 영토 내에 있었던 독일
민족에 소속성을 가진 망명자나 피추방자 또는 그 배우자나 자손으로 인정된 자’라고
하여 독일기본법은 동독 주민도 동일국민으로 규정해 왔고 연방헌법재판소도 이를
지지해왔다. 다만, 남한이 대법원 판례 등을 통해 헌법 제3조의 해석을 통해 북한주민을
남한의 국민으로 판단한데 비해 독일은 명문 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차이가 있다.
북한이탈주민법 제2조 제1호는 ‘북한이탈주민’을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49)
50)
51)
52)

이은정, 2016, 194-195면.
사법정책연구원, 2017, 101면.
대법원 1996.11.12., 96누1221; 대법원 2009.1.30., 2008도10831.
정재황, 2010, 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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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 공민이 아닌 자로서 북한의
영역을 벗어난 북한 공민을 뜻한다고 할 수 있으며,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북한을 벗어나기 전에 이미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북한을 벗어난
후 그 외국 국적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자는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지 않아 남한의
국민으로 보지 않는다.53) 북한이탈주민법 제19조는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로서
남한에 가족관계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서울가정법원에 등록 창설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특례를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제19의3
제1항은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시설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람은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1회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도 국민으로서
남한에 거주지를 기준으로 주민등록을 통해 ‘국민인 주민’으로서 법적지위를 회복할
수 있고, 따라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인으로써 법적지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남한에서 주민등록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만 19세 이상의 북한
공민인 북한이탈주민이 아닌 북한영역 밖인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현행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선거 및 (비례)국회의원 선거에 한하여 선거인으로서
법적지위를 갖고 있는 재외국민으로서 법적지위를 갖는 가에 대해서는 남한의 재외
동포법 제2조 제1호가 재외국민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법상
난민 또는 해당 국가에서 이중국적자54)인 외국인으로 간주되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남한 정부의 보호는 받을 수 있으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록
하여 선거인으로서의 법적지위는 획득할 수 없다. 한편, 북한 또한 사회주의헌법과
국적법 등에서 남한의 주민을 공민으로 간주하고 있다하더라도,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의
공민으로서 북한의 관련 법상 불법적으로 북한의 영역을 이탈한 자로서, 북한 공민
등록법 제14조에 따른 거주지역의 인민보안기관에 퇴거등록을 하지 않고 다른 지역
으로 거주지를 옮긴 자로서 동법 제19조에 따른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되므로
53) 대법원 2009.1.30. 2008도0831, 박선영, 2013, 411-412면.
54) 호주, 영국 등이 남한의 헌법, 국적법, 북한이탈주민법 등을 기초로 북한주민의 국적을 북한과 남한의
이중국적으로 인정하여 북한이탈주민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송인호, 2015, 2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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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을 가진 자가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노동교화형을 받고 집행 중에 있거나
선거권을 박탈당하였거나 행위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것 같은 경우에는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고 명시한 북한의 각급 인민회의대의원 선거법 제2조와 “선거분구
(구)의 범위를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옮겨간 경우” 선거자를 선거자명부에서 제명한다고
규정한 동법 제34조에 따라 북한 공민으로서 선거권을 박탈당한 상태라 할 수 있다.
이는 남한도 헌법 제14조가 모든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장관의 허가 없는 북한지역의 여행에는 탈출죄를 적용하고 있고55)
남한의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호도 “1년 이상의 징역56)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에게 선거권이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 이후, 현행 남한의 공직
선거법이 선거인으로 명시하고 있는 국민인 주민과 재외국민 및 영주 외국인과 북한의
각급 인민회의대의원 선거법상 공민의 법적지위를 상실하였거나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이탈주민(월북자)에 대해 통일 한국의 국민으로서 주민등록 법제에
따른 주민등록절차를 통해 선거인으로서 법적지위를 부여하기에 앞서 남북한 주민
들의 합의와 남북한의 관련 법제의 정비를 통해 법적 기준57)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하다.

55) 외국인이 제3국에서 북한에 들어간 때도 남한의 국가보안법 상 탈출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11.20. 선고
97도2021). ‘형사법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신분범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위의 주체에 따라 행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의 법문에 그 행위주체가 내국인으로
제한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자의로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실지로 행사되는
지역으로부터 벗어나는 행위와 제3국에서 거주하다가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는 행위는
외국인의 국외범 해당 여부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모두 위 법조항에 정한 ’탈출‘행위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김철수, 2013, 150면)
56) 국가보안법 제6조는 탈출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57) 구서독 기본법 제116조는 “이 기본법에서 말하는 독일인이란 다른 법률규정이 없는 한, 독일 국적의
보유자이거나, 1937.12.31. 현재 상태에서 독일제국 지역에서 독일혈통의 망명자 또는 피추방자, 그 배우자와
비속으로 받아들여진 자이다.”라고 규정하였으며, 동법 제16조 제1항에서는 “독일인의 국적은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국적의 상실은 법률에 근거하여서만 행해지고, 이로 인하여 당사자가 무국적이 되지 않을 때에만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국적이 상실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서독 국민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독일인’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즉, 이렇게 동서독 분단전의 독일제국을 전제로한 ‘독일인’이라는 단일민족
원칙(단일국적이론)하에 구동독주민들도 독일 국적을 보유한 자로서 독일인에 해당하고 따라서 구동독주민 역시
구서독 국적자에 해당한다고 파악하였다. (송인호, 2015, 46-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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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남북한 주민등록법제의 통합을 위한 개선방안
1. 통일독일의 사례
(1) 구서독의 구동독 지방자치단체 지원
현행 남한의 공직선거법이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해 ‘국민인 주민’과 영주 외국
인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 데 반해 북한의 각급
인민회의대의원 선거법은 ‘주민인 공민’에 한하여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대의원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남북한간 체제적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통일 이후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앞서 북한지역과 북한주민에
대한 지방자치제도의 전파와 도입에 대한 합의와 관련 법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독일은 통일 과정에서, 구동독 주민들은 동서독의 통일 과정에서 구서독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서독연방에 가입하는 방식의 통일을 선택하였다. 당시 구동독 주민들이
연방제와 지방자치제도의 부활을 주장한 이유는 연방제와 지방자치제도를 통해 권력의
집중화를 막는 한편 구서독과의 조속한 통일을 위해서는 동서독의 국가 구조가 동일
해야 하며 연방제와 지방자치제도의 부활을 통해 구서독과 조속한 통일을 이루고자
했기 때문이다. 한편 구체적으로 신설한 주의 개수와 관련하여 초기에는 경제적 자립도
등을 이유로 2-3개의 연방주만을 만들자는 안이 제시되기도 했으나 다수의 구동독
주민들은 인위적으로 형성된 연방주보다는 역사적, 문화적으로 이미 형성되어 있는
기존의 5개 주의 부활을 주장하였고 결국 구동독 인민회의에서 과거 5개 주의 부활을
결정하게 되었으며 구동독의 기존 주들은 통일 이후, 5개의 새로운 주로 재구성되어
서독연방에 가입되었다. 또한, 구서독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를 뒷받침할 새로운 행정
조직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를 위해 서독의 지방자치단체들은 1986.4.26. 최초로
동서독 지방자치단체간 자매결연이 체결되고 동서독 지방자치단체의 교류를 시작하여
구서독의 지방자치제도와 사상을 구동독 주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전파하였으며,
통일전인 1990.6. 구동독정부가 구서독 공무원의 동독 입국 및 행정지원업무를 승인한
이후, 구동독에 대한 물적지원 부터 행정자문 및 상담, 전문인력 파견 등 구서독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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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구동독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지원을 통해 구동독의 신설주의 행정조직
구성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였다.58)

(2) 통일독일의 주민등록제도의 운용
남북한 통일의 과정에서 북한주민의 남한지역으로의 대규모 인구이동 및 이에 따른
북한지역의 인구공동화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될 것이며, 이러한 문제는 남북한의
주민등록제도와 관련 법제의 통합에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통일 이후
공직선거 실시를 위한 남북한 주민의 선거인 파악을 위해 북한주민의 거주와 이전의
자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통제해온 현행 북한의 공민등록법과 이에 따른 공민증과
평양시민증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거주와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는 남한의 헌법
제14조와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어떠한 형태로든 창설을 금지하고
있는 남한의 헌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북한 주민들의 기본권 침해할 수 있으나,
남북한의 통일이 형태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북한의 주민
등록법제를 통일 즉시 무조건 폐지하거나, 남한의 주민등록법과 제도를 북한 지역에
그대로 확대･적용하는 것도 쉽지 않다. 따라서 통일에 따른 갑작스런 인구이동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북한지역의 인구공동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남북한의 주민등록제도
및 관련 법제를 통합하면서 남한주민과 북한주민과의 형평성 및 남한의 헌법 정신을
준수하기 위해 거주와 이전의 자유에 대한 문제를 우선 해결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공민등록법 제1조가 공민등록법의 사명을 ‘공민을 장악･등록하는 데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우기 위함’이라고 규정한 바와 같이 구동독도 사회주의국가로서
엄격한 거주등록제도를 운용하였다. 1965.7.15. 동독 거주등록령이 제정되면서 주민
들의 거주와 이전의 자유가 상당부분 제한되었다. 거주등록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구동독 주민들은 거주를 이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7일 이내에 거주등록기관인 구동독
인민경찰 또는 구인민경찰서에 신고할 의무를 부담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주택방문
기록부59)라는 제도도 두어 거주지를 기준으로 거주하는 자와 임시체류자를 엄격하게
58) 송인호, 2015, 64-65면)
59) ‘주택방문기록부’란 주택에서 체류하는 모든 주민들이 성명, 출생일, 직업, 국적, 방문지 등을 기재하는 일종의
장부로서 구서독에는 없고 구동독에서만 운용되었던 제도로서 ‘주택총책임자’가 주택방문기록부의
관리･책임자였고, 30일 이상 체류하는 구동독 주민과 24시간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구동독인민경찰에
거주신청과 퇴거신청 일자를 확인하여 기재하였다.(사법정책연구원, 2017, 1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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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통제하였다.60)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독일은 상당한 정도의 인구유입을
경험하였다. 통일로 인하여 국경이 개방되면서 구동독주민들이 구서독 지역으로 이동한
것은 물론이고 구소비에트연방 등의 지역에서도 많은 수의 주민들이 독일로 이주
하였다. 독일로 들어오는 이주민들을 그 특성에 따라 크게 구서독지역으로 이주한
구동독주민, 구소비에트연방이나 동유럽의 사회주의국가에서 1993.1.1. 이전에
이주한 독일계 이민자(이하, ‘정주민’이라 한다.), 그리고 구소비에트연방 등에서 이주한
독일계 이민자 가운데 독일로 귀환한 자(이하, ‘만기이민자’라 한다.)로 구분할 수 있다.
1989년 말부터 2006년까지 구동록 지역의 인구는 통일 당시 구동독 인구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174만 명이 줄었으며 이러한 인구공동화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구동독
주민에 의한 구서독 지역으로의 이주였다. 구동독주민이 아닌 구동독의 영역 밖의 국가
에서 이주한 독일계 정주민 또는 만기이주민61)의 경우 독일로 이주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하였다. 주거지정법에 따라 만기이민자는 독일로 이주한
시점으로부터 최초 3년 동안 거주와 이전의 자유가 일정하게 제한되었다. 한편,
구동독에서 구서독지역으로 이주하는 주민들에게 대해서는 정주민이나 만기이민자와
달리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았다. 통일 독일 정부는 구동독주민들의 거주와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대신 순수한 의미에서 경제적 유인책에 의존하여 주민들이
구동독지역에 잔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62) 한편, 독일에서 동독 주민들의 자유로운
이주를 허용하였던 관계로 신거주등록법의 제정과정은 수월하게 이루어졌다. 구서독과
구동독이 통일하면서 구동독의 거주등록령이 실효하고 연방법률이 구동독지역까지
확대･적용되었다. 그 결과 구동독지역의 5개 주들은 연방법률에 기초하여 주별로
법률을 제정해야만 했는데 모두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거주등록과 관련된 입법을
마무리하였다.63) 다만, 통일 이후 신거주등록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구동독의 1965년

60) 이러한 엄격한 거주등록제도에도 불구하고 독일 통일 이전에 구동독 정부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이주한 구동독 주민의 수가 38만 여명에 이르렀고, 정치범 석방과 가족결합 등의 명목으로 구서독정부가
구동독정부에 총 34억 3,600억 마르크를 지불할 정도로 구서독정부는 국경을 넘어 이주해오는 구동독주민들의
수용에 적극적이고 관대한 정책을 펼쳤다.(사법정책연구원, 2017, 167-168면)
61) 남한의 재외동포법 제2조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를 ’외국국적동포‘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남한의
공직선거법 제3조 및 제15조는 이들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62) 사법정책연구원, 2017, 166-71면.
63) 구동독지역의 5개주는 모두 1992년 말 전에 신주민등록법을 제정･공포하였다.; 작센-안할트주(1992.9.23.),
브란덴부르크주(1992.6.25.),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1991.12.30.)(사법정책연구원, 2017, 1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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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등록령이 한시적으로 적용되었으며 통일조약에 따라 일부 조항64)의 적용이 배제
되었다. 그 결과 ‘주택방문기록부’와 같이 구동독 특유의 사회주의제도를 규율하는 규정
(가령, 거주등록령 제14조 내지 제15조)들은 통일과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65)

2. 통일 후 공직선거를 위한 남북한 주민등록법제의 개선방안
남북한 통일 이후 통일 헌법의 제정과 관련 법제의 통합과 정비와 함께 통일 정부
및 의회의 수립 등 입법, 사법, 행정조직의 구성을 위해 공직선거의 실시가 우선 시행될
것이며 공직선거에 따른 선거권자의 대상과 범위 등 기준마련과 이에 따른 선거권을
가진 남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선거인 파악을 위해 주민등록제도의 구축과 관련
법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남한의 공직선거법과 북한의 각급 인민
회의대의원 선거법이 선거인으로 명시하고 있는 ‘국민인 주민’을 대상으로 만 17세
이상의 남한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증 및 북한 공민등록법상 공민증 또는 평양시민증을
발급받은 남북한 주민과 발급 받을 대상자의 파악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주민
등록증은 신분확인 이라는 기능을 넘어 선거사무 등 행정사무처리와 관련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이 국민으로서 일상생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의 발급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통일 이후 주민등록
증의 발급과 관련하여 크게 세가지 방향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첫째, 현재 남한의 주민
등록법을 근거로 남한에서 발급되는 주민등록증을 기반으로 북한주민들을 주민등록
신청 및 절차를 거쳐 그대로 확대･발급하는 방안과 둘째,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들에게
새로운 주민등록법제에 근거하여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방안, 셋째, 주민
등록증을 폐지하는 방안으로 진행될 수 있다. 먼저 남한의 현행 주민등록법을 기반으로
주민등록증을 통일 이후 북한 주민들에게 확대･발급하는 방안은 남한주민들은 기존
주민등록증을 그대로 유지하고 모든 행정역량을 북한주민들에게 집중할 수 있어 새로운
64) 통일조약에 의해서 그 효력을 상실한 1981년 신분등록법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제3항; 제9조 제3항
제2문; 제10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9항; 제20조 제2항; 제22조 제2항;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1항 제2호;제28조 제2항 및 제5항; 제29조; 제30조, 이외에도 제9조 제3항은 다소 수정되어 적용되었다.
(사법정책연구원, 2017, 171면)
65) 사법정책연구원, 2017, 165-1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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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주민등록증 발급에 따른 비용과 시간 및 행정업무의 부담을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선거사무관리업무 부담도 최소화하여 통일 적기에 남북한
공직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남한과 유사하게 공민등록법을 기반으로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는 공민등록제도와 공민증 또는 평양시민증을 발급하고 있는 북한의
구인민보안기관이 작성･관리하고 있는 주민등록대장을 근거로 이들 공민증 또는 평양
시민증을 주민등록증으로 주민등록절차를 거쳐 교환하는 형태를 예상할 수 있으나,
공민등록법 제1조가 그 사명을 공민의 장악과 등록으로 명시한 바와 같이 동 제도가
북한의 전체주의 독제체제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법치
국가에서 어떠한 이유로 든 정당화될 수 없고 수용될 수 없으며, 주민통제를 위해 주민
개개인의 상세한 신상정보가 작성･관리된다는 점에서 통일 이후 개인정보의 유출에
따른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다른 방안을 모색하거나 그 공개 대상을 최소화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통일 이후 허가제 등을 통해 북한주민의 거주와 이전의 자유를
제한할 경우 기존의 공민등록상 주소를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지만, 자유로운 이주를
허용하게 되면 독일의 사례처럼 많은 북한주민들이 동시에 거주지를 옮김에 따라
주소를 확정하는 작업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주민들에게 공민증 또는
평양시민증을 근거로 임시신분증을 발급한 후 점진적으로 주민등록증을 확대･발급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현재 남한의 주민등록법제와 제도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점이 개선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북한주민들에게 발급된다면 주민등록제도를 개선할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다음으로 통일에 따른 새로운 주민등록법제를 기반으로
남북한 주민들에게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방안의 경우, 첫 번째 방안과 같이
남한의 주민등록제도를 일방 수용해야하는 데 따른 북한주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줄여
주고 기존 남북한 주민등록법제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전자주민카드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디지털화를 반영한다는데 장점이 있으나, 통일 이후 막대한
통일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독일의 사례에서 보듯, 많은 비용의 발생과 만 17세 이상의
남북한 주민에게 일괄 발급에 따른 행정업무의 부담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통일 이후 주민등록증 자체를 폐기하는 방안은 최근 남한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의 불법유출과 관련하여 현재 남북한 모두 주민과 공민을
식별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부여된 보편적 개인식별번호의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유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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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최소화하고 기술적으로 편의성과 다양성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으나, 남북한
주민 모두 수십년간 운용해온 주민등록제도에 익숙하고 이에 따라 구축되고 실행되어온
가족관계등록제도와 선거제도 등 관련 법제의 정비가 필요한 만큼, 남북한 주민들간의
합의와 면밀한 정책검토가 필요하다.66)
한편, 남한의 공직선거법이 일부 공직선거의 선거인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 영주
외국인과 재외국민과 이들에 대한 주민등록과 관련하여 통일을 대비하여 점진적으로
북한의 각급 인민회의대의원 선거법 및 공민등록법 등 관련 법제의 정비를 통해 구체적
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구서독의 기본법 제116조 제1항의 사례와 같이 남한
헌법의 개정을 통해 남한 국민의 요건을 보다 근원적, 역사적으로 규정한 국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거나, 국적법에서 남한 국민의 요건을 같은 취지로 상세히 규정하거나
북한이탈주민법을 개정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지위에 관하여 보다 상세히 기술하는
규정을 명문화 하는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보다 명시적으로 북한주민이 남한의
국민이라는 원칙을 선포하되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개별법과 판례의
해석에 따라서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67)

Ⅴ. 결 론
이상으로 통일 이후 남북한의 공직선거실시에 따른 선거인의 파악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남북한의 주민등록제도 및 관련 법제를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통일을 전후하여 통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남북한 주민들간의 갈등해결과 크고
작은 의사결정을 위해 국민주권에 기초한 민주주의에 따른 선거제도가 적극 활용될
것이며, 이는 통일 정부와 국회 등 공직선거분야 뿐만 아니라 공공단체 및 민간분야
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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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
66) 사법정책연구원, 2017, 185-189면)
67) 송인호, 2015, 292-2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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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이를 위해 남북한 주민간 형평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북한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법제를 정비하는 것이 통일의 초기단계에서 가장 우선적
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남한의 공직선거법과 북한의 각급 인민회의대의원
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권자의 대상과 범위 면에서 국적을 기준으로 한 ‘주민인
국민’과 ‘주민인 공민’의 경우 유사하나 남한의 공직선거법이 대통령선거 및 (비례)
국회원선거와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각각 제한적으로 선거인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 재외국민과 영주 외국인의 경우 북한의 각급 인민회의대의원 선거법은
‘주민인 공민’외에 다른 나라에서 거주하고 있는 북한 공민에 대해 북한에 머무르는
기간에 희망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 한하여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주민의 법적개념에 대한 다는데 차이가 있다. 또한 선거인의 파악의 근거가 되는 주민
등록제도와 관련하여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목적으로 명시한 남한의
주민등록법과 달리, 북한의 공민등록법은 공민을 장악･등록하는데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공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를 사명으로 한다는데 큰 차이가 있으며 ‘국민’과
함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남한의 주민등록법과 달리 북한의 주민등록제도는
‘국민’의 개념과 유사한 ‘공민’에 대한 개념 및 요건만 명시할 뿐 ‘주민’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그 법적 근거를 알 수가 없다. 이러한 차이로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등록제도와
법제의 통합은 어려울 수 있으며 독일의 사례에 비추어 통일에 따른 북한주민의
남한으로의 대규모 인구유입이 예상되는 만큼, 기존 통일독일의 사례를 참고하여 북한
체제의 특성을 감안한 다양한 방안의 모색을 통해 주민등록법제의 통합과 주민등록
제도의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통일 이전부터 남북한간 지속적인 관련 법제연구를
통해 남북한 법제의 점진적인 정비와 통합이 필요하다. 아울러, 통일을 대비하여 북한
주민을 적극적으로 포용하기 위해 남한 헌법 및 관련 법의 개정을 통해 남한 국민의
요건을 보다 근원적, 역사적으로 규정한 국적에 관한 조항의 신설하거나 상세히 규정
함으로써 북한주민이 남한의 국민이라는 원칙을 명시적으로 선포할 필요가 있다. 한편,
남한의 주민으로서 남한 공직선거법이 일부 공직선거의 선거인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
영주 외국인과 재외국민과 이들에 대한 주민등록과 관련하여 통일을 대비하여
점진적으로 북한의 각급 인민회의대의원 선거법 및 공민등록법 등 관련 법제의 정비를
통해 구체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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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우리는 미래 남북통일을 기원하면서 천천히 통일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법제 정비 분야이다. 지금까지 다양한 통일법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그 중에
하나로 출입국관리제도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어느 나라든, 누구든지 해당 국가에 들어가고 나올 때 심사를 받게 된다. 이것이
출입국관리제도이며, 이를 규율하고 있는 기본적인 법률이 한국은 ｢출입국관리법｣
이고,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입국법(이하 ｢출입국법｣이라 한다)]이다.
특히 오늘날 같이 세계화와 국제테러로 인해 출입국관리제도는 매우 중요하게 여겨
진다. 출입국관리법제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에 대해서도 출입국관련 내용을 담고
있어 그 의미는 다른 법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제의 경우 한국에서는 1949년 11월 17일에 [외국인의 입국･출국과
등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국민의 출입국 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1963년 3월
5일 ｢출입국관리법｣이 제정되었다. 북한은 1996년 1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68호로 ｢출입국법｣이 채택되어 한국보다 많이 늦게 제정되었다.
일반적으로 출입국관리법제는 그 나라의 정치･경제･사회적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한국과 북한은 세계유일의 휴전국가, 첨예한 정치적 이념차이, 극명한 경제적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런 차이는 출입국관리법제에도 잘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출입국대상, 여권, 출입국절차 등에서 유사성도 가지고 있다.
통일 시 출입국관리법제는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의 출입국에 큰 영향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선행적으로 통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한국과 북한의 출입국
관리법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한국과 북한의 출입국관리법제의 의미, 특성을
분석하고 현재 남북한이 가지고 있는 출입국관리법제의 내용을 분석하여 통일한국의
출입국관리법제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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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출입국관리법이 가지는 의미와 필요성
1.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part
02

최근에 이슈화 되는 것이 ‘안전한 사회’1)이다.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조류
독감’, ‘IS･하마스 등 테러조직에 의해서 자행되는 테러’ 등과 같은 위험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안전해지고 싶은 사회적 요청이 점점 증대되고 있다.2) 이에 따라
사회 전체를 규율하고 통제하는 사회통제 시스템의 패러다임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 사회적 통제가 필요하다. 사회적 통제는 사회적 통제가
이루어지는 공간이자 사회통제의 주체인 사회 또는 사회집단을 필요로 한다.3) 이와
같은 공간과 사회집단을 통제할 수 있는 법률이 출입국관리법이다.

2.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령
출입국관리법은 출입국관리행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노동, 경제,
행정 등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외국인 체류 및 고용
허가제도는 우리 경제 및 노동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외국인이
증가하여 2016년 1,161,677명4)으로 2014년 백만명을 넘은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중 외국인 근로자는 215,532명으로 2012년 이후 25% 증가
하였다. 그러나 신고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다면 엄청난 수의 근로자가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을 것이다. 이들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입국하였으나

1) 안전사회에 관해서는 우선 Peter-Alexis Albrecht, Der Weg in die Sicherheitsge- sellschaft: Auf der
Suche nach staatskritischen Absolutheitsregeln (Berlin, 2010); T. Singelnstein/P. Stolle, Die
Sicherheitsgesellschaft: Soziale Kontrolle im 21. Jahrhundert, 3., vollständig überarbeitete Aufl.
(Wiesbaden, 2012); 토비아스 징엘 슈타인･피어 슈톨레, 윤재왕 (역), 『안전사회: 21세기의 사회통제』(한국
형사정책 연구원, 2012) 등 참고
2) 양천수, 현대 안전사회와 법적 통제-형사법을 예로 하여-, 안암법학 49권, 안암법학회, 2016, 83면.
3) 양천수, 앞의 논문, 92면.
4)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entId=A#SubC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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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만료 등으로 불법체류자이거나 불법으로 입국하여 지속적으로 불법체류자로
있으면서 생활을 하고 있다.
<표1> 외국인 근로자 현황
외국인근로자수(명)
2012
하반기

2013
상반기

2013
하반기

2014
상반기

2014
하반기

2015
상반기

2015
하반기

2016
상반기

2016
하반기

2017
상반기

합
162,858 169,131 178,200 190,318 204,162 210,399 212,319 213,908 221,914 215,532
계
출처 :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01)

3. 사회통합 구현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사회통합프로그램이다. 오늘날 현대 국가에서
자본시장의 확산,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교통의
발달은 세계를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하였으며, 많은 국가들이 다문화사회로 접어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다문화사회국가로의 변화는 다른 인종 및 민족의
이주를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다. 이는 우리나라도 다를 바가 없다.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유입으로 많은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게 되고 이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정책적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것이 사회통합프로그램이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이민자의 국내생활에 필요한 한국어, 경제, 사회, 법률 등 기본소양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법무부에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5) 이를
위해 국회는 2012년 1월 26일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제5장 제2절 사회통합
프로그램 근거조항을 신설하였다.6)

5) 김종세, 출입국관리법상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에 대한 정책적 소고, 법과 정책연구 제13집 제2호, (사)한국
법정책학회, 2013. 6, 601면.
6) 2012년 신설당시에는 제39조, 제40조가 있었으나, 2014년 12월 30일 개정을 통하여 41조를 신설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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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입국관리행정의 특수성
출입국관리행정의 고전적 의미는 내･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국내 체류를
적정하고 공정하게 심사･관리함으로써 국가의 안보를 우선시하는 통제･관리중심의
전형적인 규제위주의 국가행정이었다. 그러나 산업의 발달에 따라 국가간 인적･물적
교류가 증대되면서 최근에는 과거 규제위주의 행정에서 고객 지향적인 서비스행정이
중요시되고 체류외국인에 대한 사회통합의 개념이 새롭게 부각된 종합적인 행정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와 같이 출입국관리행정은 급변하는 국제 사회의 환경을 반영하여
빠르게 변모하고 있으며, 오늘날에는 이민국가나 비이민국가를 막론하고 외국인에 관한
정책이 국가의 중요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Ⅲ. 한국의 출입국관리법 개요
1. ｢출입국관리법｣의 의의
한국에의 입국과 출국을 규율하고 있는 기본적인 법률은 ｢출입국관리법｣이다. 동법은
한국에 입국하거나 한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와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 및 난민(難民)의 인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이에 동법은 한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모든 사람을 규율대상으로 한다.

2. ｢출입국관리법｣의 특징
우리의 ｢출입국관리법｣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공통적인 특징으로
｢출입국관리법｣은 모두를 규율대상으로 한다. 즉,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이 해외에
출국하거나 입국할 때 모두 적용된다. 이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공통된 특징이며, 북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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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다. 둘째,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는 외국인이나 국민이 출국 및 입국시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여 출입국 행정의 기본이 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난민
관련 규정을 가지고 있다. 기존에는 난민법이 없을 당시에는 ｢출입국관리법｣에서 난민
관련 규정을 가지고 있었으나, 2012년 난민법 제정(법률 제11298호, 2012. 2. 10
제정, 2013. 7.1시행)7)으로 난민여행증명서에 대한 규정만을 남기고 삭제되었다. 넷째,
행정적 제재뿐만 아니라 형벌도 같이 규정하고 있다. 행정적 제재로 강제퇴거, 통고
처분, 과태료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형벌로 징역, 벌금 등을 규정하고 있다.8)

3. ｢출입국관리법｣의 연혁
1) ｢출입국관리법｣의 계기
우리나라의 출입국관리행정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오늘날의 체계적 출입국
관리법제가 만들어진 계기는 미군정시대의 [조선에 입국 또는 출국자 이동의 관리 및
기록에 관한 건(군정청법령 제49호, 1946. 02. 19, 1946. 3. 11. 시행)]이 최초이며,
동 법령은 1948년 7월 30일 전부개정(군정청법령 제214호)되어 1948년 7월 30일
시행되었다.9) 이후 1949년 11월 17일 [외국인의입국출국과등록에관한법률]로 대체
되었다.10)

7) 대한민국은 1992년 12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동 협약 의정서에 가입한 이래 「출입국관리법」에서
난민에 관한 인정절차를 규율하고 있으나,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난민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지 아니하여
국제사회에서 그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고, 난민인정 절차의 신속성, 투명성, 공정성에 대하여 국내외적으로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어 왔으며, 난민신청자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봉쇄되어 있고,
난민인정을 받은 자의 경우에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 보장하는 권리조차도 누리지 못하는 등 난민 등의
처우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는바, 난민인정절차 및 난민 등의 처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등 국제법과 국내법의 조화를 꾀하고, 인권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초석을
다지려는 것이다.
8)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2, 제93조의3, 제94조, 제95조에서 자유형인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93조의3,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97조, 제98조에서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9) http://db.history.go.kr/item/level.do;jsessionid=ED63909B2BBBD0D4EB6CB7090B85402B?
levelId=dh_002_1946_02_19_0050
10)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1년 개정판 출입국관리법 해설, 동광문화사, 2011, 해설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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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은 출입국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한국 정부에 의해 제정된 최초의 단일법이다.
동법은 한국에 주재하는 외국의 외교영사관 및 그 수원과 가족 또는 외국정부의 공무를
띤 자를 제외한 외국인의 입국･출국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하지만 국민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았기에 완전하지 않았으며 1963년 ｢출입국관리법｣을
제정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2) ｢출입국관리법｣의 제정
[외국인의 입국, 출국과 등록에 관한 법률]은 한국 국민의 출입국에 관하여는 규정
하고 있지 아니하고, 임시상륙허가를 비롯하여 한국에 출입국하는 선박등의 장 및
운수업자의 책임등에 관한 사항등도 미비하여 이를 정비하고자 1963년 3월 5일
｢출입국관리법｣을 제정･시행하였다. 동법은 ①국민의 출입국에 관한 절차를 규정 및
②외국인의 출입국 절차와 임시상륙허가제도를 규정하고, ③대한민국내에서 30일 이상
거주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거주허가를 받고 외국인등록을 하도록 하였
으며, ④이 법에 위반하여 입국 또는 상륙한 자등에 대한 강제퇴거 제도등을 두도록
하고 ⑤선박등의 장, 승무원 및 운수업자의 준수사항을 명시하였으며, ⑥출입국
사열관은 그 직무집행 중에 제복을 착용하도록 규정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의 개정
｢출입국관리법｣은 1963년 법이 제정된 이후 38회의 걸쳐 전부개정(4회), 일부개정
(23회), 타법개정(11회)이 이루어졌으며, 이하에서는 타법개정을 제외한 전부개정과
일부개정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11)

(1) 1960년대 개정내용
｢출입국관리법｣은 초기에 4회에 걸쳐서 전부개정이 이루어졌다. 초기의 과도기적
법률 개정으로 보이며, 1967. 3. 3. 제1차 전부개정이 이루어졌다. 외국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출입국절차를 간소화 하는 한편, 법률에 누락된 규정을 보완하고, 시행령에
11) 자세한 내용은 부록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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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되어 있는 규정을 상향 규정하는 등 불합리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었다.
주요개정 내용은 ① 종전의 출입국신고 제도를개선하여 출입국사열만을 받도록 하고,
② 법무부장관의 사증발급 권한을 영사등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③ 정박하는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승무원외의 외국인에 대하여 72시간을 한도로 상륙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④ 사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외국인이라도 순수한 관광객에 한해서는
상륙을 허가하며 ⑤ 외국인이 중요한 범죄에 관련되어 수사 중에 있거나 세금을 체납한
경우 그 출국을 일시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⑥ 강제퇴거에 관한 절차는 주로 외국인의
인신구속에 관한 사항이므로 조사･수용 등 그 절차를 법에 직접 규정하였으며, ⑦
경미한 ｢출입국관리법｣ 위반자에 대하여는 일차적으로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통고
처분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되,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고발이 소추조건이 되도록 하여 ｢출입국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수사를 일원화
하는 것이었다.

(2) 1970년대 개정 내용
1977. 12. 31 법률 제3044호로 2번째 전부개정이 이루어졌다. 경제발전과 국제적
교류증대에 따라 출입국자의 수가 격증하고 있으므로 내외국인의 출입국업무를 효율
적으로 처리하고 또한 국내체류 외국인 및 외국단체의 활동이 복잡 다양해진 실정에
비추어 이를 적절히 규율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주요 개정내용은 ① 선원의
해외취업 또는 선박인수를 위한 출입국 절차 규정 신설하고, ② 외국인에 대한 입국
허가서 발급제도를 신설하여 대한민국정부가 승인하지 아니한 국가의 국민 등은 여권에
갈음하여 입국허가서를 소지하고 출입국할 수 있게 하며, ③ 기항지 상륙허가제도를
개선하여 입국할 때에 탔던 선박 등으로 출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상륙허가를 할
수 있게 하고 상륙허가 기간을 연장하여 단기관광차 입국하는 외국인의 출입국에
편의를 도모하고, ④ 14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1년 이상 거류하려고 하는 자에 대하
여는 지문을 채취하며, ⑤ 국내에서 활동하려고 하는 외국단체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허가 또는 등록을 요하는 단체･법인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단체를 제외
하고는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게 하고, ⑥ 형사미성년자인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을 위반한 경우 그 외국인의 부모 등을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하며, ⑦ 종전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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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위반한 범칙사건 중 일정한 사건에 대하여서만 통고처분을 할 수 있게 하였으나
앞으로는 모든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있게 하여 통고처분 대상범죄를
확대하였다.
part
02

(3) 1980년대 개정 내용
1983. 12. 31 법률 제3694호로 정부의 문호개방정책에 따라 외국인의 입국을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그 입국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다양화 되고 있는 외국인의 국내
활동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체류관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3번째 전부개정이 이루어졌다. 주요 개정내용은 ① 현재 사증은 체류사증, 관광사증,
통과사증의 3종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그 발급절차가 번잡하고 구분의 실익도 없으므로
이를 통합하여 단일화 하고, ② 현재 7종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상륙허가제도 중 임시
상륙허가, 기항지상륙허가 및 관광을 위한 통과상륙허가제도는 이를 폐지하여 입국
허가의 대상에 흡수･통합하고, 전선(轉船) 상륙허가 제도는 이를 폐지하여 승무원상륙
허가의 대상에 흡수･통합함으로써 상륙허가 제도를 승무원상륙허가･긴급상륙허가･
재난상륙허가의 3종으로 구분하며, ③ 선원수첩소지자에 대하여는 따로 입국허가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선원수첩에 바로 사증을 발급하여 입국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의 입국목적이 그가 부여받은 체류자격과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류자격을 정정한 후 입국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며, ⑤ 거류신고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의 범위를 대한민국에 61일 이상 체류하는 자에서 91일 이상
체류하는 자로 조정하고, ⑥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도록 하며, ⑦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일정기간이상
장기체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류기간갱신허가의 회수를 2회까지로 제한하고,
⑧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이나 선박･항공기가 부득이한 사유로 출입국항으로
출입국할 수 없는 때에는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의 허가를 받아 출입국항 외의
장소에서 출입국할 수 있도록 하며, ⑨ “출입국사열”을 “출입국심사”로 고치는 등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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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990년대 개정 내용
1992. 12. 8. 법률 제4522호로 산업발전과 국제화 추세에 따라 출입국자가
급증하고, 국내임금수준의 상승에 따라 외국인 불법취업자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등
체류외국인의 활동이 복잡･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출입국심사 및 체류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외국인 불법체류를 억제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마지막 전부개정이 이루어졌다. 주요 개정내용은
① 부득이한 사유로 유효한 여권이나 사증소지 등 입국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외국
인에 대하여는 입국허가 여부를 결정할 동안 주거제한 등의 조건을 붙여 잠정적으로
입국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입국허가 제도를 신설하고, 조건부 입국을
허가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천만원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② 누구든지 외국인의 불법취업을 알선･권유하거나 알선 목적으로 그를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③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외국인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기간 내에 재입국할 수 없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입국허가기간연장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법무부장관의 재입국허가기간연장에 관한 권한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④ 현행 거류신고제도를 폐지하여 이를 외국인등록제도로 일원화 하며,
⑤ 입국거부자, 조건부입국허가자 또는 출국명령을 받은 자로서 도주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출입국 관리사무소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 설치
되어 있는 외국인보호실에 일시보호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⑥ 남한주민의
북한경유출입국과 외국인의 남･북한왕래 및 북한경유출입국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며,
⑦ 출입국사범에 대한 벌금을 최고 3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최저 20만원
이하에서 100만원이하로 높이는 등 벌칙규정을 강화하고, ⑧ 각종 신고 등의 의무를
위반한 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후에 수차례의 일부개정이 진행되었다. 1993. 12. 10. 일부개정에서 우리나라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가입함에 따라 난민지위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난민관련 규정 신설하였다.

 44  법제처

1996년 12월 12일 일부개정은 국제화･개방화에 따른 국가 간의 인적 교류가
증대됨에 따라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외국인 출입국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상륙 및 체류절차를 간소화하며, 외국인의 불법출입국 및 불법체류에 효과적으로
part
02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였다.
1997년 12월 13일 일부개정은 입국금지 대상에 일본군 전범관련자를 추가하고,
최근 외국인 관리상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 중 하나인 외국인 산업연수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한 보호 및 관리를 강화함과 아울러 외국인 불법
출입국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속규정을 보완하였다.
1999년 2월 5일 일부개정은 지문을 찍어야 하는 외국인의 대상 연령을 상향조정
하고, 외국단체등록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외국인 및 외국단체의 국내활동에 따른
불편을 해소시키려하였다.

(5) 2000년대 개정 내용
2001년 12월 29일 일부개정은 법무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에 대한 출국금지
및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의 구체적인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에 의한다는 헌법의 취지를 살리도록 하고, 외국인의 남･북한왕래에 대한
｢출입국관리법｣상 특례를 인정할 근거를 보완하여 교류･협력 및 개방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정책을 지원하며, 국제화, 개방화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국내체류
등록외국인의 체류변경신고 등 각종 출입국관련 법적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외국인의
편익을 증진하는 한편, 외국인의 불법체류 기도 등 출입국관련 국제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그 수법도 다양화되는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보완하였다.
2002년 12월 5일 일부개정은 영주자격(永住資格)을 가진 자의 국내체류를 확고히
보장하기 위하여 재입국허가를 면제하고, 내란의 죄 등을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퇴거시킬 수 없도록 하며,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업에 따른 계약
또는 채무이행확보의 수단으로 외국인의 여권 등을 제공받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한편, 불법입국의 알선 및 외국인의 불법고용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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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2월 31일 일부개정은 외국인의 인권보호 및 체류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1년 이상 체류하는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외국인
등록을 하는 자”에 대한 지문찍기를 폐지하는 내용이었다.
2005년 3월 24일 일부개정은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외국인에 대한 강제력의
행사요건을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피보호 외국인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출입국
심사시스템을 과학화함으로써 출입국심사절차를 간소화하여 여행객의 편의를 증진
하는 한편, 피보호 외국인으로서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탈주한 자 등 일부 출입국
사범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허위초청 및 불법고용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 등을 신설하였다.
2007년 12월 21일 일부개정은 의원입법으로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는 출국금지
결정 등의 통지, 출국금지기간 연장, 출국금지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출국금지조치를 당한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를 더욱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2008년 12월 19일 일부개정도 의원입법으로 출국금지 조치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임에도 그 기준을 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난민지위에 관한 정부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하고, 난민
지원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난민의 처우를 개선하며,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자
중에서도 특히 인도적 측면에서 필요한 경우 체류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난민정책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사회에서 난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국제사회에서 인권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하려는 것이었다.

(6) 2010년대 개정 내용
2010년 5월 14일 일부개정은 외국인의 입국 및 등록 시 지문과 얼굴을 확인하는
절차에 응하도록 하고, 외국인 보호절차를 개선하며, 외국인의 국내체류 편의 증진을
위한 각종 제도 개선을 규정 하였다.
2011년 4월 5일 일부개정은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이 가정폭력으로
권리구제 절차 진행 중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면 그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 만료 후에도 피해회복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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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경우에는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2011년 7월 18일 일부개정은 출국금지 처분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출국의 금지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하도록 하고, 출국금지결정의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라도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출국금지 기간이 3개월이
넘는 때에는 반드시 당사자에게 알리도록 하며, 수사상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수사기관이 직접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법무부장관의 사후 통제를
받도록 하는 등 출국금지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2012년 1월 26일 일부개정은 크루즈 선박의 기항 및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입국
편의 제공을 통하여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광상륙허가 제도를
신설하고, 국내 체류 외국인이 우리 사회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개발･보급과 전문인력 양성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위법사실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통보로 인하여 직무수행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사실 통보의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한편,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기관을 기존의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출장소장 및 시장･군수･구청장 외에
읍･면･동의 장에게 까지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다.
2014년 1월 7일 일부개정은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은 자유형이지만 징역형과는 달리
수형 기간 중 노역에 종사하지 않게 하는 법정형인바, 이는 과거 노동을 천시하던 사고의
잔재물로서 현대 사회에서는 맞지 않는 처벌 유형이며, 금고형을 부과 받은 수형자
대부분이 자진해서 노동에 종사하겠다고 신청하고 있어 사실상 그 존재의의를 상실한
상태이므로 시대착오적인 금고형을 삭제하여 형사처벌 중 자유형은 징역형으로 통일
시키려는 것이다.
2014년 3월 18일 일부개정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150만명을 넘고, 출입국자
수가 5천만 명 시대에 이르는 등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기능이 공항만의 출입국심사와
외국인의 체류관리에서 국적심사･난민심사 및 지원･사회통합 등으로 확대됨으로써
출입국관리사무소 명칭이 오늘날 다양화된 업무를 포섭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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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일선기관의 명칭이 서로 달라 국민과 외국인에게
혼선을 초래하고 있고, 2013년 7월 「난민법」 시행과 더불어 영종도에 건립한 출입국･
외국인지원센터 등 새로운 명칭의 기관이 신설될 예정인바, 확대되고 다양해지고 있는
출입국･외국인 업무를 포괄하면서 변화된 환경과 시대의 흐름에 부합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외국인보호소” 등의 조직 명칭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로
변경하려는 것이다.
2014년 12월 30일 일부개정은 출국금지결정의 통지에 대한 예외 사유에 명백성을
추가하여 보다 엄격하게 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이 금지된 사람에 대한 여권
회수･보관 규정을 삭제하며, 성폭력피해자인 외국인에게 권리구제시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사회통합을 위한 자원봉사 위촉의 근거를
마련하며, 환자 등 피보호자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려는 것이다.
2014년 10월 15일 일부개정은 현행법은 외국인을 고용한 자에게 외국인을 해고
하거나 외국인의 퇴직･사망 및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또는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의 퇴직･사망 및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또는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 고용주가 직업
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을 고용한 자의 경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의 퇴직･사망 및 소재 불명 등의 이유로 현행법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한편, 신고를 받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고용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중복
신고제도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2016년 3월 29일 일부개정은 출입국 및 외국인의 체류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체류 외국인 증가에 따라 빈번히 발생하는 외국인등록증의 부정 사용자 및 각종
허가 신청과 관련한 허위서류 제출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출입국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선박등에 탑승하기에 부적당한 사람에 대하여 선박등에 탑승할 수 없도록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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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관련 민원 편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외공관에서도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2017년 3월 14일 일부개정은 최근 체류외국인이 2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와 더불어 국세나 관세, 지방세 등 각종 조세를 납부하지 않고 체류하는
외국인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를 징수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체류질서를 관리하는 법무부가 국세청, 관세청,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외국인의 조세체납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4. ｢출입국관리법｣의 주요 내용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12개의 장으로 제1장 총칙, 제2장 국민의 출입국, 제3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제4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제5장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제6장 강제퇴거 등, 제7장 선박등의 검색, 제8장 선박등의 장 및 운수업자의
책임, 제8장의2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 제9장 보칙, 제10장 벌칙, 제11장 고발과
통고처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총칙
제1장 총칙은 목적과 용어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의 목적은 “이 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 및 난민(難民)의
인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에서 동법에서 사용하는
국민, 외국인, 난민, 선원신분증명서 등 14가지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2) 국민의 출입국
제2장에서는 국민의 출입국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의 출입국절차를 규정
하고 있으며(제3조와 제6조), 많은 조문이 출국금지 관련 규정으로 입법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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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출국의 금지대상으로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금지할 수 있다(제4조). 출국금지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제4조의2),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졌거나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출국
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제4조의3). 출국이 금지되거나 출국금지기간이 연장된 사람은
출국금지결정이나 출국금지기간 연장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결정이나 출국금지기간 연장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
할 수 있다(제4조의5).
수사기관은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으며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4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출국심사를 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제4조의6).

3)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제3장은 제1절 외국인의 입국, 제2절 외국인의 상륙으로 구분하고 있다. 외국인의
입국과 관련하여 유효한 여권과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제7조), 허위초청을 금지
(제7조의2)하고 있다. 사증은 단수사증과 복수사증으로 구분하고 있으며(제8조),
사증을 발급하기 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신청을
받아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9조)
체류자격은 시행령인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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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외국인의 입국 금지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1.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5. 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
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 밖에 구호(救護)가 필요한 사람, 6.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사이에 일본정부, 일본 정부와 동행관계에 있던 정부, 일본 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에 해당하는 정부의 지시를 받거나 그 정부와 연계하여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사람,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제11조).
입국 시 입국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제12조), 입국 시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제12조의2). 또한 일정한 조건12) 하에 조건부 입국허가를 할
수 있다(제13조).
제2절에서 외국인의 상륙을 규정하고 있으며, 승무원의 상륙허가(제14조), 관광상륙
허가(제14조의2), 긴급상륙허가(제15조), 재난상륙허가(제16조), 난민 임시상륙허가
(제16조의2)로 구분하여 상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제4장에서는 제1절 외국인의 체류, 제2절 외국인의 출국으로 구분하고 있다.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한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이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취업
12) 1. 부득이한 사유로 제12조제3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일정 기간 내에 그 요건을 갖출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의심되거나 제12조제3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의심되어 특별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조건부 입국을 허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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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을 갖지 못한 외국인의 취업, 고용, 알선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제18조), 고용한
경우에는 신고의무(제19조)를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의 기술연수활동을 위한 경우 지원규정과 산업체의 지정, 기술연수생의 모집･
입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연수장소 이탈 여부, 연수 목적 외의
활동 여부, 그 밖에 허가조건의 위반 여부 등에 관한 조사 및 출국조치 등 기술연수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19조의2).
그 외에 외국인 유학생의 관리(제19조의4), 결혼이민자에 대한 특칙(제25조의2),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특칙(제25조의3), 허위서류 제출 등의 금지(제26조) 등을 규정
하고 있다.
제2절에서는 외국인의 출국을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인이 출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28조). 그리고 법무부장관은 제4조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출국을 정지할 수 있다(제29조).
그리고 재입국허가를 규정하고 있으며, 재입국허가는 한 차례만 재입국할 수 있는
단수재입국허가와 2회 이상 재입국할 수 있는 복수재입국허가로 구분하고 있다(제30조
제2항).

5)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제5장에서는 제1절 외국인의 등록, 제2절 사회통합 프로그램으로 구분하고 있다.
외국인의 체류기간은 90일로 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경우 체류지를 관할
하는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하며(제31조),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제33조). 외국인 등록사항은 1.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2. 여권의 번호･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3. 근무처와 직위 또는 담당업무, 4. 본국의
주소와 국내 체류지, 5.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해야 한다(제32조). 이때 외국인등록증 등을
채무이행 확보수단으로 제공받거나 그 제공을 강요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제3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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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시, 군, 구 또는 읍, 면, 동의 장이나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제36조). 그리고 등록을 한 외국인이
출국할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제47조).
제2절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법무부장관은
한국 국적, 한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등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정보 제공, 상담 등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이하 “사회통합 프로
그램”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39조 제1항).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지정된 운영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제39조 제2항). 본 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해서는 사증발급, 체류관련 각종 허가 등을 할 때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40조). 또한 본 프로그램의 원활을 위해서 자원봉사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41조).

6) 강제퇴거 등
제6장에서는 제1절 강제퇴거의 대상, 제2절 조사, 제3절 심사결정을 위한 보호,
제4절 심사 및 이의신청, 제5절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제6절 보호의 일시해제, 제7절
출국권고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강제퇴거의 대상자는 이 법에 따르지 않은 외국인이
대상이며(제46조)13), 퇴거대상이 된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제47조). 이를 위해 용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신문할 수 있다(제48조).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조사에 필요하면 용의자의 동의를 받아 그의 주거 또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서류 또는 물건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제50조).
제3절 심사결정을 위한 보호 강제퇴거 대상자 여부를 심사･결정하기 위해서 10일
이내에 보호조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51조, 제52조), 이하에서 보호명령의
집행(제53조), 보호의 통지(보호의 통지),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제55조)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48시간 일시보호를 할 수 있으며(제56조제1항),14) 48시간을 초과하지
13) 제46조 강제퇴거의 대상자에 규정되어 있음.
14) 1. 제12조제4항에 따라 입국이 허가되지 아니한 사람, 2. 제13조제1항에 따라 조건부 입국허가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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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56조제2항). 또한
피보호자에 대한 인권존중관련 조항들이 구비되어 있다.15)
제4절 심사 및 이의신청을 규정하고 있다. 심사를 하면 심사여부를 즉시 아려야 하며,
해당 사항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용의자는 강제퇴거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59조).
제5절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에서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퇴거명령서를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며(제62조제1항),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제63조제1항).
보호할 때 그 기간은 3개월로 하며 3개월마다 미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63조제2항). 송환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국적이나 시민권을 가진
국가로 한다(제64조제1항). 그러나 송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 출생지가 있는 국가,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선박 등에 탔던 항이
속하는 국가, 위의 국가 외에 본인이 송환되기를 희망하는 국가로 송환할 수 있다
(제64조제2항).
제6절 보호의 일시해제에서는 보호명령서나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받고 보호되어
있는 사람, 그의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2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시키고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보호를 일시해제할 수 있다(제65조제1항, 제2항). 그러나
1.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시해제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호의 일시해제를 취소하고 다시 보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제66조
제1항).

사람으로서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3. 제68조제1항에 따라
출국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15) 인권존중관련 하여 제56조의2 피보호자의 긴급이송 등, 제56조의3 피보호자 인권의 존중 등, 제56조이4
강제력의 행사, 제56조의5 신체 등의 검사, 제56조의6 면회 등, 제56조의7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을 통한 안전대책,
제56조의8 청원, 제56조의9 이의신청 절차 등의 갯, 제57조 피보호자의 급양 및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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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출국권고 등에서는 출국을 권고(제67조)16)하거나 출국을 명령(제68조)17)할
수 있다.

7) 선박등의 검색과 선박등의 장 및 운수업자의 책임
선박과 관련하여 제7장과 제8장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제7장에서는 선박등의 검색
및 심사(제69조), 내항 선박 등의 검색 등에 대한 준용 규정(제70조), 출입국의 정지
등(제71조), 승선허가(제72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8장에서는 운수업자 등의 일반적
의무 등(제73조), 승객예약정보의 열람 및 제공 등(제73조의2), 사전통보의 의무
(제74조), 보고의 의무(제75조), 송환의 의무(제76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8)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
제8장의2에서는 난민여행증명서, 난민인정증명서 등의 반납, 난민에 대한 체류
허가의 특례,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 사무의 대행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난민여행
증명서는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가 출국하려고 할 때에는 그의 신청에 의하여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하며(제76조의5제1항),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있다(제76조
의5제2항).
또한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받은 경우,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난민인정결정 취소나 철회의 통지를 받은 경우 난민인정증명서나
난민여행증명서를 반납하도록 하고 있다(제76조의6제1항).
기타 난민에 대한 체류허가의 특례(제76조의7),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 사무의
대행을 규정하고 있다(제76조의8).

16) 1. 제17조와 제20조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그 위반 정도가 가벼운 경우, 2. 제1호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출국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7) 1.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사람, 2. 제67조에
따른 출국권고를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3. 제89조에 따라 각종 허가 등이 취소된 사람, 4.
제10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 후 출국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5. 제102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通告處分) 후 출국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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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보칙, 벌칙, 고발과 통고처분
제9장에서는 보칙으로 무기등의 휴대 및 사용(제77조), 관계기관의 협조(제78조),
허가신청 등의 의무자(제79조), 사실조사(제80조), 외국인 동향조사(제81조), 증표의
휴대 및 제시(제82조), 출입국사범의 신고(제83조), 통보의무(제84조), 신병의 인도
(제86조), 출입국관리 수수료(제87조), 사실증명의 발급 및 열람(제88조), 외국인등록증
등과 주민등록증 등의 관계(제88조의2), 각종허가 등의 취소･변경(제89조), 신원보증
(제90조), 불법취업외국인의 출국비용 부담(제90조의2), 문서 등이 송부(제91조),
권한의 위임(제92조), 남북한 왕래(제93조) 등의 절차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제10장에서는 벌칙규정이 있으며 징역형, 벌금형,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다.
제11장에서는 고발과 통고처분에 대해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지방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장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적어 서면으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범칙금”이라 한다)을 지정한 곳에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제102조제1항). 이하에서 범칙금 납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Ⅳ. 북한의 출입국법 개요18)
1. ｢출입국법｣의 의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입국법｣은 1996년 1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에서 결정된 법으로 ‘출입국제도를 강화하여 나라의 안전을 보장하며 출입국하는
공민과 입출국, 체류, 거주, 여행(려행)하는 외국인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북한의 ｢출입국법｣ 도 한국의 ｢출입국관리법｣과 동일하게 국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출입국법｣은 통제형를 위한 법이라는데서 차이가 있다.
18) 북한용어의 일부분은 우리나라의 글자와 다른 부분이 있음을 감안하여 한국어에 맞도록 수정하고 ( )안에
북한용어를 표시한다.

 56  법제처

또한 1996년 초기의 ｢출입국법｣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아, 그 내용을 사실상 알 수
없다. 어느 순간부터 북한 내에서 법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따라서 이후에 개정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이에 대한 분석이 진행되었다.
part
02

2. ｢출입국법｣의 특징
북한의 ｢출입국법｣의 출입국의 관리보다는 공민과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통제목적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법형식과 달리 공민과
외국인의 출입국사항만을 간략하게 규정하고 있다.

3. ｢출입국법｣의 연혁
북한의 ｢출입국법｣은 3 차례 개정되었다. 1999년 1월 2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
위원회 정령 제382호로 제1차 수정보충 되었으며, 2012년 4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323호로 수정보충 되었다. 마지막으로 2013년 7월 10일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249호로 수정보충 되었다. 이하에서는 1999년 수정보충
된 내용은 제정당시의 법이 알려지지 않아서 분석할 수 없기에 2012년도와 2013년도의
수정보충 내용을 토대로 개정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2012년 ｢출입국법｣ 개정
2012년 개정은 김일성 탄생 100돌, 김정일 탄생 70돌이 되는 해였다. 북한은 상징적
의미를 갖는 2012년을 전후로 대대적인 법제 정비사업을 시행했으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법전’ 제2판을 펴내 북한도 법치국가임을 표명하고 법규범의 중요성과 그
준수를 강조하였다.19)

19) 임성택, 북한 출입국법제의 동향과 남북 출입국법제 통합의 방향, 분단 70년 : 북한법제 동향과 남북법제 통합의
방향, 북한법연구회, 2015. 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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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1. 조문에 제목을 사용하였다. 1999년까지는
제1조 그리고 내용을 사용하였으나, 2012년 개정에서는 제목을 붙이기 시작하였다.
2. 정의 규정을 사용하였다. 개정 전 정의규정이 없었으나, 이후 정의 규정을 사용하여
용어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등 법률의 체계성을 높였다. 3. 개혁･개방에 대비하여
규제를 완화하였다. ① 북한에 이미 입국하여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국경지역 출입국
증명서를 가지고 사사용무로 출입국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② 무역선, 여객선
선장의 여객(려객)영단 제출의무를 삭제(구법 제22조 후문) 하고, ③ 체류 등록을 하지
않는 외국인의 법위를 확대하였다.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 승인을 받아 자동차로
출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개정법 제29조). ④ 여행증 발급신청 규정을 삭제하여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다. ⑤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제재가 기존 벌금, 입국･
출국 금지, 추방, 형사책임(구법 제46조)에서 벌금, 입국･출국 금지, 체류･여행취소
(개정법 제46조)로 완화되었다. ⑥ 특수경제지대의 출입질서와 관련하여 남조선동포와
재일조선공민에게 주어졌던 규정이 폭넓게 인정하였다(구법 제8조), 즉 표와 같이
남조선동포와 재일조선공민을 삭제하여 해당 법규에 따르도록 하여 인정범위를
확대하였다.
<표2> 특수경제지대의 출입질서
1999년

2012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특수경제지대의 출입질서
와 남조선동포, 재일조선공민이 공화국에 오가는 질 특수경제지대의 출입질서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
서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

4.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절차 강화하였다. ① 기존법령에서는 외국인의 입국금지
대상자를 불투명하게 하였으나 개정법에서는 표와 같이 대상자를 확대하고 구체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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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외국인 입국금지대상자
1999년

2012년
제25조 (입국금지대상의 외국인)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입국할 수 없다.

제25조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입국할수 없다.
1. 공화국의 자주권을 침해한자
2. 해당 기관이 공화국의 안전과 사회질서를
침해할수 있다고 인정한자
3. 전염병환자

1.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침해한자
2. 국제테로범
3. 마약중독자, 정신병자
4. 전염병환자, 전염병이 발생한 지역에서 오는 자
5. 위조하였거나 심히 오손되여 확인할 수 없는
증명서를 가진 자
6. 해당 기관이 나라의 안전을 침해할 수 있다고
인정한자

② 체류기간을 대폭 단축하였다. 즉 기존법에서는 단기체류는 6개월까지, 장기
체류는 6개월 이상으로(구법 제32조) 하였으나, 개정법에서는 단기체류는 90일 이하,
장기체류는 91일 이상으로 하였다(개정법 제32조). ③ 체류등록을 하지 않는 외국인에
기존에서 비행장, 철도역에 입국하는 승조원, 승무원을 추가하였다. ④ 외국인거주
등록증, 외국인 출생증의 유효기간을 신설(개정법 제42조) 하였다.

2) 2013년 ｢출입국법｣ 개정
2013년 개정은 1년 3개월 만에 개정하였으며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다.
첫째, 통행검사에 관한 장을 신설하였다. 2012년 법률에서는 통행검사기관에 대서
출입국확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을 뿐 통행검사를 의무화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3년 개정법에서는 출입국하는 공민, 외국인과 운수수단은 국경통과지점에서 통행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였다. 통행검사기관의 임무와 권한을 규정하여 통행검사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였다(제31조).20) 그 외에도 출입국증명서의 검사와 출입국확인
20) 제31조 (통행검사기관의 임무와 권한) 통행검사기관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1. 출입국하는 공민, 외국인의
출입국증명서를 검사한다. 2. 출입국하는 운수수단에 대한 통행검사를 한다. 3. 국경통과지점의 안전보장과
통행질서유지사업을 한다. 4. 기재를 리용하여 출입국하는 해당 공민, 외국인에 대한 안전검사를 한다. 5. 단속한
금지품, 기밀에 속하는 문건과 자료를 해명, 처리한다. 6. 해당 기관 또는 출입국하는 공민, 외국인에게 통행검사에
필요한 문건과 자료를 요구할수 있다. 7. 국경통행질서를 어겼거나 나라의 안전을 침해한 혐의가 있는자와
그 운수수단을 단속, 조사, 검색할 수 있다. 8. 국경통행질서를 어긴 공민, 외국인과 해당 운수수단의 통행을
중지시킬수 있다. 9. 이 밖에 국가가 위임한 사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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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통과지점의 준수(제33조), 휴대금지품(제34조), 운수수단의 출입국자료통보
(제35조), 운수수단책임자의 의무(제36조), 자동차통행증의 검사, 국경통과시간의 준수
(제37조), 다른 나라 배의 통행검사를 받을 의무, 항해질서(제38조), 다른 나라 선원의
상륙(제39조), 승선･겹선질서(제40조), 되돌려 보내는 인원에 대한 책임(제41조) 등을
규정하였다.
둘째, 출입국질서를 강화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① 이는 ｢출입국법｣의 사명에서
잘 들어난다. ｢출입국법｣의 사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입국법은 출입국제도를
강화하여 나라의 안전을 보장하며 출입국하는 공민과 입출국, 체류, 거주, 여행(려행)
하는 외국인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이바지 한다.”고 한다. 기존에는 출입국제도를
강화하여 공민과 외국인의 출입국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었으나, 현재는 “나라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앞에 나타내고 있다. ② 정의규정에서 국경통과
지점과 운수수단을 추가하였으며. ③ 통행검사기관의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④ 기존
오손된 출입국증명서, 위조한 출입국증명서에서 출국할 수 없는 공민을 출입국증명서가
없는 공민, 효력이 없는 출입국증명서를 가진 공민, 법기관이 출국시킬 수 없다고 인정한
공민으로 수정하였다(제18조).
셋째,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① 공민은 해당 출입국증명서를 국경통과지점
에서 통행검사기관에 확인을 받고 출입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이를 삭제하였다
(2012년 개정법 제15조). ② 외국인의 입출국수속을 삭제하였다(2012년 개정법
제21조).

4. ｢출입국법｣의 주요 내용
북한의 ｢출입국법｣은 총 6개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출입국법｣의 기본,
제2장 공민의 출입국, 제3장 외국인의 입출국, 제4장 통행검사, 제5장 외국인의 체류,
거주, 여행(려행), 제6장 제재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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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입국법｣의 기본
제1장에서는 ｢출입국법｣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1조
사명에서는 난민 인정절차를 제외하면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정의하고 있다. 정의규정
에서는 공민, 외국인, 출입국증명서, 국경통과지점, 운수수단, 체류, 거주, 여행(려행)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출입국은 국경통과지점 또는 국가가 따로 승인지점으로
하여야 하며, 국가는 대외관계발전의 요구에 맞게 국경통과지점을 정하고 통행검사
기관을 설치하도록 하였다(제3조). 출입국증명서의 소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 출국, 입국, 체류, 거주, 여행(려행)과 관련한 수속은 본인이 하도록 하였다.
다만 공무로 출국, 입국, 체류, 여행(려행)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기관이 수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5조). 출입국 관련하여 정해진 수수료를 부과하며 외국인의 사증
수수료는 상호성(호사성) 원칙에 따라 부과하도록 하였다(제6조).
출입국과 관련한 사업은 외무성과 출입국사업기관이 담당하며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외교 및 영사(령사)대표기관, 해당기관도 출입국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7조). 이러한 출입국사업분야의 교류와 협력할 수 있으며 이 또한 상호성(호사성)
원칙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특수경제지대의 출입질서는 해당 법규에서 따로
정하도록 하였다(제9조).

2) 공민의 출입국
공민은 공무, 사사용무로 출입국할 수 있으며, 출입국시 외무성 또는 출입국사업기관,
해당 기관을 통하여 출입국증명서를 발급 받도록 하였다(제10조), 이 때 공무로 출입국
하려는 공민의 여권(려권), 사증발급신청은 그를 파견하는 기관이 외무성에 한하며
사사용무로 출입국하려는 공민의 여권(려권), 사증발급신청은 본인의 거주지 출입국
사업기관에 하도록 한다(제11조). 이때 발급된 출입국증명서를 가지고 해당 나라의
국경지역으로 출입국 할 수 있다.
그리고 국경지역 출입국증명서의 발급신청도 공무와 사사용무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로 출입국하려는 공민의 국경지역 출입국 증명서발급신청은 그를 파견하는
기관이 출입국사업기관 또는 해당 기관에 하고 사사용무로 출입국하려는 공민의 국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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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출입국증명서발급신청은 본인이 거주지의 출입국사업기관에 한다(제13조).
선원의 경우 중앙해사감독기관이 발급한 선원증을 가지고 무역항으로 출입국할 수
있으며, 선원증을 가진 공민이 무역항이 아닌 다른 국경통과지점으로 출국할 경우에는
사증을 발급받도록 하고 있다(제15조). 해외 공민의 경우 북한 외교 및 영사(령사)대표
기관, 해당 기관을 통하여 여권(려권) 또는 사증을 발급받아 입출국하도록 하고
((제16조) 오손시켰거나 분실한 공민은 재발급받도록 하였다(제17조). 그리고 출입국
증명서가 없거나 효력이 없는 출입국증명서 소지, 법기관이 출국시킬 수 없다고 인정한
공민은 출국할 수 없다(제18조).

3) 외국인의 입출국
외국인이 북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증을 발급받아 입출국할 수 있다. 사증의
발급은 외무성, 출입국사업기관 또는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북한 외교 및 영사(령사)
대표기관이 행한다. 그리고 무사증제 협약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증없이 입국이
가능하다(제19조). 사증발급신청은 해당 나라에 주재하는 북한 외교 및 영사(령사)
대표기관에 신청하고 초청이나 국제기구대표기관은 초청이나 국제기구대표기관에
사증발급신청을 의뢰할 수 있다. 사사용무로 입국하려 할 경우에는 사증발급신청문건에
출입국사업기관의 동의문건을 첨부해야 한다(제20조).
외국인 선원의 경우에는 선원증을 가지면 정해진 무역항으로 사증없이 입출국할 수
있으며, 선원증을 가진 외국인이 비행기, 열차(렬차), 자동차 같은 운수수단으로
입출국하려 할 경우에는 정해진 수속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경지역 출입국증명서를 가진 외국인은 정해진 국경지역에 입국해야 하며,
다른 지역으로 가려 할 경우에는 해당 출입국사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22조).
관광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은 사증없이 입출국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침해한 자, 국테테러범(국제테로범), 마약중독자･정신병자, 전염병환자･전염병이
발생한 지역에서 오는자, 위조하였거나 심히 오손되어 확인할 수 없는 증명서를 가진
자, 해당 기관이 입국을 금지시키기로 한 자는 입국할 수 없다(제24조).
외국인도 해당 출입국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연장하도록 하였다(제25조).
또한 체류, 거주하다가 귀국하는 외국인은 해당 출입국사업기관에서 체류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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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등록을 삭제하고 체류증 및 외국인거주등록증을 반납한다(바친다)(제26조). 장기
체류, 거주하는 외국인은 일정한 기간 출국하려 할 경우 외국인장기체류증, 외국인
거주등록증을 해당 출ㅇ비국사업기관에 맡겨야 하며 입국한 다음 돌려받을 수 있다
(제27조).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은 승인을 받아 자동차로 출입국할 수 있으며, 이때
자동차 국경통행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출국 금지 외국인을 규정하고 있는데, 출입국증명서가 없거나, 효력이 없는 출입국
증명서를 가지거나, 법기관이 출국시킬 수 없다고 인정한 외국인은 출국할 수 없다.

4) 통행검사
출입국하는 공민, 외국인과 운수수단은 국경통과지점에서 통행검사를 받아야 한다.
통행검사를 받지 않고서는 출입국할 수 없다(제30조). 통행검사기관에게는 앞에서
살펴본 대로 일정한 권한과 임무를 규정하고 있다(제31조).
그리고 출입국하는 공민, 외국인은 해당 국경통과지점에서 통행검사기관에 출입국
증명서와 입출국수속표를 내고 검사를 받은 다음 출입국증명서의 확인란에 출국 또는
입국확인도장을 받아야 한다(제32조). 출입국하는 공민, 외국인은 나라의 안전과 사회
질서를 침해할 수 있는 금지품과 기밀에 속하는 문건, 자료 같은 것을 가지고 다니지
말아야 한다(제34조).
교통운수기관과 해당 기관은 출입국하는 열차(렬차), 비행기, 배의 출발 및 도착시간,
장소, 여객(려객) 및 화물자료 같은 것을 해당 운수수단의 도착, 출발전에 해당 통행
검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비행기, 배의 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은 해당 운수수단이
국제항공역, 무역항에 도착한 즉시, 또는 출발전에 통행검사기관에 승무원명단, 여객
(려객)명단을 제출하도록 하였다(제35조). 그리고 운수수단의 책임자는 출국검사를
받고 출국하기 전까지, 입국하여 입국검사를 받기 전까지 통행검사기관의 승인없이
운수수단에서 인원들이 오르내리게 하거나 짐을 부리우거나 싣지 말아야 한다.
출입국이 금지된 자를 태우지 말아야 하며 출입국이 금지된 자가 운수수단에 오른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통행검사기관에 즉시 알려야 한다(제36조).
공민 또는 외국인은 자기가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로 국경을 통과할 경우 출입국
사업기관 또는 다른 나라 해당 기관이 발급한 자동차 국경통행증을 검사받아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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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국경통과시간을 지켜야 한다(제37조). 그리고 다른 나라 배는 무역항에 입항
하기 전에 배길안내 대기지점에서 통행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북한 수역에서
정해진 항로를 이탈하여 항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제38조). 또한 선원이 배에서
내리려 할 경우에는 선장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통행검사기관에 상륙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륙승인을 받은 선원은 정해진 시간안에 자기 배로 돌아와야
한다(제39조).
공민 또는 외국인은 배에 오르내리 때 출입국증명서 또는 해당 승인문건을 통행
검사기관에 검사받아야 하며, 겹선하려 할 경우에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제40조).
출입국이 금지된 자를 태우고 북한에 온 운수수단의 책임자 또는 그 운수수단이 속한
기관은 그 대상을 되돌려 보낼 책임을 지며 그와 관련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41조).

5) 외국인의 체류, 거주, 려행
외국인은 입국목적에 따라 북한 영역에서 체류, 거주, 여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한 등록 및 수속을 하여야 한다(제42조). 체류는 단기체류와 장기체류로 나뉘며
단기체류는 입국한 날부터 90일까지, 장기체류는 91일이상으로 정하고 있다(제43조).
장기체류하려는 외국인은 체류목적에 따라 외국인장기체류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제47조), 장기체류등록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7일 이내 해당 출입국사업기관에
변경등록을 하고 재발급받아야 한다. 그리고 분실하였거나 심히 오손시켰을 경우에도
재발급받아야 한다(제50조). 외국인은 목적지에 도착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체류
등록을 하고 여권 또는 따로 받은 사증에 확인을 받아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증을
받지 못하고 입국한 외국인은 사증을 받은 다음 체류등록을 하여야 한다(제44조).
공무로 입국한 외국인의 체류등록은 중앙출입국사업기관 또는 해당 도(직할시)출입국
사업기관이 하며 사사용무로 입국한 외국인의 체류등록은 해당 시(구역), 군 출입국
사업기관이 한다(제46조).
외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목적지가 아닌 지역에서 48시간 이상 체류할 경우
해당지역 출입국사업기관에 도중체류등록을 하여야 한다(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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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1. 국회, 정부 대표단 같은 고위급대표단 성원, 2. 우리 나라에 주재하는 다른
나라 외교 또는 영사(령사)대표기관, 국제기구대표기관성원, 3. 입국하여 숙박하지 않고
그날로 출국하는 외국인, 4. 무역항, 비행장, 철도역에 입국한 다른 나라 배, 비행기,
열차(렬차)의 선원, 승조원, 승무원, 5. 해당 기관이 정하는 외국인은 체류등록을 하지
않는다.
다른 나라 배, 비행기, 열차의 선원, 승조원, 승무원이 정해진 무역항, 비행장, 철도
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48시간이상 체류할 경우에는 해당 출입국사업기관에 체류
등록을 하여야 한다(제49조).
북한에 거주한 외국인은 해당 출입국사업기관에 거주등록을 하고 외국인거주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미성인은 외국인출생증을 발급받는다. 이 때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제51조). 거주지를 옮기려는 외국인은 퇴거등록ㅇ르 한 날부터 25일 안에
새로 거주할 지역의 출입국사업기관에 거주등록을 하여야 한다. 거주외국인이 거주
등록내용을 변경할 경우 14일 안으로 해당 출입국사업기관에 변경등록을 하고 외국인
거주등록증, 외국인출생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제53조).
거주한 외국인, 사사용무로 체류하는 외국인, 국경지역출입국증명서를 가진 외국인은
해당 출입국사업기관에서 발급한 여행증을 가지고 여행할 수 있으며, 목적지에 도착한
외국인은 여행 중에 해당 지역 출입국사업기관의 도착, 출발확인을 받아야 한다. 북한이
주재하는 다른 나라 외교 또는 영사대표기관, 국제기구대표기관 성원, 기타 공무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여행 중에 발급받지 않고 여행할 수 있다(제54조).

6) 제재
제재의 대상은 공민과 외국인으로 나뉘며, 공민에 대해서는 벌금, 출국금지, 형사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제55조). 외국인의 경우 벌금, 입출국 금지, 체류 및 여행승인을
취소하고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추방하거나 형사책임을 부과하고 있다(제56조). 이와
관련한 소송은 외무성, 해당 출입국사업기관, 법기관에 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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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남북의 출입국관리 법제 비교분석을 통한 시사점 및 통합방안
1. 한국과 북한의 출입국관리법제 비교분석
1) 일반적인 차이점
한국과 북한은 일반적인 출입국관리법제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첫째, 한국의
｢출입국관리법｣은 통제 보다는 관리방안에 초첨을 맞추고 있는 반면 북한은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즉 한국의 ｢출입국관리법｣은 여행의 자유, 출입국의 자유가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전제하에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북한의 ｢출입국법｣에서도
일정 부분에서 공민의 출입국이 권리라는 전제의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동의 제한,
통제의 관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 둘째, 여권발급 및 신청 관련하여 차이가 있다. 한국의
경우 ｢출입국관리법｣과 ｢여권법｣이 분리되어 있는 반면, 북한은 별도의 여권법이 없고
｢출입국법｣에 여권 등의 발급신청(제11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셋째, 난민관련
규정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출입국관리법｣에는 난민인정절차 등 난민법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012년 2월 10일 난민법이 별도의 독립법으로 마련됨에 따라 난민
여행증명서 등에 관한 일부 규정만 존재하고 있다. 북한의 경우 난민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21) 넷째, 법률 관리 기관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출입국
관리법｣은 법무부에서 관리하지만, 북한의 경우 외무성에서 처리하고 있다.

2) 목적상 유사성
한국과 북한의 출입국관리법제에서 유사성을 높은 부분 중에 하나가 목적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과 북한의 출입국관리법제의 목적규정에서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와 ‘국민, 외국인에 체류관리’라고 하여 유사하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난민인정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북한은 난민 규정이 없다.

21) 임성택, 앞의 논문,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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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우리나라와 북한의 목적규정
북한

한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입국법은 출입국제도를
강화하여 나라의 안전을 보장하며 출입국하는 공민
과 입출국, 체류, 거주, 려행하는 외국인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이바지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
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
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
국인의 체류관리 및 난민(難民)의 인정절차 등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국민의 출입국관리
(1) 출국의 자유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은 언제든지 심사 후 자유롭게 출국할 수 있으나, 북한의 경우
국민22)은 공무, 사사용무로 출입국할 수 있다. 그러나 사사용무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없으며, 사사용무를 증명해야하기 때문에 통제기관의 재량이 지나치게 넓게 해석될 수
있다.
<표5> 우리나라와 북한의 출국규정
북한

한국
제3조(국민의 출국) ①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밖의

제10조 (공민의 출입국사유)
공민은 공무, 사사용무로 출입국할 수 있다.
출입국하려는 공민은 외무성 또는 출입국사업기관,
해당 기관을 통하여 출입국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지역으로 출국(이하 “출국”이라 한다)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
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
이한 사유로 출입국항으로 출국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출
입국항이 아닌 장소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
사를 받은 후 출국할 수 있다.

22) 이하에서는 공민을 국민으로 통일화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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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국금지에 대한 차이
출국금지대상에서도 우리나라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나, 북한은 출국할 수 없는
국민만을 간략하게 나타내고 있어 포괄적 수권을 해당기관에 부여한 듯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는 출국금지 관련하여 연장, 해제, 긴급출국금지 등의 다양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나, 북한은 출국금지 국민만을 규정할 뿐 아무 규정이 없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
포괄적 수권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다.
<표6> 우리나라와 북한의 출국금지대상
북한

한국
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
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1.7.18.>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
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제18조 (출국할 수 없는 공민)
출입국증명서가 없는 공민, 효력이 없는 출입국증명
서를 가진 공민, 법기관이 출국시킬 수 없다고 인정
한 공민은 출국할 수 없다.

아니한 사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
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개월 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호에서 정한 기간으
로 한다. <신설 2011.7.18.>
1.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
람: 3개월 이내
2. 기소중지결정이 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
영장이 발부된 사람: 영장 유효기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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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인의 입국
우리나라와 북한 모두 외국인의 출입국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외국인의 입국과 출국을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북한은 외국인의 입출국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23)

그리고 우리나라와 북한의 입국할 때 사증의 발급과 무사증협약, 외국인의 입국
금지대상 규정에 대한 내용은 유사하게 실시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상세히
규정되어 예측가능성이 있으나, 북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입국을 금지시키기로 한 자로
하여 매우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다.
<표7> 우리나라와 북한의 입국금지대상
북한

한국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
을 금지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24조 (입국할 수 없는 외국인)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입국할 수 없다.
1.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침해한자
2. 국제테로범
3. 마약중독자, 정신병자
4. 전염병환자, 전염병이 발생한 지역에서 오는자
5. 위조하였거나 심히 오손되여 확인할 수 없는 증명
서를 가진 자

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
고 입국하려는 사람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
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
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
한 이유가 있는 사람
5. 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
력이 없는 사람, 그 밖에 구호(救護)가 필요한 사람
6.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
니한 사람

23) 임성택, 앞의 논문,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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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한국
7.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사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부의
지시를 받거나 그 정부와 연계하여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학대하
는 일에 관여한 사람
가. 일본 정부
나. 일본 정부와 동맹 관계에 있던 정부
다. 일본 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
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
정하는 사람

또한, 우리나라는 외국인의 상륙에 대해서 관광상륙허가, 긴급상륙허가, 재난상륙
허가, 난민임시상륙허가 등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북한의 경우 선원에 대한
상륙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5) 외국인의 출국
출국심사 또는 통행검사를 받아 출국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북한의 외국인
출국절차는 유사하다. 우리나라의 ｢출입국관리법｣은 일정한 경우 외국인에 대하여
출국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사유는 국민의 출국금지사유와 동일하다.
북한의 경우에도 출국금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그 대상을 출입국증명서가 없는
외국인, 효력이 없는 출입국증명서를 가진 외국인, 법기관이 출국시킬 수 없다고 인정한
외국인은 출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특히 법기관이
출국시킬 수 없다고 인정한 외국인과 같이 구체적 요건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재량적인 출국금지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6) 외국인의 체류, 거주, 여행
외국인의 체류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북한 사이에 가장 큰 차이점은 입국한
외국인이 국내이동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입국 후 여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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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가 원칙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반면 북한은 통제되어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의 안녕질서나 대한민국의 중대한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만 외국인에 대하여 거소 또는 활동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할 수 있다(제22조). 하지만 북한에서는 거주하는 외국인, 사사로이 체류
하는 외국인, 국경지역 출입국증명서를 가진 외국인은 해당 출입국사업기관이 발급한
여행증을 가지고 여행하여야 하고, 나아가 목적지에 도착하면 해당지역 출입국사업
기관에 도착, 출발확인을 받아야 한다(제54조).
그리고 북한의 경우 외국인의 체제를 체류와 거주로 구분한다. 체류는 일정한 기간
머무르는 것이고 거주는 거주등록을 하고 사는 것을 말한다. 체류는 단기체류와 장기
체류를 구분한다. 각각 체류등록 또는 거주등록을 하여야 한다. 거주인이 거주지를 옮길
경우에도 이동수속을 밟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의 체류는 그 체류자격과
기간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근로가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자가 근무처를 변경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 국적, 한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등을 취득
하려는 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정보, 제공, 상담 등을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 외에 우리나라는 외국인은 체류자격 외의 활동, 정치활동이 금지된다. 외국인
고용에 관한 제한, 외국인 기술연수활동에 관한 규정, 외국인 유학생의 관리에 관한
규정이 특별히 마련되어 있다.

7) 법위반에 대한 제재의 유사성
북한 ｢출입국법｣은 외국인이 ｢출입국법｣을 어긴 경우에 벌금, 입국･출국 금지, 체류･
여행승인 등의 취소할 뿐만 아니라 추방 및 형사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출입국관리법｣은 제6장에서 강제퇴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징역, 벌금,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유사하게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징역, 벌금, 과태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추방, 형사책임,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하여 불명확한 형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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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북의 출입국관리 법제 비교분석을 통한 시사점
1)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내･외국인의 출입국 통제 장치
국가를 나타내는 전통적인 요소는 주권, 국민, 영토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 어느
것이 빠져도 국가라고 할 수 없다.24) 우리 헌법에서는 이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따라 우리의 영토를 침범하거나 불법으로 입국하려는 자가 있으며, 국가 및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 방어할 필요가 있다. 이를 대표하는 법률이 바로 ｢출입국관리법｣이다.
최근 들어 국경을 초월한 다양한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영토의
의미를 갖지 않는 지구온난화 등의 글로벌 이슈도 많아지면서 국경에 대한 의미가
퇴색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남북한 휴전상태로 국경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국경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곳으로서 이를
통과하여 해당국가로 입국하거나 출국할 경우 그에 합당한 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테러에 대한 안전지대가 사라지고 있는 시점에서 내국인 보호와 국익을
위해 출입국 관련 적정한 절차는 필요로 된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출입국관리법｣은 사증, 외국인 출입국허가, 출국의
금지, 외국인 고용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통일 된 이후에도 관련 규정은
꼭 입법화되어야 할 것이다.

2) 통일 출입국관리행정의 기본법적 성격
출입국관리법제는 통일한국 내에서 출입국하는 국민과 외국인이 합법적이며, 안전
하게 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계화와 테러의 확산으로 인하여 ｢출입국관리법｣은 어느 정도의 통제도 필요
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 ｢출입국관리법｣은 국민과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출입국할 때
적정한 절차를 규정해야 한다. 그리고 출입국 규제 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난민 규정의 경우 일률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24) 성낙인, 헌법과 국가정체성, 서울대학교 법학 52권 제1호, 2011. 3, 1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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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의 추상적인 ｢출입국법｣을 구체화
북한의 ｢출입국법｣은 매우 추상적인 규정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 추상적인 형태의 법률의 해당 기관들의 자의적 판단과 재량을 과다하게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인권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수범자들의
예측가능성에 불합리성이 가해질 수 있다. 따라서 통일 후에는 우리나라의 입법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3. 통일한국의 ｢출입국관리법｣의 주요내용
1) 총칙 규정
총칙규정에는 목적과 정의규정만을 규정하면 될 듯 하다. 특히 목적규정은 우리
나라와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규정을 원용하면 될 것이다. “이 법은 통일한국에 입국
하거나 통일한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
관리와 통일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륙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 될 것이며, 정의 규정은 현행과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2) 대상자의 분류
우리나라의 ｢출입국관리법｣은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는 반면 북한의 경우 진정한
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난민여행
증명서 발급과 사회통합 프로그램 규정은 현실적으로 난민법과 다문화지원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통일한국 ｢출입국관리법｣의 대상자는 국민과 외국인이라는 부분에서는 동일
하지만, 난민여행증명서와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제외한 국민의 출입국, 외국인 입국
및 상륙,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외국인의 등록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통일한국에 대한 북한 주민의 통일한국으로 편입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통일한국
국민에 대한 특례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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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규정 마련
출입국 하는 과정 중에 출국기간 도과, 불법취업 등으로 위법하게 되고 이들에 대한
강제퇴거, 형벌부과 등으로 인권침해의 여지가 존재한다. 따라서 인권보호 측면에서의
강제퇴거시 절차, 형벌 부과의 적정한 운영 및 부과될 수 있는 상세한 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4) 통일에 따른 외국관광객 유입 및 상륙관련 규정 마련
통일하게 되면 우리나라와 북한의 관광을 발전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관광루트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에 따라 출입국절차를 다양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륙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출입국관리법｣이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상륙을 승무원에 대한 상륙, 관광상륙, 긴급상륙, 재난상륙, 난민
임시상륙으로 구분하는 것을 효율적이라고 보인다.

5) 외국인 고용제한 등 제외
외국인 고용제한 및 신고의무 등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행정에서 담당하는 것보다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6) 선박등의 검색 필요
선박등이 출입국항에 출･입항할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검색을 받아야 한다.
이는 불법적 출입항을 하는 자를 막을 수 있으며, 출입항할 때 밀수 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출입국의 정지, 승선허가운영 필요, 운수업자 등의 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승객예약정보의 열람 및 제공의무, 사전통보의 의무, 보고의 의무, 송환의무 등의
규정이 필요할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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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나가는 말
남북한은 언젠가는 하나로 화합을 해야 할 것이며, 향후 남북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법제 분야에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까지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오랜 기간 동안 연구물은 축적
되었다.
통일한국에 따른 법률의 정비는 아마도 시기에 따라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초기의 법률, 과도기의 법률, 안정화기의 법률로 구별해야 한다. 초기에는 기존법률과
남북한의 법률의 차이로 인해 혼돈이 있을 수 있다. 이를 지나면 과도기로 점차 법률이
완성되는 시기로 이어질 것이다. 과도기에는 다양한 입법이 통일화를 거쳐 안정화될
것이다. 이후 최종적으로 통일한국에 알맞은 안정화된 법률들이 만들어 질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다양한 연구라고 생각된다. 특히 출입국관리법과 같이
초기에 안정화가 필요한 법률의 경우에는 더욱 중요하다. 이번 통일법제 연구를 통해
대략적인 통합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통일 한국에서 빠른 안정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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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첨부 1. 북한의 ｢출입국법｣의 연혁 분석
조문

공포일자

공포번호

조문내용

제1조 (출입국법의 사명)
주체102(2013)년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입국법은 출입국제도를 강화
월 10일 최고인민회의
하여 나라의 안전을 보장하며 출입국하는 공민과 입출국,
2013-07-10
상임위원회 정령 제
체류, 거주, 려행하는 외국인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이바지
3249호로 수정보충
한다.

제1조

제1조(출입국법의 사명)
주체101(최고인민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입국법은 출입국제도를 강화
2012-04-10 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하며 출국, 입국하는 우리 나라 공민과 입국, 출국, 체류,
2323호로 수정보충)
거주, 려행하는 외국인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이바지 한다.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입국법은 출입국제도
주체88(최고인민회
를 강화하며 출국, 입국하는 공화국공민과 입국, 출국,
1999-01-28 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체류, 거주, 려행하는 외국인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이바지
382호로 수정보충)
한다.
주체85(최고인민회
1996-01-19 의 상설회의 결정 제 현재 연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조문입니다.
68호로 채택)

제2조

주체102(2013)년 7
월 10일 최고인민회의
2013-07-10
상임위원회 정령 제
3249호로 수정보충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민이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외국인이란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출입국증명서란 려권 또는 그를 대신하는 증명서와
사증 같은 것을 말한다.
4. 국경통과지점이란 공포된 국경교두, 국경찰도역, 무역
항, 국제항공역 같은 출입국할 수 있는 통로와 정해진
구역을 말한다.
5. 운수수단이란 우리 나라 국경을 통과하는 자동차, 렬차,
배, 비행기 같은 것을 말한다.
6. 체류란 외국인이 우리 나라 령역에 일정한 기간 머무르는
것을 말한다.
7. 거주란 외국인이 우리 나라 령역에 거주등록을 하고
사는 것을 말한다.
8. 려행이란 외국인이 우리 나라 령역에서 체류지 또는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오가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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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공포일자

공포번호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민이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외국인이란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주체101(최고인민회
2012-04-10 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2323호로 수정보충)

3. 출입국증명서란 려권 또는 그를 대신하는 증명서와
사증 같은 것을 말한다.
4. 체류란 외국인이 우리 나라 령역에 일정한 기간 머무르
는 것을 말한다.
5. 거주란 외국인이 우리 나라 령역에 거주등록을 하고
사는 것을 말한다.
6. 려행이란 외국인이 우리 나라 령역에서 체류지 또는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오가는 것을 말한다.

주체88(최고인민회
1999-01-28 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382호로 수정보충)

제2조 출입국하는 공민과 외국인은 려권, 해외공민증,
선원증, 사증 같은 해당 출입국증명서를 가져야 한다.
보호자와 함께 려행하는 미성인은 보호자의 출입국증명서
에 올리고 출입국할수 있다.

주체85(최고인민회
1996-01-19 의 상설회의 결정 제
68호로 채택)
주체102(2013)년 7
2013-07-10

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3249호로 수정보충
주체101(최고인민회

제3조

2012-04-10 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2323호로 수정보충)

제3조 (국경통과지점과 통행검사기관의 설치)
출입국은 국경통과지점 또는 국가가 따로 승인한 지점으로
한다.
국가는 대외관계발전의 요구에 맞게 국경통과지점을 정하
고 통행검사기관을 설치한다.
제3조(국경통과지점)
출입국은 정해진 국경통과지점으로 한다.
국가는 대외관계발전의 요구에 맞게 국경통과지점을 바로
정하도록 한다.

주체88(최고인민회 제3조 출입국은 정해진 출입국지점으로 한다.
1999-01-28 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국가는 대외관계발전의 요구에 맞게 출입국지점을 정하도
382호로 수정보충)

록 한다.

주체85(최고인민회
1996-01-19 의 상설회의 결정 제 현재 연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조문입니다.
68호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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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공포일자

공포번호
주체102(2013)년 7

제4조

2013-07-10

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3249호로 수정보충

조문내용
제4조 (출입국증명서의 소지의무)
출입국하는 공민, 외국인과 우리 나라 령역에서 체류, 거주,
려행하는 외국인은 정해진 출입국증명서를 소지할 의무를
진다.
*신설
제5조 (출입국수속의 당사자)

제4조
에서

2013-07-10

제5조

주체102(2013)년 7 출국, 입국, 체류, 거주, 려행과 관련한 수속은 본인이
월 10일 최고인민회의 한다. 그러나 공무로 출국, 입국, 체류, 려행하려 할 경우에
상임위원회 정령 제 는 해당 기관이 수속할 수 있다.
3249호로 수정보충 미성인의 수속은 보호자가 한다.
*제4조에서 5조로 변경
제4조(출입국수속의 당사자)

주체101(최고인민회 출국, 입국, 체류, 거주, 려행과 관련한 수속은 본인이
2012-04-10 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한다. 그러나 공무로 출국, 입국, 체류, 려행하려 할 경우에
2323호로 수정보충) 는 해당 기관이 수속할수 있다.
미성인의 수속은 보호자가 한다.
주체88(최고인민회

제4조

1999-01-28 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382호로 수정보충)

제4조 외국인의 입출국, 체류, 거주, 려행과 관련한 수속은
본인이 한다. 공무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수속은 초청기관
또는 공화국에 주재하는 해당 나라 대표기관이 할수 있다.
미성인의 수속은 보호자가 한다.

주체85(최고인민회
1996-01-19 의 상설회의 결정 제 현재 연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조문입니다.
68호로 채택)
주체102(2013)년 7 제6조 (출입국수수료)
제6조

2013-07-10

월 10일 최고인민회의 국가는 해당 공민과 외국인에게 출입국과 관련하여 정해진
상임위원회 정령 제 수수료를 물린다.
3249호로 수정보충 그러나 외국인의 사증수수료는 호상성의 원칙에서 물린다.

제5조(출입국수수료)
주체101(최고인민회
국가는 해당 공민과 외국인에게 출입국과 관련하여 정해진
2012-04-10 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수수료를 물린다. 그러나 외국인의 사증수수료는 호상성의
2323호로 수정보충)
원칙에서 물린다.
제5조

주체88(최고인민회 제5조 국가는 해당 공민과 외국인에게 출입국과 관련하여
1999-01-28 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정해진 수수료를 물린다.
382호로 수정보충)

part
02

수수료는 중앙재정지도기관이 정한다.

주체85(최고인민회
1996-01-19 의 상설회의 결정 제 현재 연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조문입니다.
68호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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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공포일자

공포번호

조문내용

주체102(2013)년 7 제7조 (출입국사업담당기관)
제7조

2013-07-10

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출입국과 관련한 사업은 외무성과 출입국사업기관이 한다.
상임위원회 정령 제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우리 나라 외교 및 령사대표기관,
3249호로 수정보충 해당 기관도 출입국사업을 한다.
주체101(최고인민회

2012-04-10 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2323호로 수정보충)

제6조

주체88(최고인민회
1999-01-28 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382호로 수정보충)

제6조(출입국사업담당자)
출입국과 관련한 사업은 외무성과 출입국사업기관이 한다.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우리 나라 외교 및 령사대표기관,
해당 기관도 한다.
제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출입국과 관련한 사
업은 외무성과 출입국사업기관이 한다.
공화국령역밖에서는 해당 나라에 주재하는 공화국 외교,
령사대표기관이 한다.

주체85(최고인민회
1996-01-19 의 상설회의 결정 제 현재 연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조문입니다.
68호로 채택)
주체102(2013)년 7
제8조

2013-07-10

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3249호로 수정보충

제8조 (출입국사업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호상성의 원칙에서 다른 나라들과 출입국사업분야
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주체101(최고인민회 제7조(출입국사업분야의 교류와 협조)
2012-04-10 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국가는 호상성의 원칙에서 다른 나라들과 출입국사업분야
2323호로 수정보충) 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주체88(최고인민회
제7조

1999-01-28 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382호로 수정보충)

제7조 국가는 호상성의 원칙에서 다른 나라들과 출입국분
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주체85(최고인민회
1996-01-19 의 상설회의 결정 제 현재 연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조문입니다.
68호로 채택)
주체102(2013)년 7
제9조

2013-07-10

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제9조 (특수경제지대의 출입질서)
상임위원회 정령 제 특수경제지대의 출입질서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
3249호로 수정보충
주체101(최고인민회

제8조

2012-04-10 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2323호로 수정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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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특수경제지대의 출입질서)
특수경제지대의 출입질서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

조문

공포일자

공포번호

조문내용

주체88(최고인민회 제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특수경제지대의 출입질
1999-01-28 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서와 남조선동포, 재일조선공민이 공화국에 오가는 질서는
382호로 수정보충)

해당 법규에 따른다.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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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85(최고인민회
1996-01-19 의 상설회의 결정 제 현재 연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조문입니다.
68호로 채택)
제2장 공민의 출입국
주체102(2013)년 7 제10조 (공민의 출입국사유)
제10조 2013-07-10

월 10일 최고인민회의 공민은 공무, 사사용무로 출입국할 수 있다.
상임위원회 정령 제 출입국하려는 공민은 외무성 또는 출입국사업기관, 해당
3249호로 수정보충 기관을 통하여 출입국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주체101(최고인민회

2012-04-10 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2323호로 수정보충)
제9조

제9조(출입국사유)
공민은 공무, 사사용무로 출입국할수 있다.
출입국하려는 공민은 외무성 또는 출입국사업기관, 해당
기관을 통하여 출입국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주체88(최고인민회 제9조 공민은 공무, 사사용무로 출입국할수 있다.
1999-01-28 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출입국하려는 공민은 외무성 또는 출입국사업기관, 해당
382호로 수정보충)

기관을 통하여 출입국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주체85(최고인민회
1996-01-19 의 상설회의 결정 제 현재 연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조문입니다.
68호로 채택)
주체102(2013)년 7
제11조 2013-07-10

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3249호로 수정보충

제11조 (려권, 사증의 발급신청)
공무로 출입국하려는 공민의 려권, 사증발급신청은 그를
파견하는 기관이 외무성에 한다.
사사용무로 출입국하려는 공민의 려권, 사증발급신청은
본인이 거주지의 출입국 사업기관에 한다.
제10조(려권, 사증의 발급신청)

주체101(최고인민회 공무로 출입국하려는 공민의 려권, 사증발급신청은 그를
2012-04-10 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파견하는 기관이 외무성에 한다.
2323호로 수정보충) 사사용무로 출입국하려는 공민의 려권, 사증발급신청은
본인이 거주지의 출입국 사업기관에 한다.

제10조
주체88(최고인민회
1999-01-28 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382호로 수정보충)

제10조 공무로 출입국하려는 공민의 려권, 사증발급신청
은 그를 파견하는 기관이 외무성에 한다.
사사용무로 출입국하려는 공민의 려권, 사증발급신청은
본인이 거주지의 출입국사업기관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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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공포일자

공포번호

조문내용

주체85(최고인민회
1996-01-19 의 상설회의 결정 제 현재 연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조문입니다.
68호로 채택)
제12조 (국경지역 출입국증명서의 효력)
주체102(2013)년 7 출입국사업기관 또는 해당 기관이 발급한 국경지역 출입국
제12조 2013-07-10

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증명서를 가진 공민은 해당 나라의 국경지역으로 출입국할
상임위원회 정령 제 수 있다.
3249호로 수정보충 국경지역 출입국증명서는 정해진 국경지역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제11조(국경지역 출입국증명서의 효력)
주체101(최고인민회

2012-04-10 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2323호로 수정보충)

출입국사업기관 또는 해당 기관이 발급한 국경지역 출입국
증명서를 가진 공민은 해당 나라의 국경지역으로 출입국할
수 있다.
국경지역 출입국증명서는 정해진 국경지역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제11조 공민은 출입국사업기관이 발급한 국경지역려행

제11조

주체88(최고인민회 증명서를 가지고 해당 나라의 국경지역으로 려행할수
1999-01-28 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있다.
382호로 수정보충)

국경지역려행증명서는 정해진 국경지역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주체85(최고인민회
1996-01-19 의 상설회의 결정 제 현재 연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조문입니다.
68호로 채택)
제13조 (국경지역 출입국증명서의 발급신청)
주체102(2013)년 7 공무로 출입국하려는 공민의 국경지역 출입국 증명서발급
제13조 2013-07-10

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신청은 그를 파견하는 기관이 출입국사업기관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 정령 제 기관에 한다.
3249호로 수정보충 사사용무로 출입국하려는 공민의 국경지역 출입국증명서
발급신청은 본인이 거주지의 출입국사업기관에 한다.
제12조(국경지역 출입국증명서의 발급신청)
주체101(최고인민회

제12조 2012-04-10 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2323호로 수정보충)

공무로 출입국하려는 공민의 국경지역 출입국 증명서발급
신청은 그를 파견하는 기관이 출입국사업기관 또는 해당
기관에 한다.
사사용무로 출입국하려는 공민의 국경지역 출입국증명서
발급신청은 본인이 거주지의 출입국사업기관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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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공포일자

공포번호
주체88(최고인민회

1999-01-28 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382호로 수정보충)

조문내용
제12조 공무로 출입국하려는 공민의 국경지역려행증명
서발급신청은 그를 파련하는 기관이, 사사용무로 출입국하
려는 공민의 국경지역려행증명서발급신청은 당사자가 해
당 출입국사업기관에 한다.

주체85(최고인민회
1996-01-19 의 상설회의 결정 제 현재 연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조문입니다.
68호로 채택)
주체102(2013)년 7
제14조 2013-07-10

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3249호로 수정보충

제14조 (출입국증명서의 유효기간연장)
공민은 출입국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주체101(최고인민회 제13조(출입국증명서의 유효기간연장)
2012-04-10 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공민은 출입국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그 기간을
2323호로 수정보충) 연장하거나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주체88(최고인민회
제13조 1999-01-28 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382호로 수정보충)

제13조 공민은 해당 출입국증명서의 유효기간에 출입국
하여야 한다.
출입국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주체85(최고인민회
1996-01-19 의 상설회의 결정 제 현재 연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조문입니다.
68호로 채택)
주체102(2013)년 7
제15조 2013-07-10

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3249호로 수정보충

제15조 (선원증에 의한 출입국)
중앙해사감독기관이 발급한 선원증을 가진 공민은 무역항
으로 출입국할 수 있다.
선원증을 가진 공민이 무역항이 아닌 다른 국경통과지점으
로 출국할 경우에는 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선원증에 의한 출입국)

주체101(최고인민회
2012-04-10 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2323호로 수정보충)
제14조

공민은 중앙해사감독기관이 발급한 선원증을 가지고 출입
국할수 있다.
선원증을 가지고 출입국할수 없을 경우에는 외무성 또는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우리 나라 외교 및 령사대표기관을
통하여 려권,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주체88(최고인민회
1999-01-28 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382호로 수정보충)

제14조 중앙해사감독기관이 발급한 선원증을 가진 무역
선, 국제려객선선원은 항으로 출입국하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 외무성을 통하여 려권, 사증수속을 하고 비행
기, 렬차 같은 운수수단으로 출입국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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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공포일자

공포번호

조문내용

주체85(최고인민회
1996-01-19 의 상설회의 결정 제 현재 연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조문입니다.
68호로 채택)
주체102(2013)년 7
2013-07-10

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삭제

3249호로 수정보충
제15조(출입국의 확인)
주체101(최고인민회 공민은 해당 출입국증명서에 확인을 받고 출입국하여야
2012-04-10 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한다.
2323호로 수정보충) 출입국확인은 해당 국경통과지점에서 통행검사기관이

제15조

한다.
주체88(최고인민회 제15조 공민은 해당 출입국증명서에 확인을 받고 출입국
1999-01-28 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하여야 한다.
382호로 수정보충)

출입국확인은 해당 출입국지점에서 통행검사기관이 한다.

주체85(최고인민회
1996-01-19 의 상설회의 결정 제 현재 연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조문입니다.
68호로 채택)
주체102(2013)년 7 제16조 (해외공민의 입출국)
2013-07-10

월 10일 최고인민회의 다른 나라에 살고있는 공민은 우리 나라 외교 및 령사대표기
상임위원회 정령 제 관, 해당 기관을 통하여 려권 또는 사증을 발급받고 입출국
3249호로 수정보충 하여야 한다.
주체101(최고인민회

2012-04-10 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2323호로 수정보충)

제16조

주체88(최고인민회
1999-01-28 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382호로 수정보충)

제16조(해외공민의 입출국)
다른 나라에 살고있는 공민은 우리 나라 외교 및 령사대표기
관 또는 해당 기관을 통하여 려권, 사증을 발급받고 입출국
하여야 한다.
제16조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공민은 공화국 외교, 령사대
표기관에서 려권, 사증을 발급받거나 해외공민증에 사증수
속을 하고 공화국에 오가거나 다른 나라로 려행하여야
한다.

주체85(최고인민회
1996-01-19 의 상설회의 결정 제 현재 연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조문입니다.
68호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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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공포일자

공포번호
주체102(2013)년 7

2013-07-10

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3249호로 수정보충

조문내용
제17조 (출입국증명서의 재발급)
출입국증명서를 오손시켰거나 분실한 공민은 다시 발급받
아야 한다.

주체101(최고인민회 제17조(출입국증명서의 재발급)
2012-04-10 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출입국증명서를 오손시켰거나 분실한 공민은 다시 발급받
제17조

2323호로 수정보충) 아야 한다.
주체88(최고인민회
1999-01-28 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382호로 수정보충)

제17조 출입국증명서를 오손시켰거나 분실한 공민은 다
시 발급받아야 한다.

주체85(최고인민회
1996-01-19 의 상설회의 결정 제 현재 연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조문입니다.
68호로 채택)
주체102(2013)년 7 제18조 (출국할수 없는 공민)
2013-07-10

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출입국증명서가 없는 공민, 효력이 없는 출입국증명서를
상임위원회 정령 제 가진 공민, 법기관이 출국시킬 수 없다고 인정한 공민은
3249호로 수정보충 출국할수 없다.
주체101(최고인민회

2012-04-10 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제18조

2323호로 수정보충)
주체88(최고인민회
1999-01-28 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382호로 수정보충)

제18조(출국금지대상)
오손된 출입국증명서, 위조한 출입국증명서를 가졌거나
법기관이 출국시킬수 없다고 인정한 공민은 출국시키지
않는다.
제18조 오손되였거나 위조한 출입국증명서를 가진다. 법
기관이 출입국할수 없다고 인정한자는 출입구할수 없다.

주체85(최고인민회
1996-01-19 의 상설회의 결정 제 현재 연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조문입니다.
68호로 채택)
제3장 외국인의 입출국
제19조 (사중에 의한 외국인의 입출국)
주체102(2013)년 7
제19조 2013-07-10

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3249호로 수정보충

외국인은 우리 나라 외무성, 출입국사업기관 또는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우리 나라 외교 및 령사대표기관을 통하여
사증을 발급받고 입출국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와 해당 나라사이에 무사증제를 실시할데 대한
협약이 있을 경우에는 려권 또는 그를 대신하는 증명서를
가지고 사증없이 입출국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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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공포일자

공포번호

조문내용
제19조(사중에 의한 외국인의 입출국)
외국인은 우리 나라 외무성, 출입국사업기관 또는 다른

주체101(최고인민회 나라에 주재하는 우리 나라 외교 및 령사대표기관을 통하여
2012-04-10 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사증을 발급받고 입출국하여야 한다.
2323호로 수정보충) 우리 나라와 해당 나라사이에 사증없이 다니기로 합의한
려권 또는 그를 대신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사증없이 입출국할수 있다.
제19조 외국인은 공화국 외무성, 출입국사업기관이 발급
주체88(최고인민회 하는 사증을 받고 입출국하여야 한다.
1999-01-28 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공화국과 사증없이 다니기로 합의한 나라 공민, 공무로
382호로 수정보충)

국경지역려행증명서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초청기관의 동
의를 받으면 사증없이 입출국할수 있다.

주체85(최고인민회
1996-01-19 의 상설회의 결정 제 현재 연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조문입니다.
68호로 채택)
제20조 (외국인의 사증발급신청)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해당 나라에 주재하는 우리 나라
주체102(2013)년 7 외교 및 령사대표기관에 사증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2013-07-10

월 10일 최고인민회의 경우에 따라 우리 나라의 초청기관이나 우리 나라에 주재하
상임위원회 정령 제 는 해당 나라 외교 및 령사대표기관 또는 국제기구대표기관
3249호로 수정보충 에 사증발급신청을 의뢰할 수 있다.
사사용무로 입국하려 할 경우에는 사증발급신청문건에
출입국사업기관의 동의문건을 첨부한다.
제20조(외국인의 사증발급신청)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해당 나라에 주재하는 우리 나라

제20조
주체101(최고인민회
2012-04-10 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2323호로 수정보충)

외교 및 령사대표기관에 사증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리 나라의 초청기관이나 우리 나라에 주재하는
해당 나라 외교 및 령사대표기관 또는 국제기구대표기관에
사증발급신청을 의뢰할수 있다.
사사용무로 입국하려 할 경우에는 사증발급신청문건에
출입국사업기관이 발급한 동의문건을 첨부한다.

주체88(최고인민회
1999-01-28 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382호로 수정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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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해당 나라에 주재하는 공화
국 외교, 령사대표기관에 사증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 공화국의 해당 초청기관에 사증발급신청을
의뢰할수 있다.

조문

공포일자

공포번호

조문내용

주체85(최고인민회
1996-01-19 의 상설회의 결정 제 현재 연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조문입니다.
68호로 채택)

part
02

주체102(2013)년 7
2013-07-10

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삭제

3249호로 수정보충
주체101(최고인민회
2012-04-10 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2323호로 수정보충)

제21조

주체88(최고인민회
1999-01-28 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382호로 수정보충)

제21조(외국인의 입출국수속)
입국하는 외국인은 해당한 수속을 정확히 하여야 한다.
국경통과지점에서는 해당 출입국증명서에 통행검사기관
의 확인을 받는다.
제21조 입국하는 외국인은 해당한 수속을 정확히 하여야
한다.
입출국지점에서는 해당 출입국증명서에 통행검사기관의
확인을 받는다.

주체85(최고인민회
1996-01-19 의 상설회의 결정 제 현재 연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조문입니다.
68호로 채택)
제21조 (선원증에 의한 외국인의 입출국)
주체102(2013)년 7 선원증을 가진 외국인은 사증없이 정해진 무역항으로 입출
제21조 2013-07-10

월 10일 최고인민회의 국할 수 있다.
상임위원회 정령 제 선원증을 가진 외국인이 비행기, 렬차, 자동차 같은 운수수
3249호로 수정보충 단으로 입출국하려 할 경우에는 정해진 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선원증에 의한 외국인의 입출국)
주체101(최고인민회 선원증을 가진 외국인은 사증없이 정해진 항으로 입출국할

2012-04-10 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수 있다.
2323호로 수정보충) 선원증을 가진 외국인이 비행기, 렬차, 자동차 같은 운수수
단으로 출국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한 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22조

주체88(최고인민회
1999-01-28 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382호로 수정보충)

제22조 선원증을 가진 외국인은 사증없이 정해진 항으로
입국할수 있다.
무역선, 국제려객선선장은 배가 항에 도착하며 선원, 려객
명단을 통행검사기관에 내야 한다.

주체85(최고인민회
1996-01-19 의 상설회의 결정 제 현재 연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조문입니다.
68호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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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공포일자

공포번호

조문내용
제22조 (국경지역 출입국증명서에 의한 외국인의 입출국)
국경지역 출입국증명서를 가진 외국인은 정해진 국경지역

주체102(2013)년 7 에 입국하여야 한다.
제22조 2013-07-10

월 10일 최고인민회의 국경지역에 입국하였다가 우리 나라의 다른 지역으로 가려
상임위원회 정령 제 할 경우에는 해당 출입국사업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3249호로 수정보충 우리 나라에 거주한 외국인은 해당 출입국사업기관이 발급
한 국경지역 출입국증명서를 가지고 사사용무로 출입국할
수 있다.
제23조(국경지역 출입국증명서에 의한 외국인의 입출국)
국경지역 출입국증명서를 가진 외국인은 정해진 국경지역
주체101(최고인민회

2012-04-10 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2323호로 수정보충)

에 입국하여야 한다.
국경지역에 입국하였다가 우리 나라의 다른 지역으로 가려
할 경우에는 해당 출입국사업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우리 나라에 거주한 외국인은 해당 출입국사업기관이 발급
한 국경지역 출입국증명서를 가지고 사사용무로 출입국할
수 있다.

제23조
주체88(최고인민회
1999-01-28 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382호로 수정보충)

제23조 국경지역려행증명서를 가진 외국인은 정해진 국
경지역에 입국하여야 한다.
국경지역에 입국하였다가 공화국의 다른 지역으로 가려
할 경우에는 해당 출입국사업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주체85(최고인민회
1996-01-19 의 상설회의 결정 제 현재 연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조문입니다.
68호로 채택)
주체102(2013)년 7
제23조 2013-07-10

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3249호로 수정보충

제23조 (관광증에 의한 외국인의 입출국)
우리 나라 관광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은 사증없이 입출국할
수 있다.

주체101(최고인민회 제24조(관광증에 의한 외국인의 입출국)
2012-04-10 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우리 나라 관광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은 사증없이 입출국할
2323호로 수정보충) 수 있다.
제24조

주체88(최고인민회
1999-01-28 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382호로 수정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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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광증을 발급받은 외
국인은 사증없이 입국할수 있다.
관광증발급은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공화국 관광대표기관
또는 외교, 령사대표기관에서 한다.

조문

공포일자

공포번호

조문내용

주체85(최고인민회
1996-01-19 의 상설회의 결정 제 현재 연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조문입니다.
68호로 채택)
제24조 (입국할수 없는 외국인)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입국할 수 없다.
주체102(2013)년 7
제24조 2013-07-10

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3249호로 수정보충

1.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침해한자
2. 국제테로범
3. 마약중독자, 정신병자
4. 전염병환자, 전염병이 발생한 지역에서 오는자
5. 위조하였거나 심히 오손되여 확인할 수 없는 증명서를
가진 자
6. 해당 기관이 입국을 금지시키기로 한자
제25조(입국금지대상의 외국인)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입국할수 없다.
1.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침해한자

주체101(최고인민회 2. 국제테로범
2012-04-10 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3. 마약중독자, 정신병자
2323호로 수정보충) 4. 전염병환자, 전염병이 발생한 지역에서 오는자
5. 위조하였거나 심히 오손되여 확인할수 없는 증명서를
가진자
6. 해당 기관이 나라의 안전을 침해할수 있다고 인정한자

제25조

제25조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입국할수 없다.
주체88(최고인민회 1. 공화국의 자주권을 침해한자
1999-01-28 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2. 해당 기관이 공화국의 안전과 사회질서를 침해할수
382호로 수정보충)

있다고 인정한자
3. 전염병환자

주체85(최고인민회
1996-01-19 의 상설회의 결정 제 현재 연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조문입니다.
68호로 채택)
주체102(2013)년 7 제25조 (외국인출입국증명서의 유효기간연장)
제25조 2013-07-10

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외국인은 해당 출입국증명서의 유효기간안에 입출국하여
상임위원회 정령 제 야 한다.
3249호로 수정보충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2017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89 

part
02
남
북
한
의
출
입
국
관
리
법
제
비
교
연
구

part 02

남북한의 출입국관리법제 비교연구

조문

공포일자

공포번호
주체101(최고인민회

2012-04-10 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2323호로 수정보충)
제26조

조문내용
제26조(외국인출입국증명서의 유효기간연장)
외국인은 해당 출입국증명서의 유효기간안에 입출국하여
야 한다.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주체88(최고인민회 제26조 외국인은 해당 출입국증명서의 유효기간에 입출
1999-01-28 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국하여야 한다.
382호로 수정보충)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주체85(최고인민회
1996-01-19 의 상설회의 결정 제 현재 연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조문입니다.
68호로 채택)
주체102(2013)년 7 제26조 (외국인의 체류, 거주등록 삭제)
제26조 2013-07-10

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체류, 거주하다가 귀국하는 외국인은 해당 출입국사업기관
상임위원회 정령 제 에서 체류등록, 거주등록을 삭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
3249호로 수정보충 인장기 체류증, 외국인거주등록증을 바친다.
주체101(최고인민회

제27조(외국인의 체류, 거주등록삭제)

체류, 거주하다가 귀국하는 외국인은 해당 출입국사업기관
2012-04-10 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에서 체류등록, 거주등록을 삭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
2323호로 수정보충)
인장기체류증, 외국인거주등록증을 바친다.
제27조 체류, 거주하던 외국인은 귀국할 경우 해당 출입국
주체88(최고인민회
사업기관에서 체류, 거주등록을 삭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7조
1999-01-28 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장기체류, 거주하던 외국인은 상주외국인체류증, 외국인
382호로 수정보충)
증을 바쳐야 한다.
주체85(최고인민회
1996-01-19 의 상설회의 결정 제 현재 연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조문입니다.
68호로 채택)
제27조 (장기체류, 거주하는 외국인의 출입국)
주체102(2013)년 7 장기체류, 거주하는 외국인은 일정한 기간 출국하려 할
제27조 2013-07-10

월 10일 최고인민회의 경우 외국인장기체류증, 외국인거주등록증을 해당 출입국
상임위원회 정령 제 사업기관에 맡겨야 한다.
3249호로 수정보충 출입국사업기관에 맡긴 외국인장기체류증, 외국인거주등
록증은 입국한 다음 돌려준다.

주체101(최고인민회
제28조 2012-04-10 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2323호로 수정보충)

제28조(장기체류, 거주하는 외국인의 출입국)
장기체류, 거주하는 외국인은 일정한 기간 출국하려 할
경우 외국인장기체류증, 외국인거주등록증을 해당 출입국
사업기관에 맡겨야 한다.
출입국사업기관에 맡긴 외국인장기체류증, 외국인거주등
록증은 입국한 다음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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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공포일자

공포번호

조문내용
제28조 장기체류, 거주하는 외국인은 공화국령역밖으로

주체88(최고인민회 려행하려 할 경우 상주외국인체류증, 외국인증을 해당
1999-01-28 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출입국사업기관에 맡겨야 한다.
382호로 수정보충)

출입국사업기관에 맡긴 상주외국인체류증, 외국인증은 려
행이 끝나면 돌려준다.

주체85(최고인민회
1996-01-19 의 상설회의 결정 제 현재 연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조문입니다.
68호로 채택)
주체102(2013)년 7 제28조 (외국인의 출입국시 자동차리용)
제28조 2013-07-10

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우리 나라에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은 승인받은 자동자로
상임위원회 정령 제 출입국 할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국경통행증을 발급받아
3249호로 수정보충 야 한다.
주체101(최고인민회

2012-04-10 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2323호로 수정보충)

제29조(외국인의 출입국시 자동차리용)
우리 나라에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은 승인받은 자동자로
출입국할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국경통행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29조 선원증을 가진 외국인은 정해진 항에서 배로 출국

제29조

주체88(최고인민회 하여야 한다.
1999-01-28 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외무성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출입국사업기관을
382호로 수정보충)

통하여 사증수속을 하고 비행기, 렬차 같은 운수수단으로
출국할수 있다.

주체85(최고인민회
1996-01-19 의 상설회의 결정 제 현재 연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조문입니다.
68호로 채택)
주체102(2013)년 7 제29조 (출국할수 없는 외국인)
제29조 2013-07-10

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출입국증명서가 없는 외국인, 효력이 없는 출입국증명서를
상임위원회 정령 제 가진 외국인, 법기관이 출국시킬수 없다고 인정한 외국인
3249호로 수정보충 은 출국할수 없다.
주체101(최고인민회

2012-04-10 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제30조

2323호로 수정보충)

제30조(출국금지대상의 외국인)
오손된 출입국증명서, 위조한 출입국증명서를 가졌거나
해당 기관이 출국시킬수 없다고 인정한 외국인은 출국시키
지 않는다.

주체88(최고인민회 제30조 오손된 출입국증명서, 위조한 출입국증명서를 가
1999-01-28 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졌거나 공화국의 해당 기관이 출국시킬수 없다고 인정한
382호로 수정보충)

외국인은 출국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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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공포일자

공포번호

조문내용

주체85(최고인민회
1996-01-19 의 상설회의 결정 제 현재 연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조문입니다.
68호로 채택)
제4장 통행 검사(신설)
주체102(2013)년 7 제30조 (통행검사를 받을 의무)
제30조 2013-07-10

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출입국하는 공민, 외국인과 운수수단은 국경통과지점에서
상임위원회 정령 제 통행검사를 받아야 한다.
3249호로 수정보충 통행검사를 받지 않고서는 출입국할수 없다.
제31조 (통행검사기관의 임무와 권한)
통행검사기관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출입국하는 공민, 외국인의 출입국증명서를 검사한다.
2. 출입국하는 운수수단에 대한 통행검사를 한다.
3. 국경통과지점의 안전보장과 통행질서유지사업을 한다.
4. 기재를 리용하여 출입국하는 해당 공민, 외국인에 대한
주체102(2013)년 7 안전검사를 한다.

제31조 2013-07-10

월 10일 최고인민회의 5. 단속한 금지품, 기밀에 속하는 문건과 자료를 해명,
상임위원회 정령 제 처리한다.
3249호로 수정보충 6. 해당 기관 또는 출입국하는 공민, 외국인에게 통행검사
에 필요한 문건과 자료를 요구할수 있다.
7. 국경통행질서를 어겼거나 나라의 안전을 침해한 혐의가
있는자와 그 운수수단을 단속, 조사, 검색할 수 있다.
8. 국경통행질서를 어긴 공민, 외국인과 해당 운수수단의
통행을 중지시킬수 있다.
9. 이 밖에 국가가 위임한 사업을 한다.
주체102(2013)년 7

제32조 2013-07-10

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3249호로 수정보충

제32조 (출입국증명서의 검사와 출입국확인)
출입국하는 공민, 외국인은 해당 국경통과지점에서 통행검
사시관에 출입국증명서와 입출국수속표를 내고 검사를
받은 다음 출입국증명서의 확인란에 출국 또는 입국확인도
장을 받아야 한다.
제33조 (통과지점의 준수)

주체102(2013)년 7 공민, 외국인은 출입국증명서에 지적된 국경통과지점으로
제33조 2013-07-10

월 10일 최고인민회의 만 출입국하여야 한다.
상임위원회 정령 제 부득이한 사정으로 국경통과지점이 아닌 곳으로 출입국하
3249호로 수정보충 거나 국경통과지점밖에서 통행검사를 받으려 할 경우에는
해당 통행검사기관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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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공포일자

제34조 2013-07-10

공포번호

조문내용

주체102(2013)년 7 제34조 (휴대금지품)
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출입국하는 공민, 외국인은 나라의 안전과 사회질서를
상임위원회 정령 제 침해할수 있는 금지품과 기밀에 속하는 문건, 자료 같은
3249호로 수정보충 것을 가지고 다니지 말아야 한다.

part
02

제35조 (운수수단의 출입국자료통보)
교통운수기관과 해당 기관은 출입국하는 렬차, 비행기,
제35조 2013-07-10

주체102(2013)년 7 배의 출발 및 도착시간, 장소, 려객 및 화물자료 같은
월 10일 최고인민회의 것을 해당 운수수단의 도착, 출발전에 해당 통행검사기관
상임위원회 정령 제 에 통보하여야 한다.
3249호로 수정보충 비행기, 배의 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은 해당 운수수단이
국제항공역, 무역항에 도착한 즉시, 또는 출발전에 통행검
사기관에 승무원명단, 려객명단을 내야 한다.
제36조 (운수수단책임자의 의무)
운수수단의 책임자는 출국검사를 받고 출국하기전까지,
주체102(2013)년 7 입국하여 입국검사를 받기전까지 통행검사기관의 승인없

제36조 2013-07-10

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이 운수수단에서 인원들이 오르내리게 하거나 짐을 부리우
상임위원회 정령 제 거나 싣지 말아야 한다.
3249호로 수정보충 출입국이 금지된 자를 태우지 말아야 하며 출입국이 금지된
자가 운수수단에 오른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통행검사기관
에 즉시 알려야 한다.
제37조 (자동차통행증의 검사, 국경통과시간의 준수)

제37조 2013-07-10

주체102(2013)년 7 공민, 외국인은 자기가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로 국경을
월 10일 최고인민회의 통과할 경우 출입국사업기관 또는 다른 나라 해당 기관이
상임위원회 정령 제 발급한 자동차국경통행증을 검사받아야 한다.
3249호로 수정보충 자동차를 타고 또는 걸어서 국경교두를 통과하는 공민,
외국인은 정해진 국경통과시간을 지켜야 한다.
주체102(2013)년 7

제38조 2013-07-10

제38조 (다른 나라 배의 통행검사를 받을 의무, 항해질서)

다른 나라 배는 무역항에 입항하기전에 배길안내대기지점
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에서 통행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상임위원회 정령 제
다른 나라 배는 우리 나라 수역에서 정해진 항로를 리탈하여
3249호로 수정보충
항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39조 (다른 나라 선원의 상륙)
주체102(2013)년 7 무역항에 입항한 다른 나라 배의 선원이 배에서 내리려

제39조 2013-07-10

월 10일 최고인민회의 할 경우에는 선장 또는그 대리인이 해당 통행검사기관에
상임위원회 정령 제 상륙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49호로 수정보충 상륙승인을 받은 선원은 정해진 시간안에 자기 배로 돌아와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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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공포일자

공포번호

조문내용
제40조 (승선, 겹선질서)

주체102(2013)년 7 공민, 외국인은 배에 오르내릴 때 출입국증명서 또는 해당
제40조 2013-07-10

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승인문건을 통행검사기관에 검사받아야 한다.
상임위원회 정령 제 다른 나라 배와 우리 나라 배가 겹선하려 할 경우에는
3249호로 수정보충 통행검사기관에 겹선 또는 승선신청문건을 내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체102(2013)년 7 제41조 (되돌려보내는 인원에 대한 책임)

제41조 2013-07-10

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출입국이 금지된자를 태우고 우리 나라에 온 운수수단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책임자 또는 그 운수수단이 속한 기관은 그 대상을 되돌려보
3249호로 수정보충 낼 책임을 지며 그와 관련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5장 외국인의 체류, 거주, 려행
주체102(2013)년 7 제42조 (외국인의 체류, 거주, 려행과 관련한 등록, 수속)

제42조 2013-07-10

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외국인은 입국목적에 따라 우리 나라 령역에서 체류, 거주,
상임위원회 정령 제 려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한 등록, 수속을 제때에
3249호로 수정보충 하여야 한다.
주체101(최고인민회

2012-04-10 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2323호로 수정보충)
제31조

제31조(외국인의 체류, 거주, 려행과 관련한 등록, 수속)
외국인은 입국목적에 따라 우리 나라 령역에서 체류, 거주,
려행할수 있다. 이 경우 해당한 등록, 수속을 제때에 하여야
한다.

주체88(최고인민회 제31조 외국인은 입국목적에 따라 공화국령역에서 체류,
1999-01-28 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거주, 려행할수 있다. 외국인은 체류, 거주, 려행과 관련한
382호로 수정보충) 등록, 수속을 제때에 하여야 한다.
주체85(최고인민회
1996-01-19 의 상설회의 결정 제 현재 연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조문입니다.
68호로 채택)
주체102(2013)년 7 제43조 (외국인의 체류구분)

제43조 2013-07-10

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외국인의 체류는 단기체류와 장기체류로 나눈다.
상임위원회 정령 제 단기체류는 입국한 날부터 90일까지, 장기체류는 91일이
3249호로 수정보충 상으로 한다.

제32조(외국인의 체류구분)
주체101(최고인민회
외국인의 체류는 단기체류와 장기체류로 나눈다.
2012-04-10 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단기체류는 입국한 날부터 90일까지, 장기체류는 91일이
2323호로 수정보충)
상으로
한다.
제32조
주체88(최고인민회 제32조 외국인의 체류는 단기체류와 장기체류로 나눈다.
1999-01-28 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단기체류는 입국한 날부터 6개월까지, 장기체류는 6개월
382호로 수정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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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공포일자

공포번호

조문내용

주체85(최고인민회
1996-01-19 의 상설회의 결정 제 현재 연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조문입니다.
68호로 채택)
제44조 (외국인의 체류등록)
주체102(2013)년 7 우리 나라 령역에 입국한 외국인은 목적지에 도착한 때부터
제44조 2013-07-10

월 10일 최고인민회의 48시간안에 체류등록을 하고 려권 또는 따로 받은 사중에
상임위원회 정령 제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49호로 수정보충 부득이한 사유로 사증을 받지 못하고 입국한 외국인은
사증을 받은 다음 체류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3조(외국인의 체류등록)
주체101(최고인민회

2012-04-10 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2323호로 수정보충)

우리 나라령역에 입국한 외국인은 목적지에 도착한 때부터
48시간안에 체류등록을 하고 려권 또는 따로 받은 사중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중을 받지 못하고 입국한 외국인은 사증을 받은 다음
체류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3조 공화국령역에 입국한 외국인은 목적지에 도착한

제33조

주체88(최고인민회 때부터 48시간안에 체류등록을 하고 려권 또는 따로 받은
1999-01-28 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사중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382호로 수정보충)

사증을 받지 못하고 입국한 외국인은 사증을 받은 다음
체류등록을 하여야 한다.

주체85(최고인민회
1996-01-19 의 상설회의 결정 제 현재 연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조문입니다.
68호로 채택)
주체102(2013)년 7 제45조 (외국인의 도중체류등록)
제45조 2013-07-10

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외국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목적지가 아닌 지역에서 48시간
상임위원회 정령 제 이상 체류할 경우 해당지역 출입국사업기관에 도중체류등
3249호로 수정보충 록을 하여야 한다.
주체101(최고인민회

2012-04-10 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2323호로 수정보충)
제34조

제34조(외국인의 도중체류등록)
외국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목적지가 아닌 지역에서 48시간
이상 체류할 경우 해당지역 출입국사업기관에 도중체류등
록을 하여야 한다.
제34조 공무로 입국한 외국인의 체류등록은 해당 도(직할

주체88(최고인민회 시)출입국사업기관이 한다. 경우에 따라 해당 국경지역
1999-01-28 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시(구역), 군출입국사업기관도 할수 있다.
382호로 수정보충)

사사용무로 입국한 외국인의 체류등록은 해당 시(구역),
군 출입국사업기관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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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공포일자

공포번호

조문내용

주체85(최고인민회
1996-01-19 의 상설회의 결정 제 현재 연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조문입니다.
68호로 채택)
제46조 (외국인의 체류등록관할)
주체102(2013)년 7
제46조 2013-07-10

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3249호로 수정보충

공무로 입국한 외국인의 체류등록은 중앙출입국사업기관
또는 해당 도(직할시)출입국사업기관이 한다.
경우에 따라 해당 국경지역 시(구역), 군 출입국사업기관도
할 수 있다.
사사용무로 입국한 외국인의 체류등록은 해당 시(구역),
군 출입국사업기관이 한다.
제35조(외국인의 체류등록관할)

주체101(최고인민회
2012-04-10 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2323호로 수정보충)

공무로 입국한 외국인의 체류등록은 중앙출입국사업기관
또는 해당 도(직할시)출입국사업기관이 한다. 경우에 따라
해당 국경지역 시(구역), 군출입국사업기관도 할수 있다.
사사용무로 입국한 외국인의 체류등록은 해당 시(구역),
군출입국사업기관이 한다.

제35조

주체88(최고인민회 제35조 장기체류하려는 외국인은 체류목적에 따라 상주
1999-01-28 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외국인체류증을 발급받을수 있다. 이 경우 정해진 수속을
382호로 수정보충)

하여야 한다.

주체85(최고인민회
1996-01-19 의 상설회의 결정 제 현재 연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조문입니다.
68호로 채택)
주체102(2013)년 7 제47조 (외국인장기체류증의 발급)
제47조 2013-07-10

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장기체류하려는 외국인은 체류목적에 따라 외국인장기체
상임위원회 정령 제 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정해진 수속을 하여야
3249호로 수정보충 한다.
주체101(최고인민회

2012-04-10 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2323호로 수정보충)
제36조

제36조(외국인장기체류증의 발급)
장기체류하려는 외국인은 체류목적에 따라 외국인장기체
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정해진 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36조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체류등록을 하지

주체88(최고인민회 않는다.
1999-01-28 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1. 국회, 정부대표단 같은 고위급대표단성원
382호로 수정보충)

2. 공화국에 주재하는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대표기관
성원과 그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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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공포일자

공포번호

조문내용
3. 국경지역에 입국하여 숙박하지 않고 그날로 출국하는
외국인
4. 항에 들어온 다른 나라 선원
5. 해당 기관이 정하는 외국인

주체85(최고인민회
1996-01-19 의 상설회의 결정 제 현재 연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조문입니다.
68호로 채택)
제48조 (체류등록을 하지 않는 외국인)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체류등록을 하지 않는다.
주체102(2013)년 7
제48조 2013-07-10

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3249호로 수정보충

1. 국회, 정부 대표단 같은 고위급대표단 성원
2. 우리 나라에 주재하는 다른 나라 외교 또는 령사대표기
관, 국제기구대표기관성원
3. 입국하여 숙박하지 않고 그날로 출국하는 외국인
4. 무역항, 비행장, 철도역에 입국한 다른 나라 배, 비행기,
렬차의 선원, 승조원, 승무원
5. 해당 기관이 정하는 외국인
제37조(체류등록을 하지 않는 외국인)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체류등록을 하지 않는다.
1. 국회, 정부대표단 같은 고위급대표단 성원

주체101(최고인민회 2. 우리 나라에 주재하는 다른 나라 외교 또는 령사대표기
2012-04-10 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관, 국제기구대표기관 성원
2323호로 수정보충) 3. 입국하여 숙박하지 않고 그날로 출국하는 외국인
4. 항, 비행장, 철도역에 입국한 다른 나라 배, 비행기,
렬차의 선원, 승조원, 승무원
5. 해당 기관이 정하는 외국인

제37조

제37조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은 체류지를 옮기려 할 경우
주체88(최고인민회
1999-01-28 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382호로 수정보충)

체류지이동 승인을 받은 날부터 7일안에 이동수속을 하고
새로 체류할 지역의 출입국사업기관에 체류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기체류하는 외국인은 체류지를 옮겨도 수속을 하지
않는다.

주체85(최고인민회
1996-01-19 의 상설회의 결정 제 현재 연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조문입니다.
68호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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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공포일자

공포번호
주체102(2013)년 7

제49조 2013-07-10

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3249호로 수정보충

조문내용
제49조 (다른 나라 선원, 승조원, 승무원의 체류등록)
다른 나라 배, 비행기, 렬차의 선원, 승조원, 승무원이
정해진 무역항, 비행장, 철도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48시
간이상 체류할 경우에는 해당 출입국사업기관에 체류등록
을 하여야 한다.
제38조(다른 나라 선원, 승조원, 승무원의 체류등록)

주체101(최고인민회 다른 나라 배, 비행기, 렬차의 선원, 승조원, 승무원이
2012-04-10 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정해진 항, 비행장, 철도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48시간이
2323호로 수정보충) 상 체류할 경우에는 해당 출입국사업기관에 체류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8조 외국인은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공화국령역에
제38조

주체88(최고인민회 거주할수 있다.
1999-01-28 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거주승인을 받은 외국인은 거주할 지역의 출입국사업기관
382호로 수정보충)

에 거주등록을 하여야 한다.
거주등록을 한 외국인에게는 외국인증을 발급한다.

주체85(최고인민회
1996-01-19 의 상설회의 결정 제 현재 연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조문입니다.
68호로 채택)
제50조 (장기체류등록의 변경, 외국인장기체류증의
주체102(2013)년 7
제50조 2013-07-10

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3249호로 수정보충

재발급)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은 장기체류등록내용이 변경되였을
경우 7일안으로 해당 출입국사업기관에 변경등록을 하고
외국인장기체류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외국인장기체류증을 분실하였거나 심히 오손시켰을 경우
에도 다시 발급받는다.
제39조(장기체류등록의 변경, 외국인장기체류증의
재발급)

주체101(최고인민회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은 장기체류등록내용이 변경되였을
2012-04-10 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경우 7일안으로 해당 출입국사업기관에 변경등록을 하고
2323호로 수정보충) 외국인장기체류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제39조

외국인장기체류증을 분실하였거나 심히 오손시켰을 경우
에도 재발급받는다.
주체88(최고인민회 제39조 거주지를 옮기려는 외국인은 퇴거등록을 한 날부
1999-01-28 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터 25일안에 새로 거주할 지역의 출입국사업기관에 거주등
382호로 수정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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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을 하여야 한다.

조문

공포일자

공포번호

조문내용

주체85(최고인민회
1996-01-19 의 상설회의 결정 제 현재 연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조문입니다.
68호로 채택)
제51조 (외국인거주등록증, 출생증의 발급과 그 유효기간)
주체102(2013)년 7 우리 나라에 거주한 외국인은 해당 출입국사업기관에 거주
제51조 2013-07-10

월 10일 최고인민회의 등록을 하고 외국인거주등록증을 받급받아야 한다. 이
상임위원회 정령 제 경우 미성인은 외국인출생증을 발급받는다.
3249호로 수정보충 외국인거주등록증, 외국인출생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주체101(최고인민회

2012-04-10 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2323호로 수정보충)

제40조(외국인의 거주)
우리 나라에 거주한 외국인은 해당 출입국사업기관에 거주
등록을 하고 외국인거주등록증을 받급받아야 한다.
미성인은 외국인출생증을 발급받는다.
제40조 외국인은 상주외국인체류증, 외국인증의 유효기

제40조

주체88(최고인민회 간이 끝나기 10일전에 유효기간연장신청문건을 해당 출입
1999-01-28 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국사업기관에 내야 한다.
382호로 수정보충)

상주외국인체류증, 외국인증의 유효기간은 중앙출입국사
업기관이 정한다.

주체85(최고인민회
1996-01-19 의 상설회의 결정 제 현재 연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조문입니다.
68호로 채택)
주체102(2013)년 7 제52조 (거주지의 이동수속)
제52조 2013-07-10

월 10일 최고인민회의 거주지를 옮기려는 외국인은 퇴거등록을 한 날부터 25일안
상임위원회 정령 제 에 새로 거주할 지역의 출입국사업기관에 거주등록을 하여
3249호로 수정보충 야 한다.
주체101(최고인민회

2012-04-10 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2323호로 수정보충)

제41조

주체88(최고인민회
1999-01-28 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382호로 수정보충)

제41조(거주지의 이동수속)
거주지를 옮기려는 외국인은 퇴거등록을 한 날부터 25일안
에 새로 거주할 지역의 출입국사업기관에 거주등록을 하여
야 한다.
제41조 외국인은 출생, 사망, 결혼, 리혼, 직업변동 같은
신분등록을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4일안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분등록신청문건과 신분등록사유를 확인하는
문건을 해당 출입국사업기관에 내야 한다.

주체85(최고인민회
1996-01-19 의 상설회의 결정 제 현재 연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조문입니다.
68호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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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공포일자

공포번호

조문내용

주체102(2013)년 7
2013-07-10

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51조로 병합

3249호로 수정보충
주체101(최고인민회 제42조(외국인거주등록증, 외국인출생증의 유효기간)
2012-04-10 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외국인거주등록증, 외국인출생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2323호로 수정보충) 한다.
제42조 공화국령역에서 려행하려는 외국인은 해당 출입
제42조

국사업기관에 신청하여 려행증을 발급받고 려행하여야
주체88(최고인민회 한다. 공화국에 주재하는 다른 나라 도는 국제기구대표기
1999-01-28 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관성원, 공화국의 초청기관일군과 동행하는 외국인은 려행
382호로 수정보충)

증을 발급받지 않고 려행할수 있다.
려행증발급신청은 려행을 떠나기 5일전에, 려행을 제한하
는 지역으로 가려 할 경우에는 10일전에 한다.

주체85(최고인민회
1996-01-19 의 상설회의 결정 제 현재 연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조문입니다.
68호로 채택)
제53조 (외국인거주등록의 변경, 외국인거주등록증, 출생
증의 재발급)
주체102(2013)년 7 거주한 외국인은 출생, 사망, 결혼, 리혼, 직업변동 같은
제53조 2013-07-10

월 10일 최고인민회의 거주등록내용이 변경되였을 경우 14일안으로 해당 출입국
상임위원회 정령 제 사업기관에 변경등록을 하고 외국인거주등록증, 외국인출
3249호로 수정보충 생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외국인거주등록증, 외국인출생증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그것을 분실, 오손시켰을 경우에도 다시 발급받는다.
제43조(외국인거주등록의 변경, 외국인거주등록증, 출생
증의 재발급)

거주한 외국인은 출생, 사망, 결혼, 리혼, 직업변동 같은
주체101(최고인민회
거주등록내용이 변경되였을 경우 14일안으로 해당출입국
2012-04-10 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사업기관에 변경등록을 하고 외국인거주등록증, 외국인출
2323호로 수정보충)
생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제43조
외국인거주등록증, 외국인출생증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그것을 분실, 오손시켰을 경우에도 재발급받는다.
주체88(최고인민회

제43조 외국인은 려행증에 해당 출입국사업기관의 도착,

출발확인을 받으며 숙박등록을 하여야 한다.
1999-01-28 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공무로 려행하는 외국인의 숙박등록은 해당 숙소에, 사사
382호로 수정보충)
용무로 려행하는 외국인의 숙박등록은 해당 기관에 한다.

 100  법제처

조문

공포일자

공포번호

조문내용

주체85(최고인민회
1996-01-19 의 상설회의 결정 제 현재 연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조문입니다.
68호로 채택)
제54조 (외국인의 려행)
거주한 외국인, 사사용무로 체류하는 외국인, 국경지역출
주체102(2013)년 7
제54조 2013-07-10

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3249호로 수정보충

입국증명서를 가진 외국인은 해당 출입국사업기관에서
발급한 려행증을 가지고 려행하여야 한다.
목적지에 도착한 외국인은 려행중에 해당 지역 출입국사업
기관의 도착, 출발확인을 받아야 한다.
우리 나라에 주재하는 다른 나라 외교 또는 령사대표기관,
국제기구대표기관 성원, 기타 공무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려행중에 발급받지 않고 려행할 수 있다.
제44조(외국인의 려행)
거주한 외국인, 사사용무로 체류하는 외국인, 국경지역
출입국증명서를 가진 외국인은 해당 출입국사업기관에서

주체101(최고인민회 발급한 려행증을 가지고 려행하여야 한다.
2012-04-10 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목적지에 도착한 외국인은 려행중에 해당 지역 출입국사업
2323호로 수정보충) 기관의 도착, 출발확인을 받아야 한다.
우리 나라에 주재하는 다른 나라 외교 또는 령사대표기관,
국제기구대표기관성원, 기타 공무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제44조

려행중에 발급받지 않고 려행할수 있다.
주체88(최고인민회 제44조 새로 입국한 외국인은 자연재해, 질병 같은 사유로
1999-01-28 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목적지가 아닌 지역에 48시간이상 머무르는 경우 그 지역
의 출입국사업기관에 도중체류등록을 하여야 한다.

382호로 수정보충)
주체85(최고인민회

1996-01-19 의 상설회의 결정 제 현재 연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조문입니다.
68호로 채택)
제6장 제재
주체102(2013)년 7 제55조 (공민에게 주는 제재)
제55조 2013-07-10

월 10일 최고인민회의 공민이 이 법을 어긴 경우에는 벌금을 물리거나 출국을
상임위원회 정령 제 금지시킨다.
3249호로 수정보충 정상이 무거울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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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출입국관리법제 비교연구

조문

공포일자

공포번호
주체101(최고인민회

2012-04-10 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2323호로 수정보충)
제45조

조문내용
제45조(공민에게 주는 제재)
공민이 이 법을 어긴 경우에는 벌금을 물리거나 출국을
금지시킨다.
정상이 무거울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운다.

주체88(최고인민회 제45조 공민이 이 법을 어긴 경우에는 벌금을 물리거나
1999-01-28 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출국, 입국을 금지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형사책
382호로 수정보충)

임을 지운다.

주체85(최고인민회
1996-01-19 의 상설회의 결정 제 현재 연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조문입니다.
68호로 채택)
주체102(2013)년 7
제56조 2013-07-10

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제56조 (외국인에게 주는 제재)
외국인이 이 법을 어긴 경우에는 벌금을 물리거나 입국,

출국을 금지시키거나 체류, 려행승인을 취소한다.
상임위원회 정령 제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공화국령역밖으로 추방하거나
3249호로 수정보충
형사책임을 지운다.
제46조 (외국인에게 주는 제재)
주체101(최고인민회 외국인이 이 법을 어긴 경우에는 벌금을 물리거나 입국,

2012-04-10 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출국을 금지시키거나 체류, 려행승인을 취소한다.
2323호로 수정보충)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공화국령역밖으로 추방하거나
형사책임을 지운다
주체88(최고인민회 제46조 외국인이 이 법을 어긴 경우에는 벌금을 물리거나

제46조

1999-01-28 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입국, 출국을 금지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공화국
382호로 수정보충) 령역밖으로 추방하거나 형사책임을 지운다.
주체85(최고인민회
1996-01-19 의 상설회의 결정 제 현재 연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조문입니다.
68호로 채택)
주체102(2013)년 7
제57조 2013-07-10

제47조

제57조 (제재와 관련한 신소)
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제재와 관련한 신소는 외무성 또는 해당 출입국사업기관,
상임위원회 정령 제
법기관에 한다.
3249호로 수정보충

주체88(최고인민회
제47조 제재와 관련한 신소는 외무성 또는 해당 출입국사
1999-01-28 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업기관, 법기관에 한다.
382호로 수정보충)
주체85(최고인민회
1996-01-19 의 상설회의 결정 제 현재 연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조문입니다.
68호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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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과도기의 경찰 직무범위 설정을 위한 통일 대비 남북한 경찰행정법령 재편 방안

Ⅰ. 들어가며 : 법통합을 통한 통일
2017년 하반기 현재 그 어느 때보다 북한 핵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 및 북한 체제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 2017.
1. 20. 출범한 트럼프 미 행정부는 동아시아 현안 중 북핵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나 격화되는 북한 김정은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간의 논쟁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2017. 5. 10. 에 출범한 제19대 문재인 정부는 ‘핵무기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최우선적인 대북정책 목표로 삼고 조건 없는 남북대화 재개 의사를 밝혔으나,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발사 등”1)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이 미비하여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 에 대한
우려 또한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한반도 통일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하에서 통일 한반도에 대비한 구체적 대응
책을 구상하기는 쉽지 않으나, 그럼에도 발생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비하여 통일 전
단계에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을 준비할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도발과 이에 따른 정치적 환경 변화와는 별개로,
급작스러운 통일이 아닌 남한 주도에 의한 점진적･단계적 통일 상황2)을 가정하여, 이에
대비한 남북한 법통합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통일 과정은 남북한이 통일되기까지의
‘통일전 과정’, 통일 직후 통일 사회 안정기까지의 ‘통일 과도기3)’ 과정, 그리고 진정한
남북한 통일이 달성되는 ‘통일 성숙기’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1) 여전히 북한은 2017. 10. 7. 노동당 제7기 2차 전원회의에서 핵심 보직 인사개편을 통해 ‘김정은 노동당’을
위한 세대교체를 단행하는 등 김정일 체제에서 벗어나 김정은 체제를 구축해 나감과 동시에, 핵미사일 개발
주역을 중앙당에 포진시킴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북핵 전술을 강화해나가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 있다.
연합뉴스, 2017. 10. 8. 게제 기사, “北 최룡해, 김여정, 최휘 약진 ...‘김정은 당’으로 물갈이”
2) 남북통일은 ① 남한 주도에 의한 조기통일, ② 남한 주도에 의한 점진적･단계적 통일, ③ 대등한 입장에서의
합의에 의한 조기통일, ④ 대등한 입장에서의 합의에 의한 점진적･단계적 통일로 구분된다. 이규창, 통일 유형에
따른 남북한 법제통합 기본방안, 2010, 64쪽.
3) “‘통일과도기’란 통일된 시점부터 북한지역이 안정을 찾아 경찰단독으로 치안유지가 가능하기 전까지 기간을
말한다. 이 기간의 경찰조직설계는 군, 해경, 국가정보기관, 일반 국가기관 등과 긴급하고도 긴밀한 가버넌스적인
협력치안을 유지하는 단계로 일반적인 경찰조직설계와는 다른 임시적인 조치들이 대거 포함된 설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영남, 통일경찰을 위한 단계적 조직설계와 추진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제10권 제4호,
2011, 1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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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 중에서 통일 직후부터 통일 안정기까지 혼란스러운 사회의 치안 안정을
위하여 ‘통일 과도기’ 한국 경찰은 어떠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지 「통일한국경찰법」
제정을 제안하고자 한다.
‘법통합(Rechtsintegration)’은 두 개 이상의 상호 이질적인 법체계(Rechtssystem)
내지 법질서(Rechtsordnung)를 단일한 법질서로 만드는 작업을 말한다4). 법통합은
국가통일 그 자체라고 평가될 정도인 만큼, 이질적인 법체계를 단일한 법질서로 만드는
것 자체가 통일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법통합 중에서 통일과정에서 직면할 각종 사회혼란을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경찰의 역할에 집중하여 남북한 경찰행정법령의 통합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경찰행정법령의 통합 필요성을 검토하고 독일 경찰법제 통합 과정을
분석하여, 남북한 경찰행정법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편되어야 하는지 그 세부
방안을 제안하도록 하겠다.

Ⅱ. 통일 과도기 남북한 경찰 직무범위 설정 필요성
통일 한반도에서의 통일 경찰은 통일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사회 혼란
기에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가장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경찰통합’이란 2개 이상의 경찰 시스템을 하나의 공동 기능 및 조직 체제로 통합하는
과정으로, 미시적 차원의 경찰통합은 일선 경찰관서의 수평적･수직적 통합을 의미한다.
또한 거시적 차원의 경찰통합은 “이질적 국가체계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해온 경찰체제를
통합국가의 이념에 적합하도록 기능과 구조를 외적으로 통합함과 아울러 내적 측면에서
조직문화 및 구성원의 심리적 동질화를 이루는 작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5).
거시적 경찰 통합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에 대하여는, 이미 통일을 이루어낸
독일 경찰의 통합 과정을 참고하는 것이 매우 유의미 하다. 통일 당시 독일은 경찰조직
4) 제성호, ‘남북통일과 법체계 통합’, 통일정책연구 제9권 제1호, 2000.
5) 이하섭, ‘통일 이후 남･북한 경찰의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북한학연구 제7권 제2호, 2011, 2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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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 결합 문제, 경찰 법제 통합, 신연방주에 재임용된 경찰관의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경찰관에 대한 현대화 및 민주화 교육, 동서독 경찰 간의 이질성 극복 등 다양한
문제들에 직면했다.
이러한 과제들은 현재 직무 범위, 존립 목적, 근거 법령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나는
남북한 경찰에게도 유사하게 발생할 문제들로, 특히 남북한 경찰의 이질성은 경찰
직무집행 근거라고 볼 수 있는 남한의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북한의 「인민보안
단속법」을 비교해 보면 분명히 드러난다.
남한의 「경찰관 직무집행법[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
개정]」 제1조 제1항에 따르면 “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북한 「인민보안단속법(1999. 7. 2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226호로 수정보충)」 제1조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안
단속법은 인민보안단속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법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저지
시키고 정확히 조사, 처리하는데 이바지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남한 경찰의 존립 목적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 및 공공질서 유지인 반면,
북한 보안성은 노동당 유지･강화를 위해 북한 주민들을 단속하기 위한 것으로 그 차이가
현저하다. 이러한 목적의 차이는 직무범위의 차이로 구체화된다.
이에 본 연구는 통일 한반도의 경찰통합 방안으로서, 경찰행정법 통합 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경찰행정법6)이란 ‘경찰행정조직, 경찰행정작용 및 경찰행정구제에 관한
국내공법7)’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경찰행정작용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선행사례로서 독일 경찰법제의 통합 과정을 살펴본 후, 통일 한국
경찰의 존립 목적을 재정의 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통일한국경찰이 해야
할 직무 범위를 구체화 하여 통일 과도기의 사회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통일경찰
행정법제를 통일에 대비하여 미리 마련해 보고자 한다.
6) 박균성, 김재광, 「경찰행정법」, 제3판, 박영사, 2016, 8쪽
7) “경찰행정법의 최근의 발전은 경찰행정법과 형법 및 형사소송법과의 구분을 어렵게 만들었는데, 그 이유는
경찰행정청의 직무가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기 전단계로 확장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독일의 경우에
위험방지의 측면에서 범죄행위에 대하여 예방적으로 대처하고 장래의 형사소추를 위하여 사전에 배려하여야
할 직무가 나타나게 되었는바, 이러한 ‘위험에 대한 사전배려’를 경찰법과 형사법 중 어느 법의 관할영역으로
귀속시킬 것인지의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있다.”, 박균성, 김재광, 「경찰행정법」, 제3판, 박영사, 2016,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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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선행사례 : 독일 경찰법제 통합 과정
1. 독일 통일 이전의 경찰의 역할
가. 독일 분단에서 통일까지
독일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면서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등 4개
승전국이 점령하는 4개 지역으로 분할되어 승전국의 점령통치를 받게 되었다. 그 후
1945년 얄타 회담 예비 협정에서 이루어진 합의에 따라 미국･영국･프랑스 점령 지역은
‘독일연방공화국(BRD ; Bundesrepublik Deutschland)’, 즉 서독이 되었고, 소련
점령 지역은 동쪽지역 일부가 폴란드 인민공화국과 소비에트 연방으로 흡수된 후, 공산
주의 국가인 ‘독일민주공화국(DDR ;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즉
동독이 되었다.
그 후 동독(DDR) 정부는 동독 주민들의 서독(BRD)으로의 이탈 및 동독 마르크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1961. 8. 13. 에 베를린 장벽을 설치하였다. 장벽 설치 후에도
동독과 서독은 현재의 남북한과는 달리 통행과 서신교환 등이 허용되었으나, 그럼에도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독일통일은 현실성이 없었다.
그런데 1985년 미하일 고르바초프(Mikhail Gorbachev)가 소련의 지도자가 되면서
소련 정부의 ‘변혁(페레스트로이카, perestroika)’, ‘개방’, ‘투명(글라스노스트, glas
nost’)’ 정책으로 중앙유럽 국가들 간 개방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동독 정부는 시대
변화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이러한 개혁의 움직임에 반대하였고, 이는 동독 주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만을 야기했다.
1989년 9월 헝가리가 오스트리아와의 국경 제한을 풀자 13,000여 명의 동독 사람이
같은 공산국가였던 헝가리를 통해 서독으로 탈출을 하는 등 동독주민의 대량 이주가
시작되어 동독의 공공시설, 학교, 병원 등이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운 정도가 되었다.
동시에 동독 국민을 감시하던 국가안전부(Staatssicherheitspolizei, 일명 슈타지
Stasi) 등과 같은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이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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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1989. 10. 18. 동독 수상인 에리히 호네커(Erich Honecker)가 민중항쟁에
굴복하여 사임하게 되고, 1989. 11. 9.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게 된 것이다. 이로써
45년간 분단국가로 유지되던 동서독은 1990. 10. 3.「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
공화국간의 독일통일의 회복에 관한 조약(이하 ‘통일조약(Einigungsvertrag)’8)」을
체결하게 되어 동독의 5개주가 서독에 편입되면서 통일독일이 완성된 것이다.
이렇게 급작스럽게 통일을 맞이한 독일에서 통일 전후의 동독과 서독 경찰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독일 경찰 통합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한반도 통일 상황의 남북한 경찰 통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나. 동서독 경찰 직무의 주요 차이점
1) 통일 전 서독 경찰의 특징9)
가) 분권화된 경찰제도
서독 경찰권은 본(Bonn) 「기본법(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
land)」 제30조 ‘이 기본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거나 이를 허용하지 않는 한, 국가적
권능의 행사와 국가과제의 수행은 주의 소관사항이다.10)’ 및 제70조 ‘① 기본법이
연방에 입법권을 수여하지 않는 한 주가 입법권을 가진다. ② 연방과 주 사이의 권한의
범위는 배타적 및 경합적 입법에 관한 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11)’ 는 규정에
8) 「Vertrag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ie Herstellung der Einheit Deutschlands, 통일조약」은 9장 4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속의정서를
포함하면 200쪽에 달한다. 통일조약에는 ①1990년 10월 3일 동독 5개주가 독일연방공화국(서독)에 가입한다는
것, ②통일독일의 수도는 베를린이라 것, ③10월 3일은 독일통일의 날로서 법정공휴일로 한다는 것, ④서독법률
가운데 개정, 폐지 및 신규 제정할 법률과 동독법 가운데 계속 적용되는 법률 내용, ⑤국제조약과협정 처리방법,
⑥행정 및 사법통합, ⑦공공재산과 채무처리 방법, ⑧노동･사회보장･가족･여성보건･환경보호･문화･교육･과학･
체육 분야의 통합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독일통일의 과정과 교훈』, 평화문제연구소, 2011, 참조
9) 이하, 통일부, 『경찰분야 통합 관련 정책문서』 중 ‘황문규, 동서독 경찰통합의 과정과 정책적 시사점’, 독일통일
총서5, 2014, 17~21쪽 참조.
10) Art 30 Die Ausübung der staatlichen Befugnisse und die Erfüllung der staatlichen Aufgaben ist
Sache der Länder, soweit dieses Grundgesetz keine andere Regelung trifft oder zuläßt.
11) Art 70 (1) Die Länder haben das Recht der Gesetzgebung, soweit dieses Grundgesetz nicht dem
Bunde Gesetzgebungsbefugnisse verleiht. (2) Die Abgrenzung der Zuständigkeit zwischen Bund
und Ländern bemißt sich nach den Vorschriften dieses Grundgesetzes über die ausschließliche
und die konkurrierende Gesetzgebung.
번역은 세계법제정보센터 참조 http://world.moleg.go.kr/World/WesternEurope/DE/law/2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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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각 주의 권한에 속하였다. 따라서 각 주에서 독자적인 경찰법을 제정하여 시행
하였고, 주 고유의 경찰 조직을 두는 등 분권화된 경찰제도를 운영하였다.
나) 각 주의 경찰기관
서독 경찰은 각 주별로 독립된 경찰제도를 운영하였지만, 각 주에서의 경찰은 중앙
집권적 경찰제도를 취하여 주 내무부장관하에 주 경찰청장을 두고, 그 밑에 지역경찰청,
주 범죄수사청 기동경찰대, 주 경찰대학 등을 두었다. 지역경찰청 산하 경찰은 업무에
따라 치안, 수사, 교통, 기동, 수상12) 경찰 등으로 분류되었다.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1989년 당시 서독 각 연방주 소속 경찰관은 총 16만 9천여 명이었으며, 그 중 2만
4천여 명은 수사경찰로서 범죄수사업무에 종사하였다.
다) 연방 경찰기관
국경수비, 관세, 연방차원의 범죄수사 및 국제성 범죄 진압 등 연방차원의 효율적
대응을 위하여 「기본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5호, 제9a호, 제10호 등13)에 근거하여
제한적으로 연방정부에 경찰권을 부여하였다.
연방정부의 경찰로는 연방내무부 산하 ‘연방 범죄수사청(Bundeskriminalamt :
BKA)’, ‘연방 국경수비대(Bundesgrenzschutz : BGS)14)’, ‘연방 헌법보호청(Das Bun
desamt für Verfassungsschutz : BfV)’ 등을 들 수 있다.
12) 수상경찰은 해로와 선박이 통행할 수 있는 수상에서의 위험방지와 범죄수사를 임무로 한다. 예컨대 해난사고의
조사 및 예방, 해양환경 오염의 방지 및 단속, 기타 연방정부와 주 정부가 위임한 사항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통일부, 『경찰분야 통합 관련 정책문서』, 독일통일 총서5, 2014, 18쪽.
독일에는 라인강을 비롯한 큰 하천과 호수들이 많아 수자원보호와 교통로의 안전유지를 위해 수상경찰이 발달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임준태, 동서독 통일 후 동독경찰의 민주화 과정- 인적청산과 민주화교육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제3호, 2001, 205쪽.
13) 제73조 ① 연방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배타적 입법권을 가진다.
3. 거주이전의 자유, 여권제도, 등록 및 증명서 제도, 입국과 이민 및 범죄인 인도
5. 관세구역 및 통상구역의 통일, 통상 및 항해조약, 자유로운 상품거래, 관세 및 국경 보호를 포함한 외국과의
상품교역과 지불거래
9a. 주를 초월하는 위험이 존재하고, 주 경찰청의 권한이 인정되지 않거나 주의 최상급 관청이 인수를 요청할
경우에 연방 형사경찰청에 의한 국제테러리즘 위험의 방어
10. 다음 영역에서 연방과 주와의 협력
a) 형사경찰 분야
b)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 연방 또는 주의 존립과 안전(헌법수호)의 보호
c) 폭력을 사용하거나 폭력을 목적으로 하는 준비행위로 독일연방공화국의 대외적 이익을 위협하는 연방영역
에서의 기도의 방지, 연방 형사경찰청의 창설 및 국제범죄의 퇴치
14) 1989년 당시 연방범죄수사청은 총 3,705명, 연방국경수비대는 총 2만 1,500여명의 경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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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과도기의 경찰 직무범위 설정을 위한 통일 대비 남북한 경찰행정법령 재편 방안

‘연방 범죄수사청(Bundeskriminalamt : BKA)’은 「기본법」 제73조 제10호 및
제83조 제1항, 「연방범죄수사청법(Gesetz über das Bundeskriminalamt und die
Zusammenarbeit des Bundes und der Länder in kriminalpolizeilichen
Angelegenheiten)」을 근거로 1951년에 연방내무부 산하의 연방경찰기관으로 설치
되었다. 연방 범죄수사청은 비스바덴(Wiesbaden)에 본부를 두고 서독의 중앙경찰
기관으로서 연방차원의 범죄수사 및 각 주의 경찰기관 간의 조정, 국제범죄 진압을
위한 국제경찰협력 등의 업무를 하였다. 설립당시에는 범죄정보기관에 머물렀으나
오늘날에는 범죄예방 및 수사업무 까지 담당하고 있다.
‘연방 국경수비대(Bundesgrenzschutz : BGS)’는 「기본법」 제73조 및 「연방국경
수비대법(Gesetz über den Bundesgrenzschutz)」에 근거하여 1951년에 연방
내무부의 국경수비국 소속기관으로 설립되었다. 「연방국경수비대법」 제2조에 따르면
연방국경수비대의 국경수비는 군사력으로 방어하는 임무를 제외한 순수한 경찰임무로
제한된다. 즉 서독 국경감시 및 통제, 출입국관리, 철도경찰, 헌법기관 경비, 집회시위시
각 주경찰 지원업무 등을 맡고 있다. 2005. 7. 1. 에 ‘연방경찰(Bundespolizei)15)’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현재 독일전역 9개의 지방경찰본부를 두어 독일 전 지역에
경찰을 투입할 수 있는 집행력을 갖추고 있다.
‘연방 헌법보호청(Das Bundesamt für Verfassungsschutz : BfV)’은 「기본법」
제73조 제10호와 「연방헌법수호청법(Gesetz über die Zusammenarbeit des
Bundes und der Länder in Angelegenheiten des Verfassungsschutzes und
über das Bundesamt für Verfassungsschutz)」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서독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하여 정보수집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설립된 연방내무부
산하 국내정보기관이다. 정보 수집대상은 좌익테러, 군대 내 극좌테러분자, 연방헌법
기본질서 파괴 이념단체 및 연계 국제단체, 출판물, 국내안보 위협 외국인, 외국
첩보기관 침투 방첩 등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다. 국내 정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연방수상 산하기관으로서 대외정보기관인 ‘연방정보부(Bundesnachrichtendienst:
BND)’와 구별된다.
15) 현재 포츠담(Potsdam)에 본부를, 독일 전역에 9개의 지방경찰본부를 두어 사실상 집행력을 갖춘 연방경찰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또한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GSG9을 산하에 두어 항공기 납치 등 테러발생시 직접 현장에
투입되어 작전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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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일 전 동독 경찰의 특징16)
가) 중앙집권적 국가경찰기구
동독은 1952년 주(州)를 폐지하고 중앙집권적 행정조직을 갖추었으므로, 경찰 역시
서독과 달리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가경찰기구로 발전하였다. 1968. 6. 11. 「인민경찰법
(Gesetz über die Aufgaben und Befugnisse des Deutschen Volkspolizei :
Volkspolizeigesetz)」이 제정되어 1990년 통일독일의 경찰로 통합되기까지 동독
인민경찰의 조직과 직무의 근거법으로 작용하였다. 「인민경찰법」은 전문(Praeambel)
에서 ‘인민경찰은 노동자 및 농민의 역량의 발전 및 확립을 위한 투쟁에서 독일민주
공화국의 신뢰할 수 있는 사회주의 국가권력기구’ 라고 규정하여, 경찰이 사회주의
체제를 적극적으로 옹호할 것을 강조하였다.
위 법에 따르면 동독 인민경찰은 “a) 노동계급과 그들의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에
충성하고, 노동자와 농민의 사회주의 국가인 독일민주공화국을 충실히 보호할 의무,
b) 사회주의소비에트공화국연방(UdSSR, 소련) 및 사회주의 국가공동체 국가들 간의
우호와 동맹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항상 국제사회주의 정신에 따라 행동할 의무”를
졌다.
한편 동독의 경찰은 내무부 하에 중앙집권적인 인민경찰과, 비밀 경찰인 국가안전부
(일명 슈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서독의 국경수비대가 경찰인 것과는 달리 동독은
국방부 소속하의 ‘국경경비대(Grenztruppe)’라는 군을 두었다.
나) 인민경찰(Volkspolizei)의 직무
동독의 인민경찰은 중앙집권화된 경찰조직으로서 사실상 내무부 그 자체가 인민
경찰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1963년까지는 내무부장관과 인민경찰청장이 별도로 임명
되었으나, 그 이후에는 내무부장관이 인민경찰청장을 겸직하였다.
동독 인민경찰은 서독과 달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넘어 소방, 수송(철도),
여권, 주민등록, 수감자 관리 등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였다. 이는 주민들에 대한 광범위
한 통제를 통하여 사회주의 사회의 구축과 보호를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16) 이하, 통일부, 『경찰분야 통합 관련 정책문서』 중 ‘황문규, 동서독 경찰통합의 과정과 정책적 시사점’, 독일통일
총서5, 2014, 21~2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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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 인민경찰은 인민경찰청 산하에 14개 관구경찰국(Bezirksbehörde der DVP)과
218개 경찰서(Volkspolizeiinspektion)가 있었고, 그 아래에 경찰지구대(Polizeire
vier), 경찰파출소(Polizeigruppenposten), 공공시설경비소(Betriebswachen) 등을
두었다.
1989년 당시 동독 인구는 약 1,750만 명 이었으나 인민경찰의 수는 약 96,000여
명으로, 인구에 비해 다수의 경찰 인력과 그물망과 같은 조직을 통하여 동독 국민을
철저히 관리하였다.
다) 국가안전부(Staatssicherheitspolizei ; 일명 Stasi)의 직무
국가안전부는 비밀경찰로 일명 ‘슈타지(Stasi)’ 라고 불리는 강력한 체제수호기관
이었다. 슈타지는 1950. 2. 8.에 자국민 감시를 주요 목적으로 KGB 주관하에 창설되어,
1990년에 해체될 때까지 동독의 사회주의 체제유지와 공산당 일당 독재를 수호하는
기능을 하였다. 주로 반체제 인사에 대한 정보수집 및 감시업무를 하였으며, 국경 경비,
해외정보 수집, 대외 공작 등을 주 임무로 활동하였다. 그러나 비밀로 분류되는
내부지침과 상부지시에 근거하여 직무를 수행하였을 뿐 전혀 법적 통제를 받지 않았다.
슈타지는 베를린에 33,000명의 간부가 있는 본부를 두고 15개의 지구분실, 그리고
219개 군사무소를 두었다. 내부조직은 사무총국, 행정실, 여러 개의 총국과 국,
테스크포스팀 등으로 구성되었다. 슈타지는 사업장, 병영, 대학, 교도소, 인민군,
국경수비대 등에 감시를 위한 연락소 또는 연락관을 두었으며 동서독 주민 약 600만
명의 정보를 비밀리에 관리하였다.
동독체제가 붕괴될 당시 슈타지의 공식요원은 인민경찰보다 더 많은 10만 명에
달하였으며, 그물망 같은 정보망으로 국민들을 감시하였다. 체제반대자는 서신검열,
구금, 국적박탈, 전화도청 혹은 심리적 테러에 놓이기도 하여17) 동독 국민들에게
슈타지는 공포 그 자체였다. 독일 통일과정에서 슈타지가 1990. 2. 해체되었으나, 그
직원들이 인민경찰로 그 소속을 변경하였기 때문에 서독 경찰은 동독 경찰을 흡수
하면서 동독국민에게 가한 인권침해 행위를 자행했던 슈타지 요원을 찾아내어 배제
하는 인적청산 작업을 하였다.
17) 임준태, 동서독 통일 후 동독경찰의 민주화 과정- 인적청산과 민주화교육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제3호,
2001, 211쪽.

 114  법제처

다. 소결 : 경찰 존립 목적 및 근거법률의 차이
독일 통일전의 동서독 경찰은 아래 [표 1]에서와 같이 그 조직체계, 직무범위, 권한,
직무시간, 신임직무교육 및 승진, 인력구성, 활동 근거 등에서 매우 차이가 있다.
[표 1] 통일전 동･서독 경찰의 주요 차이점18)
구 분
조직체계

직 무

서독의 경찰
 연방경찰과 주 경찰로 이원화
 각 주에 경찰권이 부여된 분권화된
조직체계

동독의 인민경찰
 중앙집권화된 일원적 조직체계

 위험의 방지 및 제거, 방어적 민주주의의  위험의 방지 및 제거, 복지의 보장
입장에서 반헌법적 세력에 대한 감시
(Wohlfahrtspflege), 사회주의 체제의
 직무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제한되어 있음 수호, 체제반대자 감시
 직무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기구가 없어 매우 광범위함

권한
 근무 중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독자적인  아주 사소한 업무에 대해서까지 감독
(베를린경찰의 책임 하에 수행
관서의 지시에 엄격히 구속되고 기계적
경우)
으로 업무가 수행되어 업무 수행방식의
결정에 독자적인 재량권이 적음
직무시간
 교대근무가 연간 업무주기로 규정 되어
(베를린경찰의 있음(주당 근무시간 38.5시간)
경우)

 비교적 짧은 주기(월별)로 정해짐
(주당 근무시간 43.5시간)

신임 직무교육  경찰학교에서 2년 6개월의 전문적인 직무  전문직업교육 경시
및 승진
교육 후 배치
 경찰학교에서 5개월의 직무교육 후 6개월
 승진의 전제조건으로 40세 이상 10년
간 인민경찰양성소에서 실습 후 배치
근무경력과 6개월간의 연수가 요구
 나이 제한 없이 경찰학교에서 2년간의
교육 후 경찰간부로 승진 가능
인력구성
 초급경찰간부가 차지하는 비율은 동･서베를린 간 차이가 없었으나,
(베를린경찰의 전체 경찰에서 경정 이상 경찰간부가 차지하는 비율은 서베를린은 1.35%인 반면,
동베를린은 3.8%를 차지
경우)
수감자 감시
(베를린)

 교도경찰(Wachpolizei)의 업무이나,
과도한 업무 부담이 있을 경우
치안경찰(Schutzpolizei)이 지원

 인민경찰의 본래적 권한이며, 장비는
경찰 개개인이 독자적으로 구비

※ 통일부, 통합도시에서의 경찰, 베를린 사례, (문서번호 3, 26p 이하) 재인용

18) 통일부, 『경찰분야 통합 관련 정책문서』, 독일통일 총서5, 2014, 28쪽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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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차이는 근본적으로 무엇보다 경찰의 존립 목적에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즉 서독 경찰이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를 위하여 분권적 조직 하에서
서독 국민의 기본권 보호 업무를 한 반면, 동독 경찰19)은 사회주의체제 수호를 위하여
강력한 중앙집권적 조직 하에서 광범위한 감시와 통제 업무를 한 것이다.
또한 경찰의 직무범위 차이는 경찰 활동의 법적 근거의 차이에서도 기인한다. 서독의
‘연방 범죄수사청(BKA)’은 「기본법」 제73조 제10호, 제83조 제1항 및 「연방범죄
수사청법」에, ‘연방 국경수비대(BGS)’는 「기본법」 제73조 및 「연방국경수비대법」에,
‘연방 헌법보호청(BfV)’은 「기본법」 제73조 제10호와 「연방헌법수호청법」에 각 근거
하여 각 기관의 목적에 맞는 제한된 직무를 수행하였다.
반면 동독의 인민경찰은 「인민경찰법(Gesetz über die Aufgaben und Befugnisse
des Deutschen Volkspolizei : Volkspolizeigesetz)」에 근거하여 사회주의 체제
수호를 위한 국민 감시업무를 하였고, 비밀경찰인 슈타지는 명확한 법적 근거조차 없이
국민을 통제하는 광범위한 업무를 한 것이다.
현재 남북한 경찰의 경우에도 통일 이전 동서독과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이념체제
하에서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직무를 집행하고 있다. 따라서 독일 통일과정에서
동서독 경찰이 어떻게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되어 갔는지를 법률 통합 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이를 교훈으로 미래 통일한반도에서의 경찰 통합 작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2. 독일 경찰법제 통합 과정
가. 1989. 11. 9. 베를린 장벽 붕괴부터 1990. 10. 3. 독일통일까지 경찰의 역할20)
1989. 11. 9. 베를린 장벽의 붕괴로 동독 주민들의 서독으로의 여행 및 이탈이
19) 동독 행정은 국가권력의 일원화, 당 결정 우선의 원칙, 상부의 계획 명ㄹ여에 따라 당과 국가의 결정을 그대로
시행하는 도구에 불과했다. 동독의 공무원은 전문성보다 정치적 이념성, 공산당에의 충성도에 따라 임용,
승진되었다. 임준태, 동서독 통일 후 동독경찰의 민주화 과정- 인적청산과 민주화교육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제3호, 2001, 213쪽.
20) 이하, 통일부, 『경찰분야 통합 관련 정책문서』 중 ‘황문규, 동서독 경찰통합의 과정과 정책적 시사점’, 독일통일
총서5, 2014, 33~36쪽 참조.

 116  법제처

급증하여 서독 경찰에게 엄청난 과제와 업무 부담을 가져왔다. 동독 이탈주민 관련
업무는 과거에는 서독 바이에른주에서 담당했으나,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에는 이탈
자가 급증하여 연방차원에서 연방내무부 지휘 하에 각 주의 국경수비대에서 맡게
되었다. 서독 경찰은 주로 동독주민들의 이탈 과정에서의 교통안전 등 초동단계 지원,
동독 이탈주민 접수 및 신변안전 대책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이 외에도 1990.
4. 18. 동서독 내무부장관이 상호 간첩활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할 때까지 이탈주민
가운데 끼어 있는 적국 비밀요원을 찾아내고 감시하는 방첩업무도 수행해야 했다.
그런데 특히 베를린의 경우 경찰의 업무가 급증하고 상황도 급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베를린교통국과 서베를린경찰은 비상상황에 대처한다.”라는 정도의 원칙만 있었을
뿐 구체적 대응을 위한 어떠한 계획이나 준비가 없었다. 심지어 1989. 11. 9. 22:00에
열렸던 서베를린의회 특별회의에서도 경찰에게 아무런 대응지침을 제시하지 못했다.
따라서 서베를린 경찰은 베를린시의 치안질서 및 국경검문소에서의 질서유지를 위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비상상황에 대해 구체적
대응조치를 지시할 상부의 명령체계가 완전히 무너진 동베를린도 마찬가지였다.
그럼에도 1989. 11. 11. 국경검문소 체크포인트 찰리(Charlie)에서 동서베를린의
경찰지도부간 만남이 이루어지는 등 동독의 국경경비대(Grenztruppe)와 서독의 경찰
간에는 원활한 협조관계가 조성되었다. 이러한 국경관리는 1990. 7. 1. 「경제･화폐･
사회통합조약21)」이 발효되어 국경경비･관리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리고 위
조약에 따라 양독 내무장관은 경찰협력협정을 체결하였다.
동서독 경찰은 치안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990년 초부터 개별 경찰지구 간의
자매결연을 체결하였고, 1990. 5. 에는 동서독 경찰들이 각 지역에 파견되어 함께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했다.
양 경찰의 협력은 ‘독일 국경 내의 안보와 질서, 국민경제의 보호, 교통안전, 화재
예방, 신분증과 주민등록, 형 집행’ 등의 업무에 중점을 두었다. 1990년 9월 13일
21) 「화폐･경제･사회 통합조약」은 6장 38조의 본문과 부속의정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폐통합, 경제통합, 사회통합,
국가예산과 재정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화폐통합과 관련해서는 동서독 화폐의 교환비율에 관한
내용이 핵심을 이루고 있고, 경제통합과 관련해서는 동유럽경제권(COMECON)과의 관계, 내독교역, 대외경제,
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사회통합 부분에서는 노동법과 사회보험･실업보험･연금보험･의료보험･
산재보험 등 5대 보험의 통합절차를, 국가예산과 재정 부분에서는 재정정책의 기본원칙, 기채 제한, 서독의
재정 보전액, 조세 등과 관련된 통합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독일통일의 과정과 교훈』, 평화문제연구소, 20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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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으로 선출된 동독의 인민의회에서 ｢경찰의임무와 권한에 관한법｣이 체결되었다.
통일직전 동독의 데 메지에르정부는 서독의 국경수비대를 모델로 한 새로운 국경
수비대를 창설하였다.
경찰 통합작업은 원래 1990. 10. 3. 독일 「통일조약(Einigungsvertrag)」 체결로
이루어질 계획이었으나, 동베를린 경찰통수권 인수가 통일축제 준비 등을 이유로
앞당겨짐에 따라 동베를린 경찰과 서베를린 경찰의 통합이 1990. 10. 1.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1990. 10. 3. 통일과 함께 동독지역의 경찰주권이 새로 구성된 5개
신연방주에 귀속되는 방식으로 경찰 통합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나. 확장과 재건을 통한 경찰 통합
통일 전 서베를린은 승전연합국의 통제를 받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서베를린에서는
서독의 기본법이 적용되지 않는 등 특수한 지위를 가졌다. 통일과 함께 베를린의 특수한
지위는 사라졌으나 하나의 연방주로 승격된 통일독일의 수도로서 베를린이 갖는 의미는
특별하였다. 따라서 독일경찰 통합을 베를린22)과 동독지역의 5개 신연방주로 나누어,
베를린 경찰의 ‘확장’에 의한 통합, 5개 신연방주23)의 ‘재건’에 의한 통합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1990. 10. 1. 베를린 경찰 통합 과정 : 확장
베를린 경찰 통합은 서베를린 경찰권이 동베를린 지역에도 확장되어 적용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베를린에서는 1990. 6월 초부터 10월간 베를린
내무성에 경찰통합을 위한 준비기획단(Projektgruppe)을 설치･운영하였다. 기획단
내에는 치안경찰, 형사경찰, 특수경찰, 장비와 기술, 인사, 교육과 재교육, 법, 조직
등을 담당하는 7개의 실무그룹을 구성하였다. 각 기획단에는 동서베를린 경찰들이
동일한 비율로 참여하였고, 실무그룹 책임자는 서베를린 경찰이 맡았다. 실무그룹은
동서독 경찰 통합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였는데, 사전조치, 단기조치, 중장기적 조치로
분류되었다.
22) 구 서독의 수도는 본(Bonn) 이었으나, 구 동독의 수도는 베를린이었다.
23) 5개 주는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Mecklenburg-Vorpommern), 작센
(Sachsen), 작센-안할트(Sachsen-Anhalt), 튜링겐(Thüringen) 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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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조치’는 1990. 7. 부터 통합된 관청이 완성될 때까지 실행해야 할 조치들로
예컨대 ‘새로운 조직 구성 발표일 확정, 내부근무-지휘책임의 인수, 교대근무시간 확정,
근무단계계획에 따른 긴급구조근무계획, 유니폼과 무기 및 장비, 무선통신에 대한 기술
준비, 교통사고 등록, 긴급전화, 인력 교환, 인력 규모 변경’ 등과 관련한 것이었다.
‘단기조치’는 1990년 말부터 1991년까지 수행되어야 할 조치들을 말하며, ‘중장기적
조치’는 1992~1994 및 그 이후에 베를린 경찰이 통합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적 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들을 말한다.
이러한 준비 과정을 통하여 1990. 10. 1. 13시 동베를린 경찰의 지휘권이 서베를린
경찰에 양도되었다. 통합된 베를린 경찰의 관할구역은 서베를린에 있던 관할구역을
유지하면서 동서베를린의 경계지역에 있던 경찰관할구역을 동베를린까지 확대하였다.
통합 베를린 경찰의 총인원은 1990. 10. 1. 당시, 서베를린 직원 17,701명, 동베를린
직원 11,117명, 총 29,498명 이었다. 동서베를린 경찰이 함께 근무한다는 ‘혼합의
원칙’에 따라 이들 중 약 5,000여명의 경찰들이 지역을 바꾸어 근무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베를린 경찰의 통합을 수월하게 만든 원인이었다고 평가된다.

2) 신연방주 경찰 통합 과정 : 재건
구 동독지역에서는 1990. 10. 14. 선거를 통해 주(州)정부가 구성됨에 따라 경찰권도
새로운 주정부에 귀속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주경찰법이 제정될 때까지 경찰권이
행사될 수 없었으므로 동독의회에서는 통일이 될 때까지 과도기 동안 신연방주에서
적용될 과도기적 경찰법으로서 「경찰업무법(Das Polizeiaufgabengesetz der DDR
: DDR - PAG」을 제정하였다. 과도기적 「경찰업무법(PAG)」에는 경찰과 일반질서
행정청 분리,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과, 경찰 최고의 의무로서 인권보호를 규정하였
으며, 총기에 의한 사살 규정은 폐지하였다.
이후 신연방 5개주에서는 주의회 선거 및 주 헌법 제정 이후 각 경찰법을 제정하였다.
경찰법은 1991. 3. 1. 작센-안할트주, 1991. 3. 20. 브란덴부르크주, 1991. 7. 12.
작센주, 1992. 6. 13. 튜링겐주, 1992. 8. 15.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순서로
제정되었다.
이들 경찰법은 서독지역의 자매결연 주 경찰법과 서독의 「통일경찰법모범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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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terentwurf für ein einheitliches Polizeigesetz des Bundes und der
Länder)」과 당시 가장 최근 개정되었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경찰법을 모델로
하였다24).
경찰법에 따라 동독 인민경찰 업무 중 일반경찰업무는 신연방주 경찰에서 담당하게
되었고, 수송 및 항공경찰업무는 연방국경수비대로, 소방･여권･주민등록･재소자관리
업무 등은 경찰업무에서 분리되어 각 해당 기관으로 이관되었다. 또한 독일연방 소관
업무인 독일국경수비는 ‘연방국경수비대’로, 연방차원의 범죄수사업무는 ‘연방범죄
수사청’으로 각각 이관되었다.

3) 통일범죄중앙수사부 설치
독일 경찰의 통합은 베를린 경찰 통합 및 동독지역의 신연방주 경찰 재건의 형태로
이루어졌으나, 이와는 별도로 구 동독시절 행해졌던 체제불법에 대한 청산 작업을 할
기구가 필요했다. 동독지역에서 자행된 불법행위에 대한 형법적 청산을 위하여 통일
독일은 1991년에 베를린에 ‘통일범죄중앙수사부(Zentrale Ermittlungsgruppe für
Regierungs und Vereinigungskriminalität)’를 설치하였고, 이 기구는 1999. 9. 30.
까지 운영되어 총 1,065건을 기소하였다.
통일범죄중앙수사부는 검사 80명, 수사경찰 340명(베를린 130명, 연방 40명, 주
170명) 등으로 구성되어 동독정부 및 통일관련 범죄를 처리하였다. 수사 대상은 ‘1)
구 동서독 국경 및 베를린 장벽에서 발생했던 동독 이탈주민에 대한 총격 등 불법행위,
2) 실정법에 어긋나는 판결, 재판상 부정, 수감자 인권유린, 3) 불법 체포 및 구금,
인권침해 등 슈타지의 행위, 4) 구 동독의 정당, 사회단체 및 국고에 경제적 피해를
입힌 경제사법, 5) 선거부정행위’ 등이었다.

3. 독일 경찰통합의 시사점
1989. 11. 9. 베를린 장벽이 급작스럽게 무너지고 불과 1년도 안되어 동･서독 간에
체결된 「통일조약(Einigungsvertrag)」에 의하여, 1990. 10. 3. 독일 통일이 이루어
24) 통일부, 『경찰분야 통합 관련 정책문서』, 독일통일 총서5, 2014, 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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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다. 이렇게 동･서독 통일과 같이 한반도에서의 통일도 이렇게 생각보다 갑자기 다가올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북핵 위기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 국내 정치 및 경제
상황 등과 무관하게, 언젠가 맞이할 남북한 통일에 미리 대비하여 혼란이 극대화될
국가적 비상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 가능한 통일 경찰 제도를 구상해 둘 필요가 있다.
동서독 경찰 통일은 통합 준비를 한지 1년도 안되어 이루어 졌으나, 통일 과도기의
치안 유지 및 통합의 진행 속도 등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이루었다. 그 근본 원인은
무엇보다도 동독 주민들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는 통일 과도기에 동독 지역의 경찰 체제를 서독식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서독 경찰이 인적･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데에 그 성공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독일경찰 통합과정은 우리나라의 경찰 통합과정에서도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북한 경찰과의 지속적인
교류가 필요하다. 동독 경찰이 서독 경찰에 흡수된 것과 같이 통일한국경찰 역시 인권을
수호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북한 경찰과 남한 경찰이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여 향후 북한 경찰이 느낄 이념적 저항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서독 연방주와 동독지역 신연방주의 자매결연과 같은 방식을 참고할
만하다.
둘째, 남북한 경찰 통합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의 정확한 예측 및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우선 북한 경찰조직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철저한 이해가
필요하다. 남한에서는 현재의 북한 경찰 관련 정보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워
과거 자료에 근거한 연구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현재 경찰행정법령 및
경찰조직도, 구체적인 직무집행 현황 등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확보해야 하며, 이렇게
수집한 최신 자료에 근거하여 경찰 통합에 소요될 인력과 비용에 대하여 민관이
협력하여 연구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남한 경찰의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등
행정비용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향후 경찰 통합에 소요될 재원을 미리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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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남북한 경찰 통합 경찰의 구체적인 직무범위 설정을 위하여 미리 「(가칭)
통일한국경찰법」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통일한국경찰법」 구상은 남한 경찰청 단독이
아닌 북한 인민보안부와의 협조 하에 이루어지도록 하여 통일 후 즉각적인 법집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사전 협조 과정은 남북주민 모두의 새로운 법에 대한
저항을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인식하에서 이하에서는 세 번째 시사점에 주목하여, 현재 남한25)과 북한의
경찰행정법령들을 특히 경찰행정작용법을 중심으로 비교하고, 특히 남한의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북한의 「인민보안단속법」이 어떻게 통합되어가야 할 것인지 그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Ⅳ. 남북한 경찰법제 통합 방향
1. 남북한 경찰행정작용법제 비교
가. 남한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1) 경찰 행정법
경찰 작용과 관련하여서는 총칙 역할을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법」 등이
있으며, 기타 세부 직무와 관련하여 「경범죄처벌법」, 「경비업법」, 「도로교통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원경찰법」 등 다양한 법률이 존재한다.
경찰의 조직, 인사, 교육, 징계 등과 관련해서는 「경찰법」,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 교육훈령
규정」, 「경찰대학 설치법」, 「경찰공무원 징계령」 등 경찰청 산하의 다양한 법령들에
산재되어 있다.
25) 경찰행정법령은 경찰작용법, 경찰조직법, 경찰행정법, 경찰행정구제법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남한과 북한의 경찰작용법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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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는 위 경찰행정법령들 중에서 남한 경찰의 존립 목적과 직무 범위에 관하여
규정한 경찰행정작용법인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총칙으로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하위 법령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이 국민에 대한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공안의 유지, 기타 법령집행 등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1953. 12. 14. 제정되었다. 그 후 16차례 개정되어 현재 법률 제14839호가
2017. 7. 26.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위 시행령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위해성 경찰
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기타 행정안전부령인 시행규칙26)
및 경찰청 고시27), 경찰청 훈령28) 등 행정규칙들을 두고 있다.

3)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목적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
개정]」은 제1조에 이 법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는데, ‘① 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밝히고 있다.
즉 남한의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의 역할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
및 공공질서 유지라고 볼 수 있으며, 이를 위한 경찰권 행사에 대하여 ‘경찰비례의
원칙’에 의거하여 경찰권 발동에 대한 통제원칙을 명문화함으로서 과도한 공권력
집행을 예방하고 있다29).

26)
27)
28)
29)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시행 2017.7.26.] [행정안전부령 제3호, 2017.7.26., 타법개정]」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시행 2016.7.28.] [경찰청고시 제2016-6호, 2016.7.28., 제정]」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시행 2015.1.1.] [경찰청훈령 제748호, 2014.12.24., 제정]」
경찰관 직무집행법 해설서, 경찰청 기획조정 규제개혁범부담당관실, 2013, 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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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무 범위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30)에 따르면 경찰관의 직무의 범위는, “1.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3. 경비, 주요 인사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4.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5.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 6.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7.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로 크게 7가지로 나뉜다.
[그림1]의 경찰청 본청의 조직 구성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제2조 각호에서
규정한 경찰관의 각 직무는 경찰 조직에 반영되어 민생치안, 사회질서유지, 행정지원
등의 직무를 집행하고 있다.
예컨대 경찰청 본청의 경우에는 생활안전국･수사국･교통국･외사국이 민생치안을,
경비국･정보국･보안국이 사회질서 유지를 담당하고, 대변인･기획조정관･경무인사
기획관･감사관･정보화장비 정책관이 행정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의 직무집행을 담당하는 개별 국을 살펴보면,
제1호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는 생활안전국, 제2호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는 수사국, 사이버안전국, 제3호의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
대테러 작전 수행’은 경비국 및 보안국, 제4호의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는
정보국, 제5호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는 교통국, 제6호의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은 외사국, 제7호의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31)“
는 개별 사안에 따라 각 국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통일 후 한국 경찰은 위 직무 중에서 보안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대간첩 작전
수행 업무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하지만, 통일 직후 과도기에는 통일된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세력을 관리할 필요성도 있으므로 보안국의 역할이 갑자기 줄어들기는

30) 제2조의 직무 범위는 국가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찰법」 제3조(국가경찰의 임무)와
동일하다.
31) 경찰작용은 전형적은 침해행정이므로 법률유보 원칙에 따라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므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7호를 일반적 수권조항으로 볼 수 있는지, 그렇다면 이러한 규정을 인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있으나, 자세한 논의는 변론으로 한다. 다만 통일 직후 과도기 단계에서는 예측치 못하는 상황적
혼란에 대비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는 만큼 위와 같은 규정 자체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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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통일 과도기에는 민생치안32) 확보 역할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생활안전과의 역할에 경찰의 역량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part
03

[그림1] 경찰청 조직 구성도33)
※ 2017년 10월 현재, 경찰청 본청, 사이버 경찰청 홈페이지 참조
※ 경찰청 부속기관으로는 경찰대학･경찰교육원･중앙경찰학교･경찰수사연수원 등 5개의 교육기관과
책임운영기관인 경찰병원이 있음
32) 치안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 수행하기 위하여 2017. 10. 현재 전국 특별시･광역시･도에 17개 지방경찰청을
두고 있으며 지방경찰청장 소속하에 경찰서 252개, 지구대 516개, 파출소 1,479개를 운영하고 있음.
33) 경찰청은 청장 및 1차장 8국 32과 16담당관으로 구성되어 있음. 출처 : 사이버 경찰청 홈페이지
(http://www.police.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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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무집행의 실효성 확보 수단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2조에 따른
직무 범위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실효성 있게 집행하기 위하여 제3조부터 제12조까지
강제 수단 및 보상 방법들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제3조(불심검문), 제4조(보호조치 등), 제5조(위험 발생의 방지 등),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저지), 제7조(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 제8조(사실의 확인 등),
제8조의2(국제 협력), 제9장(유치장), 제10조(경찰장비의 사용 등), 제10조의2(경찰
장구의 사용), 제10조의3(분사기 등의 사용), 제10조의4(무기의 사용), 제11조(사용
기록의 보관), 제11조의2(손실보상), 제11조의3(보상금 지급), 제12조(벌칙)로 구성
하고 있다.
남한의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은 형법 및 각종 형사상 특별법 및 경범죄
위반 등에 대한 예방 및 단속을 하며, 그 방법은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한도에서 임의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경찰관은 단속된 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처벌은 할 수 없으며, 무기 사용의 엄격한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도 제11조에서는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보게 된 국민에 대하여 손실보상34)을 하는 규정을 2013.
4. 5. 신설하였으며, 제11조의3에서 범인 검거 등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2016. 1. 27. 신설하는 등 경찰행정의 적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렇게 남한의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위법 행위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 소극의 원칙, 경찰공공의 원칙, 경찰비례의 원칙, 경찰평등의 원칙, 경찰책임의
원칙35) 등이 실현되기 위한 구체적인 제한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직무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국민에 대한 재산적 보상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34) 2014년 4월 6일부터 각 지방경찰청 등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지방경찰청의 경우
경무부 경무과 조직법무계에서 이를 담당하고 있다.
35) 통일 직후 과도기에서는 현행 남한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경찰작용의 한계에 다소 변화가 필요할 수 있다.
예컨대 경찰 책임의 원칙과 관련하여 경찰이 위해방지를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에 대하여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의가 있으나, 통일 과도기에는 다른 행정기관에 의하여 야기된 위해 방지를 위하여 단순히
기관 통보 등으로 그치기보다는 즉각적인 경찰권 발동이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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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북한의 「인민보안단속법」
1) 북한 인민보안성의 근거 법률
북한 경찰청의 명칭은 내무성(1948년), 사회안전성(1962년), 사회안전부(1972년),
사회안전성(1998년), 인민보안성(2000년), 인민보안부(2010년)로 변경되어 오다,
2016. 6. 29.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를 통해 ‘인민보안성’으로 변경되어
2017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된다36).
한편 남한의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대응되는 법으로는 구 「사회안전단속법」이며,
현재는 「인민보안단속법」이라고 볼 수 있다.
구「조선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안전단속법(주체81(1992)년 12월 28일 최고인민
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22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3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
위원회 정령 제540호로 수정보충)」은 제1조에서 법의 목적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안전단속법은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고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 법은 ‘제1장 사회안전
단속법의 기본, 제2장 사회안전단속대상, 제3장 사회안전단속 방법과 절차, 제4장
법위반자의 처리’로 나뉘어 총 46조로 구성되었다.
그 후 「사회안전단속법」은 「인민보안단속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37), 1999년
기준 4개 ‘장’ 62개 ‘조’로 조문이 확대되었다.

2) 「인민보안단속법(1999. 7. 26. 개정 기준)」의 구성 및 목적
「인민보안단속법(1999년 7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226호로
수정보충)」 은 ‘제1장 인민보안단속법의 기본(제1조~제7조), 제2장 인민보안단속대상
(제8조~제40조), 제3장 인민보안단속방법과 절차(제41조~제53조), 제4장 단속한 자의
처리(제54조~제62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안단속법은 인민보안단속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법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저지시키고 정확히 조사, 처리하는데
36) 제성호, 북한의 경찰법령과 경찰업무 처리에 관한 분석, 통일과 법률 제28호, 2017, 32쪽.
연합뉴스, “北, 인민보안부→인민보안성 명칭 변경”, 2016. 7. 8.
37) 법률을 변경한 정확한 날짜는 확인되지 않는다. 위 논문, 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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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바지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 법의 목적이 인민의 법질서 위반행위를 엄격히
단속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구「사회안전단속법」의 목적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안전단속법은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고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 한다.’라고 규정하여, 인민의 권리 및 생명재산 보호를 강조하였던 것과는 달리
주민 통제 강화를 강조한 것이라고 분석된다.

3) 「인민보안단속법(1999. 7. 26. 개정 기준)」 상의 직무범위
인민보안성은 「인민보안단속법」에 정해진 단속대상에 대하여, 법에 규정된 방법과
절차에 따라 단속한 자를 처리하는 업무를 한다.
법 제7조에 따르면 ‘이 법은 형사책임을 추궁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 법질서를 어긴
자에게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북한 「형법」 위반에 미치지 못하는 위법행위를
단속하는데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 남한과 차이가 있다.
인민보안단속대상은 제2장에서 법 제8조부터 제40조까지 규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단속대상은 다음과 같다.

제2장 인민보안단속대상
제8조 단속대상을 바로 정하는것은 인민보안단속사업의 첫공정이다.
인민보안기관은 법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여야 한다.
제9조 인민보안기관은 국가의 정치적안전에 위험을 주는 행위를 단속한다.
제10조 인민보안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재산을 략취하것는것 같은 행위를 단속한다.
제11조 인민보안기관은 설비, 자재, 생산물을 되는대로 관리하여 못쓰게 만들거나 또는 계획실행정형
을 거짓 보고하거나 수출입질서를 어기는것 같은 행위를 단속한다.
제12조 인민보안기관은 상품을 비법적으로 판매하거나 정해진 가격을 어기는것 같은 행위를 단속한다.
제13조 인민보안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설비, 자재를 비법적으로 빼내거나 승인없이 음식물매대
같은 봉사시설을 갖추어놓고 돈벌이를 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제14조 인민보안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종업원으로 비법적으로 돈벌이를 조직하는 행위를 단속
한다.
제15조 인민보안기관은 농기계, 부림소관리를 바로하지 않거나 비료, 농약 같은 영농물자의 보관,
리용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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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인민보안기관은 외화벌이기지를 꾸리지 않고 외화벌이를 하거나 외화관리 질서를 어기는 행위
를 단속한다.
제17조 인민보안기관은 비법적으로 전열기를 쓰는것 같은 전기를 랑비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제18조 인민보안기관은 종업원의 출퇴근정형을 제때에 장악하지 않거나 또는 정당한 리유없이 출근하
지 않거나 로동시간을 지키지 않는것 같은 행위를 단속한다.
제19조 인민보안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로력을 다른 일에 망탕 동원시키거나 계획된 로력을
제때에 동원시키지 않는 행위를 단속한다.
제20조 인민보안기관은 의료일국이 환자에 대한 치료를 불성실하게 하거나 의료일국이 아닌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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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치료하는것 같은 행위를 단속한다.
제21조 인민보안기관은 점을 치는것과 같은 미신행위를 하거나 사실을 날조, 외곡하거나 요언을 퍼뜨
리는것 같은 행위를 단속한다.
제22조 인민보안기관은 퇴페적인 음악, 춤, 그림, 사진, 도서를 복사류포하거나 콤퓨터, 인쇄기, 수자식
촬영기, 반도체라지오가 달린 록음기의 등록리용질서를 어기는것 같은 행위를 단속한다.
제23조 인민보안기관은 패싸움을 하거나 또는 녀성을 희롱하거나 남의 옷에 더러운것을 발라 놓는
것 같은 불량자적행위를 단속한다.
제24조 인민보안기관은 술을 마시고 공공장소에서 추태를 부리거나 공공시설물을 파손시키거나 그
리용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단속한다. 그러나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지장을 줄수 있는 단속
은 할수 없다.
제25조 인민보안기관은 철길, 고속도로로 걸어다니거나 관광도로와 그 주변에서 공중도덕과 제정된
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단속한다.
제26조 인민보안기관은 렬차, 전차, 뻐스에 설치한 시설을 파손시키거나 그 정상적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단속한다.
제27조 인민보안기관은 장사, 물물교환을 목적으로 술을 만들거나 또는 국가가 금지시킨 물건을 팔고
사거나 시장밖에서 물건을 팔고 사는 행위를 단속한다.
제28조 인민보안기관은 비법적으로 밀수, 밀매하거나 허가없이 국경을 넘나드는것 같은 행위를 단속
한다.
제29조 인민보안기관은 도적물건을 숨겨주거나 또는 팔아주거나 사는 행위를 단속한다.
제30조 인민보안기관은 려행질서, 걸어 다니는 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단속한다.
제31조 인민보안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기밀자료, 인쇄설비의 보관, 리용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단속한다.
제32조 인민보안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인민반에서 경비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단속한다.
제33조 인민보안기관은 신분등록, 숙박등록, 살림집리용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단속한다.
제34조 인민보안기관은 륜전기재를 등록하지 않거나 기술검사를 받지 않거나 술을 마시고 운전하거나
또는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유해가스를 내보내는 륜전기재를 운행하는것 같은 교통안전질서와
빈차운행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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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인민보안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화재방지시설 또는 기재를 갖추지 않거나 승인없이
건물, 불당기는 물질보관시설을 건설, 리용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제36조 인민보안기관은 화약류, 총기류와 방사성, 독성물질의 취급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단속한다.
제37조 인민보안기관은 내압설비, 열설비, 사람이 타는 권양설비, 나루배를 정해진 기간에 검사 받지
않거나 그 운영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단속한다.
제38조 인민보안기관은 큰물피해, 지진피해, 물에 빠지는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 행위를
단속한다.
제39조 인민보안기관은 금지된 시기와 장소에서 또는 금지된 방법으로 리로운 동식물을 잡거나 채취하
는 행위, 산림을 람도벌하는 행위와 물, 공기, 토양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단속한다.
제40조 인민보안기관은 법질서를 어긴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거나 충고를 주는 자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반항, 모욕하는 것 같은 행위를 단속한다.

이에 따르면 「인민보안단속법」 상의 단속대상은 확대되고 있다. 「사회안전단속법」이
제8조에서 제28조까지 총 21개 조문에서 단속행위를 규정한 것과 달리, 1999년 기준
「인민보안단속법」은 제8조에서 제40조까지 총 33개 조문으로 단속행위를 대폭 확대
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새로 단속 대상이 된 행위들은 제13조 기관･기업소･단체의 설비 또는 자재를 불법
적으로 빼돌리는 행위, 승인을 받지 않고 매대에서 돈벌이를 하는 행위, 제14조 기관
등의 종업원이 비법적으로 돈벌이를 조직하는 행위, 제15조 농기계 관리, 영농물자
보관 및 이용질서를 위반하는 행위, 제17조 전기 낭비행위, 제20조 의료진이 환자에게
치료를 불성실하게 하는 행위, 제21조 미신행위, 제24조 술을 먹고 추태를 부리거나
공공시설을 파손하는 행위, 제25노 철길, 고속도로 등에서의 질서 위반행위, 제26조
열차, 전차, 버스 시설을 파손하는 행위, 제28조 밀수, 밀매, 허가 없이 국경을 넘는
행위, 제29조 장물 취득 행위, 제40조 법질서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폭행이나 모욕을
하는 행위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주민들의 시장 경제적 행위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종교, 음주, 질서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세세한 일까지 단속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법률상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02년 기준 구
인민보안성은 [그림2] 와 같이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이는 현재의 인민
보안성과 유사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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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인민보안성 중앙조직도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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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보안성의 특징39)으로는 첫째, 인민보안성 본부는 보안원의 선발･교육훈련･
배치･승진･감독･해임 등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어 그 지휘･명령은 절대적이며, 둘째,
인민보안성은 국가치안을 담당한 프롤레타리아 독재기구로서 정권유지를 위한 주민
사찰을 주된 임무로 한다는 점이다.
38) 7총국은 지하철 건설공사, 지상과 지하의 특수시설, 국가 공공건물의 건설공사를 담당하며, 8총국은 고속도로,
교량, 초대소 건설 등을 담당한다. 국토총국은 고속도로 관리, 강･하천관리, 산림 및 수자원 보호를 담당한다.
신현기, 북한 경찰(인민보안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과학논총, 제12권 제2호, 2002, 146 및 148쪽.
39) 박창석, 북한의 경찰작용법에 대한 일반적 고찰- 사회안전단속법과 인민보안단속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양법학
제23권 제4집, 2012, 140~1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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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인민군과 같은 계급구조와 준 군대식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노동당 독재체제 유지를 위하여 치안 및 질서 유지 등 일반적인 업무 이외에 주민
등록업무, 여행증서 발급업무, 국방, 건설, 외교, 법무 등 광범위한 행정경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그 특징으로 들 수 있다.

5) 직무집행의 실효성 확보 수단
「인민보안단속법」 제3장에는 인민보안단속의 방법과 절차를 제41조부터 제53조
까지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제42조에서 인민보안원이 단속시 신분 및 단속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4조부터 제46조에서 자료 수집이나 증거확보, 진술 조서 등 문서 작성시
따라야 하는 적법절차 규정을 마련해 둔 점은 긍정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43조에서는 동행요구권을 규정하면서, 임의 동행이 아닌 단속된 자는 그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하며, 물음에도 의무적으로 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강제
수사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제47조부터는 위반자에 대한 억류가 매우 포괄적으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제50조에는 억류 기간이 인민보안소는 3일, 시･군인민 보안서는 10일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등 피의자에 대한 신체적 제한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인민보안단속법」 제4장에서는 단속한 자의 처리 규정을 제54조부터 제62조로
세분화 하였다. 예컨대 제55조에서는 법질서를 어긴 자에게 직접 교양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두고 있다. 그리고 제56조부터 제59조에서는 인민보안원이 법질서를 어긴 자를
인민보안기관 책임일군협의회에 제기하여 책임일군협의회에서 ‘로동교양, 자격정지,
강급, 자격박탈, 중지, 목수처벌, 교양처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59조
에서는 인민보안기관이 직접 기관, 기업소, 단체에 대하여 시정 조치 등 대책적의견을
제기할 수도 있도록 하는 등 인민보안원의 역할을 매우 강하게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62조에는 「사회안전단속법」에 없던 구제 절차를 신설하였는데, 인민보안
단속처리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10일 이내에 상급 인민보안기관에 의견을 제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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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의견을 제기 받은 인민보안기관은 15일 내에 회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40).

다. 남한의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북한의 「인민보안단속법」 비교
남북한 경찰모두 경찰행정작용법을 제정하여 정치이념을 수호하고 사회안전을 유지
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남한과 북한의 경찰행정작용법은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남한의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경찰작용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반면 북한의
「인민보안단속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체제 수호를 위하여 인민을 광범위하고
철저하게 단속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되었다41).
둘째, 남한의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직무범위를 제2조 각호에 규정하여, 각 호에
따른 직무집행을 행하기 위해 경찰청 조직을 구성하였고, 법에 근거한 직무범위 이외
에는 경찰행정이 과도하게 미치지 않도록 여러 제한을 가하고 있다.
반면 북한의 「인민보안단속법」은 직무 범위를 매우 광범위하면서도 보안원의 주관
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재량의 여지가 많게 규정하고 있어 보안원이 주민의 일상생활
전반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포괄적인 직무 집행을 수행하기 위하여
북한 인민보안성은 다양한 ‘국’들을 두고 있는데, 예컨대 노동당 중앙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인민보안성을 통제하는 ‘정치국’, 교화소와 노동수용소의 관리 감독 업무를 하는
‘교화국’, 소방활동을 담당하는 ‘호안국’, 주민등록사업을 담당하는 ‘주민등록국’,
병기공장등을 관할하는 ‘병기국’, 아파트 및 기관 지상공사를 하는 ‘건설국’, 외화벌이
사업을 하는 ‘금강관리국’, 철도여객 안전 및 검열을 담당하는 ‘철도안전국’ 등의 국을
통하여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다.
셋째, 남한의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불심검문, 보호조치 등 국민의 신체를 제한하는
직무집행의 경우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40) 이러한 구제절차가 실제로 집행되는지에 대하여는 확인이 어려우나, 권리구제 절차가 신설되었다는 것 자체가
인권보호 측면에서 나름의 개선된 측면이라고 판단된다.
41) 제성호, 북한의 경찰법령과 경찰업무 처리에 관한 분석, 통일과 법률 제28호, 20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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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인민보안단속법」은 강제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심지어 북한
보안원이 스스로 단속된 자에 대하여 교양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점들은 향후 통일 한국에서의 혼란을 가중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이하
에서는 그 간극을 좁혀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통일 한국의 경찰행정법제 재편 방향을
논해 보도록 하겠다.

2. 통일 한국의 경찰행정법제 재편 방향
가. 법제 통합 추진 방법
본 연구에서는 남한 주도에 의한 점진적･단계적 통일 상황을 가정하여, 이에 대비한
남북한 법통합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남북한 경찰행정법제 통합은 남한법의 북한
지역에의 확장 적용을 기본 원칙으로 삼도록 할 것인바,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
영토조항에 근거한 남한법 일부의 법률 유보, 북한법 일부의 한시적 효력 인정의 방향을
의미한다.
그런데 경찰행정법령의 경우에는 자유민주주의 통일 한반도의 사회질서 및 치안
유지를 목적으로 하므로, 사회주의체제 수호를 목적으로 하는 현재 북한의 경찰행정
법령은 즉각적으로 폐지될 필요가 있다.
그 방법은 선행 사례에서 검토한 독일 통일의 경찰행정법령 통합 과정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갑작스러운 통일을 이룬 독일의 경우 통일 사회의 혼란을 신속하게 안정
시키기 위하여 그 어떤 법률 보다 경찰법령의 통일이 시급하였다. 이러한 상황적 요청에
따라 서독 경찰과 동독 인민경찰의 통합을 위한 경찰법제 통합 과정은 1989. 11. 9.
베를린 장벽 붕괴부터 1990. 10. 3. 독일통일까지 매우 신속하게 상호 협조적으로
이루어졌다.
즉, 서독 기본법의 동독 신연방주의로의 확대 적용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베를린
경찰의 경우에는 1990. 6. 초부터 동서독 베를린 경찰통합을 위한 ‘준비기획단42)’을
42) 이 ‘준비기획단’은 동서베를린의 경찰들이 동일한 비율로 참여하였으나, 실무그룹의 책임자는 항상 서베를린
경찰이, 부책임자는 동베를린 경찰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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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여 사전조치, 단기조치, 중장기적 조치로 분류하여 장단기 목표에 따라 통합을
실시한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정치체제 및 경제 상황이 현저히 다른 통일한국의 경우에는 신속한
사회 안전이 더욱 요구된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참고할 만하다. 즉 우리의 경우 언젠가
이루어질 통일의 순간을 대비하여, 단계적 점진적으로 장단기 조치를 마련해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통일 전 상황에서 통일직후의 통일 과도기 한반도 상황에
대비한 것으로, 시간적으로는 사전조치에 해당할 수 있다. 비록 현재 한반도의 정치적,
군사적 상황 하에서 독일과 같은 ‘준비기획단’을 설치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나, 언젠가
다가올 통일에 대비하여 남한 경찰이 주도하여 북한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인
통일 한국 경찰행정법을 마련해 두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남한 주도에 의한 법통합을 추진함에 있어 예멘의 실패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예멘(Republic of Yemen)은 1990년 5월 북예멘이 남예멘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통일을 이뤘다. 남북 예멘은 1990. 4. 22. 「예멘공화국 선포 및 과도기조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여 1990. 5. 22. ~ 1992. 11. 22. 의 과도기간을 설정하여 통일을
추진하였다. 예멘은 1:1 대등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통일을 하였지만 이것이 오히려
통합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즉 예멘은 내전을 통해 무력으로 통일을 이루었으나,
남예멘의 강경 사회주의 세력도 완전 제거하지 못했고 북예멘의 반통일 이슬람 부족
세력을 민주화시키지도 못한 채 통일을 이루어 사회 혼란이 극심했다. 게다가 과도정부
정책에 대하여 남북예멘 출신 관료들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입안된 정책이 이들의
편의에 따라 다르게 집행되기도 하였다.
또한 기존 남북예멘 정치집단 간 이해관계 대립으로 다수 법률의 제･개정작업이
지연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포된 법률이 시행되지 않는 등 신법의 사문화가 초래되는
현상이 나타났다43). 남북예멘의 대립은 1994년 남북 간 내전으로 비화되어 재분단
사태까지 초래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대립 및 사회혼란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44).
43) 이규창, 통일 유형에 따른 남북한 법제통합 기본방향, 법제처, 법제 2010, 9월, 2010, 66쪽.
44) 2014년 9월에는 시아파 반군 후티(Houthi)가 수도인 사나(Sanna)를 점령하고 예멘 정부를 몰아냈다. 2017년
10월 현재까지 계속 중인 내전으로 2년 반 동안 1만 여명의 희생자가 발생하였다. - 서울신문, 실업난에 청년
분신, 독재 뺨치는 군부, 상처뿐인 ‘아랍의 봄’, 2017. 10. 10.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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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남북한의 경우에도 경찰통일법제를 마련함에 있어 남북한이 상호 이해를 할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서, 남한 법제를 중심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제도화
하는 방식으로 합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통일 직후 가장 신속히 완성되어야
하는 경찰행정법 통합을 위해서는 통일 전 남북한의 경찰 관계자들이 서로의 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통합 법제화의 방향을 공유하여야 하며, 통일 전부터
경찰의 인적･물적 교류를 통하여 경찰통합과정에서의 거부감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나. 자치경찰제 도입을 전제
한편 현재의 남한 경찰은 수사권 독립 및 자치경찰제 도입이라는 격변의 상황에 있다.
현재 남한의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기관은 법무부 산하의 검찰청과 행정안전부
산하의 경찰청이다45).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 들어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위한 작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향후 통일한국의 수사권은 검찰이 아닌 경찰이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자 한다.
한편 경찰의 수사권 독립으로 인한 권력 집중에 대한 견제의 방안 중 하나로 자치
경찰제로의 전환 작업도 이루어지고 있다46). 경찰제도는 각국의 역사적 배경, 시민의식,
정치제도, 치안상태 등에 따라 매우 상이한데, 민주경찰제도는 크게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즉 경찰력이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통제아래 있는 중앙집권화된 체제
(Centralized System)로서 1원적인 국가경찰모델, 경찰업무 책임이 지방정부에
맡겨져 있는 지방분권화된 체제(Fragmented System)로서 지방경찰과 국가경찰로
이원화된 2원적 모델, 그리고 중앙과 지방정부가 경찰업무의 통제를 분담하는 통합형
체제(Integrated System)로 나눌 수 있다47). 현재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는데, 향후 남한에 도입될 자치경찰제도는 지방경찰과 국가경찰로
이원화된 모델이 도입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45) 검사의 수사권에 대해서는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및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에 명시되어
있으며, 경찰의 수사권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및 「경찰법」 제3조(경찰의 임무)에 규정되어 있다.
46) 2017년 현재 문재인 정부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이 수사권을 이양 받을 경우 그 권한이 과도해질
수 있다는 우려 하에 자치경찰제 도입을 선행적 과제로 보고 있다.
47) 심익섭, 한국과 독일의 자치경찰제도에 관한 연구, 한독사회과학논총 제9호, 1999, 1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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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재 남한에는 제주도에 자치경찰제가 시범 운영48)되고 있는데, 그 법적 근거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이다. 위
법률은 ‘제7장 자치경찰(제87조~제105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목적 및 취지를
고려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자치 경찰 기구를 설치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자치
경찰제를 도입하여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제90조에 따르면 자치 경찰은 생활 안전, 지역 교통, 지역 경비 사무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무 및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특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90조(사무) 자치경찰은 다음 각 호의 사무(이하 "자치경찰사무"라 한다)를 처리한다.
1. 주민의 생활안전활동에 관한 사무
가.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 운영
나.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
다. 안전사고와 재해･재난 등으로부터의 주민보호
라. 아동･청소년･노인･여성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보호와 가정･학교 폭력 등의 예방
마.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와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2. 지역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가. 교통안전과 교통소통에 관한 사무
나. 교통법규위반 지도･단속
다. 주민참여 지역교통활동의 지원･지도
3. 공공시설과 지역행사장 등의 지역경비에 관한 사무
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5.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등에 따라 「도로교통법」 또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따른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 사무

직무집행은 제96조에 따라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준용하나, 제97조에 따라 무기와
장비의 사용은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이와 관련 제주도 자치경찰제는 직무범위가 매우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수사권 자체가 없어 실질적인 자치경찰제로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 비록 제한적인 자치경찰제가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시범 실시되고
48)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프랑스 자치경찰제 모형에 매우 가까운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12. 1. 9 통합 자치경찰단이 출범하여 1단, 4과, 1지역대, 1센터, 11담당의 조직을 구성하였다. 제주도에는
2017. 8. 현재 산림, 축산, 공원 관리 등에 특별사법경찰관 124명(현원, 정원은 130명)이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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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진정한 자치 경찰제가 남한 전지역으로 확대 시행되는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49).
따라서 향후 통일 한국 역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분화되어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50). 왜냐하면 통일직후 한국경찰의 모습은 기존 조직과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신속한 체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므로, 오랜 논의 끝에 도입
될 자치경찰제도를 또다시 국가경찰제도로 전환시키기 보다는 이를 유지하고 북한
지역에 확대 적용하는 방향이 효율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또한 통일 후 경찰제도의
모습은 국가적 범죄 사안에 대하여는 국가경찰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각 주의
교통, 생활안전, 치안 등은 주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독일과 그 기본적 형태는 유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3. 통일 경찰행정법령 제정 방안
가. 통일 과도기 경찰 직무범위 설정
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화
통일 과도기의 한반도 경찰은 자유민주주의 법치질서를 수호하는 민주복지경찰의
이상을 실현하는 동시에, 통일이라는 사회통합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통일 과도기의 남북한 경찰의 직무는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며 주민에게 봉사하는 조직으로서의 경찰 본연의 임무 이외에도,
통일격변기의 급변하는 치안상황 속에서 발생가능한 모든 사회통합 저해요인에 대하여
신속, 적절히 대응하는 임무를 포함해야 한다51).

49) 문재인 정부는 2019년 자치경찰의 전면 도입을 추진중이다.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는 광역단위자치경찰제를
도입해 기존 국가경찰의 사무와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50) 자치경찰제의 장점으로는 해당 지역 특성에 대하여 가장 잘 아는 지역 경찰이 직접 경찰직무를 수행함으로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국가의 재정 부담이 경감되며, 과도한 경찰권한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자치경찰이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게 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통제를 받게 됨에 따라 정치적으로 공정성
저해가 우려되고, 범국가적 치안활동의 조정통제가 어려우며,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증가되며, 자치단체별
재정능력에 따른 치안 서비스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등의 단점이 있다
51) 이철성, 통일대비 남･북한 경찰통합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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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재 북한의 인민보안성의 역할 중에서 사회주의 체제 유지의 역할을 제외
하고, 위와 같은 통일 한반도의 경찰로서의 역할을 하는 범위 내에서 그 직무 범위가
재설정되어야 한다.
또한 통일 후 경찰제도는 자치경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 이유는
통일 직후 상황은 국내의 사회 혼란에 따라 군대 보다 경찰에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될
우려가 있는 만큼, 권력 분산을 위한 통제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한다. 특히
통일 후 경찰조직 비대화에 따라 특정정치세력에 의해 경찰행정이 독점되는 위험을
줄이고, 남한 및 북한 지역의 특수한 지역 상황에 맞는 지역적 대응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물론 북한 지역에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김씨 왕조 세습의 형태로 고도의
중앙집권적 정치체제를 수립해온 결과 ‘지방주의52)’ 자체를 비난하는 북한으로서는
쉽지 않은 과정일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통일경찰의 모습에 대하여 남북간 평화적 합의통일을 이룬다는
가정 하에, 한국에 도입될 자치경찰제가 통일한국에도 유지된다는 것을 전제로 할
것이다. 이 경우 경찰행정법령은 크게 국가경찰법과 자치경찰법으로 이분화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사무배분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자치경찰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독일 및 일본의 사례를 참조할 만하다.

2) 독일 자치경찰의 직무범위
우선 독일의 경우53), 독일기본법상 경찰업무는 원칙적으로 각 주정부의 권한에
속하고 입법 권한도 주정부에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전반적인 경찰 업무는 주경찰에서 수행하며 인력도 계급과 관계없이 각 주정부별로
선발하고 운영하고 있다54).
52) 최진욱, 북한지방행정에서의 당정관계,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0, 425쪽 중, “지방주의는
민주주의중앙집권제를 무시하고 당의 혁명적조직규률과 사상, 의지 및 행동의 통일을 파괴하며 당의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반당적, 반혁명적 사상조류로서 종파주의의 싹이며 그 온상이다.”,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편,
「철학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527~528쪽, 재인용.
53) 경찰청 외사기획과, ‘독일 자치경찰 제도’, 2013. 1. 4. 참조
54) 독일은 역사적으로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제도 성격을 가졌으나, 제2차 세계대전 패선 이후 점령 연합국들에
의해서 경찰조직의 분권화 요구로 자치개념이 가미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까지는 독일전통적
프로이센･바이마르공화국의 국가경찰개념이 지배적이었으나, 이후 강력한 현대화가 추진되며 연방정부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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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연방범죄수사청(BKA)에서 ‘국제조직적 불법무기류 거래, 마약 또는 약품거래,
국제조직적 위조지폐 생산･유포･자금세탁, 국제조직적 테러범죄예방, 특별히 중요
하다고 인정되는 컴퓨터 해킹범죄, 인터폴 국제공조, 연방헌법기관 소속원 경호 등’에
대하여는 고유 권한이 인정되고 있다. 그 조직과 구체적 직무 권한의 근거는 「연방범죄
수사청설립등에관한법률(BKAG)」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각 주경찰(Landespolizei)과
연방범죄수사청(BKA)은 독립적인 존재로서 업무 협력을 한다.
한편 주경찰의 세부 업무를 살펴보면, 크게 ‘생활안전기능, 경비기능, 교통기능,
수사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
예컨대 생활안전기능 중에서 112신고센터는 주경찰인 각 지역경찰청 단위로 운영
하며, 주경찰간 소관 구분이 모호한 경우에는 최초 신고를 받은 지역경찰청에서 출동
하며, 초동 조치 후 해당 주 지역경찰청에 인계한다.
경비기능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주정부 내에서 자체 대응하나, 규모가 큰 집회시위의
경우에는 주내무부장관이 연방내무부장관을 통하여 타주 또는 연방경찰로부터 인력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통령, 연방의원, 헌법재판관 등 연방정부의 요인 신변경호 및 공관 경호는 연방
경찰청으로부터 인력지원을 받아 그 지역을 관활하는 지역 경찰청에서 담당한다.
교통기능 중에서 관할이 주경계를 넘어설 경우「형사소추에 있어 주경찰 영역확대에
관한 협약, 1991. 11. 8.)」 에 의거하여 해당 주 관할경찰청과의 협의 하에 주경계
지역을 넘는 수사활동이 가능하다.
수사기능 역시 교통사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 협약에 근거하여 사전 협의하에
주경계 지역을 넘어 수사활동이 가능하다. 한편 자치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는 국가
경찰이 관여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수사진행 과정에서 「연방범죄수사청법」에 규정된
사건으로 밝혀지거나, 중대한 사유로 주내무부의 요청에 따른 연방내무부장관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에는 국가경찰인 연방범죄수사청으로의 사건이첩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자치경찰의 수사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며, 연방범죄수사청의 주도 하에 해당 지역
경찰청에서 인력지원 등 공조수사로 전환된다.

주정부들간에 경찰조직체계를 재정립함으로서 현재는 자치경찰제와 연방경찰간에 협력관계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심익석, 한국과 독일의 자치경찰제도에 관한 연구, 한독사회과학논총 제9호, 1999, 1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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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독일경찰은 철저히 분권화55)되어 있어 독자적 법률에 근거한 연방차원의 독립
경찰기구들 외에는 연방경찰권한은 다른 특수한 행정업무에 부수되어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만 권한이 인정되고 있다56).

3) 일본 자치경찰 직무 범위57)
일본의 국가경찰은 내각부의 외국인 국가공안위원회의 특별기관으로 경찰청이 설치
되어 있으며, 지방기관으로 동북, 관동, 중부, 킨키, 중국, 시코쿠, 큐슈 등 7개의 관구
경찰국이 있다. 자치경찰은 각 지방자치단체(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관리 하에 도도부
현 경찰본부를 설치하고 있다.
생활안전, 경비, 교통, 수사 기능별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세부 사무는 다음과 같다.
생활안전의 경우 112신고센터는 자치경찰에서 설치･운영하며 관할 내 사건에 대해
지휘를 한다. 국가경찰은 현장 출동을 하지 않고 관련 법령 정비, 통계 취합 등의 업무를
한다.
경비업무의 경우 일본은 전국적 집회시위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으나, 실제 발생할
경우 각 자치경찰이 관내 집회에 대응하게 된다. 국가경찰은 황실경호를 맡으며, 또한
경비 관련 법령 정비, 통계 취합 등의 업무를 한다.
교통의 경우 고속도로 순찰대는 자치경찰에서 설치, 운영하며, 관할이 여러 곳인 교통
사건 수사의 경우에는 국가경찰의 조정 하에 자치경찰에서 수행하며 국가경찰은
수사권이 없다.
수사의 경우 자치경찰이 각 관할 사건에 대하여 수사하며, 다수 관할이 있는 경우
국가경찰의 조정 하에 자치경찰에서 수사한다. 국가경찰은 수사권이 없으나, 국제수사
공조업무는 국가경찰이 담당한다.

55) 심익석, 한국과 독일의 자치경찰제도에 관한 연구, 한독사회과학논총 제9호, 1999, 164쪽.
56) 연방경찰조직은 기본법에 따른 일련의 특수분야에 대한 입법권과 기타 특별입법권에 의거하고 있다. 기본법에
따른 입법권으로는 ‘배타적 입법권, 국방 및 민간보호, 거주이전, 여권 및 출입국, 관세 및 국경보호, 연방도로와
항공망, 수사경찰, 헌법질서 유지, 국제테러, 공조수사, BKA설치’ 등이 있으며, 부수적 입법권한으로는
특수분야의 공공안녕･질서가 있다. 심익석, 한국과 독일의 자치경찰제도에 관한 연구, 한독사회과학논총 제9호,
1999, 165쪽.
57) 주일본대사관 동경주재관, ‘자치경찰 사무관련 자료’, 2013.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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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통일 과도기 한국 경찰의 직무 범위
1) 자치 경찰의 직무 범위
현행 독일 및 일본의 사례에서와 같이, 통일 한국의 자치경찰 직무는 크게 자치지역의
민생과 밀접히 관련된 생활안전, 경비, 교통, 수사 업무로 나눌 수 있으며, 자치 지역의
특수한 상황에 따른 세부 업무를 각 자치경찰이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자치 경찰제도는 현재 남북한 모두 도입하지 않은 제도이나58), 남북한 행정구역을
참조하여 국가경찰과 별도의 자치경찰 수립을 위한 개략적인 방향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단 그 방향은 독일 및 일본과는 달리 국가경찰의 업무 지시를 따라야 하는 구조로
구상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통일 직후의 자치 경찰의 역할은 각 지역의 치안을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지역별로 상이한 경찰 제도의 운영은 남북한 주민 모두
에게 적응의 어려움을 가져와 체제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업무 조정 권한을 가진 국가경찰의 역할이 필요하다.
또한 역사적으로 지방자치제도가 안정적으로 발전해온 독일과 일본의 경우와는 달리,
북한의 경우에는 지방자치제도를 경험해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통일한반도의
혼란기에는 특별히 강력한 경찰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하는 세분화된 자치경찰제도는 시기적으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광역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 등을 기준으로 하는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통일직후 특수한 체제불안 상황에 대한 즉각적이고 통일적인 대응, 교통･통신 발달에
따른 반나절 생활권화, 사건의 광역성, 지역별 재정자립도의 차이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현재 북한의 행정구역59)은 1직할시 2특별시 9도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평양직할시,
남포특별시, 라선특별시와 ‘평안남도, 평안북도, 자강도, 량강도, 황해남도, 황해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강원도’를 말하는데, 자치경찰은 각 지역적 특색이 구분되는 9도를
기준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8) 제주도 자치경찰제도는 수사권이 인정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자치경찰이라고 보기 어렵다.
59) 기초 행정 구역으로는 시, 군, 구역이 있는데, 직할시와 특별시의 아래에는 구역, 군을 두고, 도의 아래에는
시, 군을 둔다. 그 밖에 특별한 사업 목적을 위해 일반 시･군에서 분리한 특별 행정 구역인 지구가 있는데,
신의주특별행정구, 금강산관광지구, 개성공업지구가 특별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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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행정구역60)은 1개의 특별시, 6개의 광역시, 8개의 도, 1개의 특별자치시, 1개의
특별자치도로 구분되며, 현재 남한 지방경찰청이 17개의 행정구역에 따라 17개가
존재한다. 통일 후 남한 지역 역시 ‘도’를 기준으로 자치 경찰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한편 독일 통일당시 베를린의 경우와 같이 통일 한국에서는 서울, 세종시, 평양 등이
특별한 지역으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남한의 수도와 평양의 수도로서 그
의미 및 통일 후 인구 및 사회 변화가 가장 큰 지역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 한반도 자치 경찰이 ‘도’를 기준으로 편성이 된다 하더라도, 위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평앙직할시 에서는 다른 지역과 달리 급속한 인구이동, 행정기관 이전
등과 관련하여 다른 특수한 경찰업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 한국 경찰이 도입할 자치경찰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는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므로, 우선은 국가경찰의 직무범위를 설정하고, 그 이외의 업무를
자치경찰의 직무 범위로 보도록 하겠다.

2) 국가 경찰의 역할
통일한국의 국가경찰 역시 위와 독일 및 일본의 국가경찰과 같이 전 국가적으로
통일적으로 집행되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직무가 구성되어야 하나, 통일 직후라는
상황의 특수성이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즉 독일 및 일본의 경우 국가경찰은 국제조직적 사안 등을 제외하고는 직접 수사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각 지역 자치 경찰과 독립적 관계 하에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통일 직후의 혼란한 한국 사회에서는 이보다는 강한 국가경찰의
역할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61). 즉 국가경찰은 전국적인 문제나 국제테러 등에 대응하는
60) 이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 특별자치도를 말하며 이 17개의 행정구역은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분류된다.
61) 독일에서의 경찰(Polizei)이라는 용어는 15세기 후반부터 사용되어 16세기 초에 보편화 되었는데, 전통적인
경찰에게는 위험방지(Gefahrenabwehr)와 복리증진(Wohlfahrtspflege)이라는 종합적 경찰개념이
강조되었다. 이후 절대주의국가 시대에 경찰의 역할은 확대되었고, 이에 경찰권은 절대왕권의 집행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소위 행정국가(Verwaltungsstaat) 또는 경찰국가(Polizeistaat)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 후
1882년 프로이센 고등행정재판소(OVG)에 의한 크로이쯔베르크 판결(Kreuzbergurteil)에서 경찰임무 영역을
“안전과 질서의 보호(Schutz von Sicherheit und Ordnung)”라는 위험방지로 제한함으로써 현대적 의미의
경찰개념이 정립되었다. 심익석, 한국과 독일의 자치경찰제도에 관한 연구, 한독사회과학논총 제9호, 1999,
156쪽.

2017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143 

part
03
통
일
과
도
기
의
경
찰
직
무
범
위
설
정
을
위
한
통
일
대
비
남
북
한
경
찰
행
정
법
령
재
편
방
안

part 03

통일 과도기의 경찰 직무범위 설정을 위한 통일 대비 남북한 경찰행정법령 재편 방안

역할에 중점을 두되, 비상시에 각 경찰 단위 간에 상호응원은 물론 중앙의 명령으로
통일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직접 장치경찰에게 업무지시가 가능하도록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통일 과도기의 경찰의 직무범위는 현재 남한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각호에서 직무범위로 설정한 각 직무를 유지하면서, 통일 과도기라는 극도의 사회
혼란기라는 점을 감안하여, 보안경찰의 역할뿐만 아니라 행정경찰62)의 역할까지
경찰의 직무 범위에 포함시켜, 각 해당 부처에서가 아닌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이 직접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통일직후에는 통일 행정기관이 새로 구성되고, 사회 전분야에 걸쳐 제도적
혼란기가 예상되므로 경찰행정이 강력한 사회안정자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사회
변동의 촉진자 역할까지 수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시적으로라도 경찰이
타 행정부처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취하며 각 부처의 행정경찰 업무 일부를 직접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예컨대 통일 과도기에 발생할 화폐제도의 혼란을 통제하고, 경제분야에서의 감독
역할,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식품의 안전 확보 등 국민의 일상생활의 신속한 안정을
확보하는 역할을 경찰이 즉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를 통일 과도기 경찰의
직무범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 통일 직후에는 자치경찰보다 국가경찰의 힘이 강력할 수밖에 없다. 특히 북한
지역은 새로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정치, 경제 체제를 받아들여야 하므로
기존의 사회규범 및 법체계 전환에 따른 사회통제 붕괴 현상63)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급증하는 사회불안, 남북한 주민간의 갈등 심화 및 불만 표출, 기존 북한 경찰에
대한 분노, 사회적 무질서, 빈곤, 대량 실업 등이 예상되므로 통일 후 북한 지역에 대한
국가 경찰의 특별한 관리가 요구된다. 예컨대 체제 전복 세력에 대한 정보 수집 업무,
112신고센터 체계 정비, 전국적인 집회 시위 관리, 인구 이동이 급증할 상황하의
62) “보안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경찰기관이 독자적으로 경찰활동을 수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제도적 의미의 경찰을 말하는 것으로서 경찰청 소속의 경찰관이 경찰업무를 수행하는 활동이다.
반면 협의의 행정경찰이란 건축경찰, 위생경찰, 산림경찰, 환경경찰과 같이 다른 행정기관의 활동과 결합하여
특별한 사회적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면서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위해를 예방하고 제거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황우, 한상암, 『경찰행정학』, 제6판, 법문사, 2016, 8~9쪽.
63) 최경환, 『통일대비 치안분야의 기초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2006, 6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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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관리, 조직적 범죄 수사, 경찰 무기 관리 등은 국가경찰이 직접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밖에 독일의 연방범죄수사청(BKA)에서 담당하는 ‘국제조직적 불법무기류 거래,
마약 또는 약품거래, 국제조직적 위조지폐 생산･유포･자금세탁, 국제조직적 테러범죄
예방,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컴퓨터 해킹범죄, 인터폴 국제공조, 헌법기관 소속원
경호 등’의 직무도 국가경찰에게 고유한 직무수행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국적인 문제로 확대되지 않는 지역 민생치안 업무 등과 관련하여서는 각
지역의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자치경찰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생활안전, 경비, 교통, 수사 기능 중에서 각 자치경찰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업무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한편 행정경찰의 역할 강화가 현재 북한 인민보안성의 직무를 모두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현재 인민보안성의 기본기능인 수령 옹호보위사업, 조선로동당과
북한정권의 보안사업 총괄, 주민의 사상동향 감시, 주요시설물 건설 및 ‘2부 업무’에
해당하는 특수기능인 ‘정치사업, 주민요해사업, 소방사업, 교화사업, 국토관리사업,
공병업무, 화폐 발행사업, 철도 및 지하철 관리, 외화벌이사업, 북한주민의 거주지 이동
통제’ 등64)은 삭제하거나 관련 부서로 이관되도록 직무 범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결국 통일 직후의 한국 국가경찰은 독일이나 일본과 달리 국가경찰이 자치경찰과
독자적 위치에서 기능하기 보다는, 특별한 상황 하에서는 국가경찰이 자치경찰에
직접적인 업무 명령이 가능할 수 있도록 경찰행정법령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국가경찰의 확대된 직무집행의 범위 설정 및 자치경찰과의 상하관계를 규율한 후, 현행
남한의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같이 경찰비례원칙 등을 준수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다. 통일 과도기의 「통일한국경찰법」 제정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통일 직후의 한국은 극도한 사회 혼란이 예상되므로,
국가경찰의 역할이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보다는 강력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

64) 최경환, 『통일대비 치안분야의 기초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2006, 61쪽 참조.

2017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145 

part
03
통
일
과
도
기
의
경
찰
직
무
범
위
설
정
을
위
한
통
일
대
비
남
북
한
경
찰
행
정
법
령
재
편
방
안

part 03

통일 과도기의 경찰 직무범위 설정을 위한 통일 대비 남북한 경찰행정법령 재편 방안

또한 아직 도입된 적 없는 자치경찰제를 통일한국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아직 다양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우선 국가경찰의 직무범위를 설정한 후 그 이외의 직무에
대한 권한을 자치경찰에게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경찰, 자치경찰 모두 직무집행의 목적과 방법은 현재 남한의 「경찰관 직무
집행법」의 기본 틀을 따르되, 통일 한국의 국가 경찰의 확대될 필요성이 있는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가칭 「통일국가경찰법」은 현재 남한의 경찰행정법령이 조직, 인사, 교육 등 관련
법률이 제각각 산재되어 있는 것을 지양하여, 국가경찰의 직무범위와 조직, 인사,
교육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법률의 모습으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통일 한국의 자치경찰과 관련한 법령은 결국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제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남북한 각 지역적 특성에 맞는 자치경찰의 직무가 포함됨과 동시에,
새로운 법령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자치 경찰의 기본 직무는 유사하게
제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통일 한국의 지방자치 제도가 어떠한 모습으로
실현될지 매우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 현재로서는, 독일이 신영방주의 경찰법을 제정할
때와 같이 각 지자체가 자치경찰법령 제정시 기본 틀로 작용할 수 있는 「통일 자치
경찰법 모범초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통일 후 한국에서도 체제불법 청산65)이라는 과제가 부여될 것이다. 따라서 독일
에서 한시적으로 체제불법에 대한 청산 작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운영한 ‘통일범죄
중앙수사부’의 역할을 할 기관이 신설될 필요성이 있다.
이는 체제불법이라는 한정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인 만큼 남북한 통합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독일의 사례를 참고하여 체제
불법을 청산할 한시적 기구에 대한 조직, 인력, 직무범위, 활동 기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특별법 제정도 필요할 것이다.

65) 북한 정권에 의한 범죄중 대표적인 인권침해로는 공개처형, 탈북자들에 대한 불법처형, 불법 구금 및 체포,
고문, 교화소내 인권유린, 납치, 불공정한 재판절차 등이 있으며, 이러한 범죄에 대한 청산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경환, 『통일대비 치안분야의 기초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2006 6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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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나오며
한반도 통일은 충분한 공감을 통하여 도출된 남북한 기본 합의에 기초하여 이루어
져야 한다. 그럼에도 갑작스럽게 다가올 수 있는 통일의 순간은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혼란과 위협을 가져올 수도 있고, 또 의외로 신속하게 안정을 되찾아 가는
활기찬 도약의 기회일 수도 있다. 이러한 통일 과도기의 안정을 가져올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경찰이다.
따라서 통일 과도기의 한국 경찰이 사회 혼란을 최소화하며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사회의 안전과 치안을 확보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은 통일
전에 미리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통일 전 단계에서 통일 이후 통일 한국 경찰의 직무범위의 설정
필요성을 피력하고자 하였다. 우선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이루었으며, 매우 긍정적으로
경찰 통합과정을 거친 독일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남북한 경찰의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 나가야
하는지를 검토하였다.
그 결론은 통일 과도기에 적용 가능한 통일경찰행정법을 미리 제정하여 통일 한국의
역사, 정치, 경제, 상황적 특수성 등을 반영한 특수한 국가경찰의 직무 범위를 구체적
으로 상정한 후, 남북한 각 지역 상황에 맞는 자치경찰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통일 경찰은 남북한 주민의 이질성 극복 과정 관리, 통일이라는 사회 격변기의 혼란
통제, 자치 경찰제하 민주적 통일 경찰의 도입, 통일 사회의 통합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체제 극복작업 등 무엇 하나 쉽지 않은 과제를 수행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언제가
다가올 통일의 순간을 두려움이 아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미리 충분한 시간을
갖고 통일 과도기에 직접 적용 가능한 경찰행정법령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이러한 통일 과도기 경찰의 직무집행 설정에 대한 부족한 고민이 단순한
제안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남북한 정부 및 경찰 실무진이 협력하여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하는 단초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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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프롤로그
흔히 공산주의적 토지제도라는 단어 사용보다는 사회주의적 토지제도라는 어휘를
사용한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공산주의적 토지제도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서유럽식
사회주의와 구별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사회주의는 일의적이 아닌 다양한 의미를 갖고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오해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탓이다.
한편 북한 헌법은 지난 2009년 개정에서 경제조항 제29조와 문화조항의 제40조에서
‘공산주의’라는 표현을 삭제하였는데, 이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병기하던 표현에서
공산주의를 삭제한 것이다.1) 북한 헌법은 1948년 9월 8일 제정･공포된 이래 2012년
4월 13일의 개정까지 11차 개정이 있었는데, 그 중 1972 사회주의헌법을 제정으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1972년 이후에는 5차의 개정이 있었다.2)
사회주의의 기원에 대해서는 로버트 오웬3)을 꼽기도 한다. 그러나 공상적 사회주의
자의 창설자 중 1인이라 불리우는 로버트 오웬은 공산주의의 기원과는 무관하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마르크스 등은 그 이전의 사회주의자를 ‘공상적’이라고 비판하였다.
오웬이 협동조합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데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오웬은 오히려
오늘날 서유럽식 사회민주주의의 기원에 가깝지 않은가 생각된다.
사회주의가 상당히 다의적으로 사용되는 상황을 요약하고자, 다섯 유형으로 분류하는
방식을 아래에 소개한다.4)
①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계획경제제도를 수단으로, 자유･평등･사회정의를
실현할 것을 주장하는 사상과 운동을 지칭하는 경우(고전적 사회주의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
②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계획경제라고 하는 제도 자체만을 가리키는 경우
1) 김형성/조재현, “북한헌법 변화의 특징과 전망”, 『성균관법학』(제24권 제2호), 2012.6,, 30쪽.
2) 위 김형성/조재현, 1-2쪽. 다만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 헌법이란 강령적 의미를 갖는다기보다는, ‘정복된
영역(Conquered Territory)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는. 즉 한 국가 내에서 이미 이루어져 있는 정치, 경제, 사회적
질서를 공식적으로 기술해 놓은 것이라고 한다(같은 글 2쪽).
3) Robert Owen(1771-1858) 웨일스 출신의 사회사업가. 공상적 사회주의(Utopian Socialism)의 창설자 중
하나이다. 면방직(cotton industry) 사업가로서 노동자 임금 등 조건 향상에 주력한 자이며, 협동조합의 아버지라
불린다(영문 위키에 따름. https://en.wikipedia.org/wiki/Robert_Owen).
4) 아래 다섯가지 분류는 나무위키가 두산백과를 인용하여 정리한 것
(https://namu.wiki/w/%EC%82%AC%ED%9A%8C%EC%A3%BC%EC%9D%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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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회주의의 목적만을 가리키는 경우(자본주의보다 더 이상형 사회를 의미하는
경우)
④ 공산주의의 첫째 단계 또는 낮은 단계를 뜻하는 경우(공산주의자 특유의 반논리적
어법)
⑤ 민주사회주의적 용법(민주주의적 방법에 의하여 민주주의를 완성함으로써 사회를
개조하려는 사상 또는 민주주의의 최고 형태를 뜻하는 경우
우선 일반적으로 사회주의의 기원으로는 프랑스의 사회사상가 P.르루5) 라고 하는
것 같으며, 웹 검색을 하면 르루라는 사람이 스스로 조지 오웬에 앞서 사회주의라는
part
04

용어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는 내용들이 나온다.

Ⅱ. 북한 토지제도 형성과 개관
1. 북한 토지제도 형성
북한은 북한지역에 정권이 수립되기도 전에 공산주의적 토지소유제도를 도입하여
이를 실행하였지만, 1946년 토지개혁 시에는 토지에 대한 사소유권을 완전히 부인
하지는 않고, 일정 면적(5정보) 이상 소유토지만을 무상몰수 및 무상분배하였다.6) 즉
1946년 3월 5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토지개혁에 관한 법령」을 발표하여 즉시
토지개혁을 실시하고, 1946년 3월 8일 「토지개혁법령에 대한 세칙」을 발표하여
1946년 3월말까지 토지개혁을 완료함으로써 약 20여일 만에 무상몰수로써 토지개혁을
완료하였다.7)
그 명분은 주로 일본국･일본인･민족반역자토지를 그리고 5정보 이상의 조선인
사유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하겠다는 것이었다.8) 일단 이 토지개혁은 1948년 9월 8일의
5) Pierre Leroux(1797-1871) 프랑스의 사상가, 정치경제학자
6) 김상용, “북한의 사회주의토지제도의 형성 및 변천과 통일 후의 처리방향”(집중조명Ⅱ), 『부동산포커스』(통권
53호), 2010.10, , 66쪽.
7) 김상용, 66쪽.
8) 윤기택, “북한의 토지제도와 통일 후의 처리 방안 –토지이용권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제47호), 한국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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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에 의하여 사후추인하였는데, 모든 토지가 다 몰수된 것은
아니었던 것이므로 부분적으로 사소유권이 인정되고 있었다.9)
무상몰수된 토지는 다시 1954년부터 시작되고 1958년에 완성된 농업의 집단화
사업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북한에서는 사소유권이 없어지고 공산주의적 토지소유
제도가 완성되었다.10) 6･25 휴전이후부터 1958년까지 농업집단화가 점진적으로 이루
어졌다.11) 1958년에는 모든 ‘리’의 생산팀을 단일 농장으로 통합하여 약 3,800개의
협동농장을 형성하였으며, 농장들은 약 500헥타르의 규모로 300가구 약 1,300여명이
거주하는 곳이었다.12)
이 농업의 집단화로 말미암아 사소유권을 완전히 배제하였으며, 처음에 이 집단
농장의 명칭은 농업협동조합이라 하였다가 1962년 이후는 협동농장이라 불렀다.13)

2. 해방후 토지개혁의 양상
(1) 토지 또는 농지개혁 필요성
농업생산량은 농경이 근본적으로 일정의 대규모 텃밭농사에 해당하는 조건에서
급증하게 되는 바, 5인, 6인 혹은 7인 가족들이 1헥타르 미만의 토지를 일구게 될
때, 일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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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이런
주장에 따라 수백만명의 노동력을 강제로 집중시키는 등 가족 농지를 대규모 집단
농장으로 바꾸었다. 현실적으로 효율의 문제는 어떤 결과를 기대하는지에 좌우된다.
자본주의식 대단위 농장은 투자 자본에 대비하여 가장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2012.8, 125쪽.
9) 윤기택 125쪽.
10) 김상용, 66쪽.
11) 에드워드 리드, “남북한의 농업 발전 비교”, 〔(J. James Kim/한민정 편저), 『북한 경제의 발전 과정과 향후
방안』(Asan Report)〕, 아산정책연구원, 2014.12,, 19쪽.
12) Joseph Sang-hoon Chung, The North Korean Economy: Structure and Development, Hoover
Institution Press, pp.4-16., 1974.(에드워드 리드 19쪽 각주7 재인용).
13) 윤기택, 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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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는 개발도상국에 적합한 농업적 ‘효율’ 이 아니다. 노동력이 넘치는 개발 초기
단계의 빈국에게는 추가 노동력에 따른 수익이 제로가 될 때까지 작물 생산을 극대화
하는 편이 낫다. 다시 말해서 人時당 수익이 형편없이 낮다고 해도 노동자를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용도이기 때문에 보유 노동력을 활용하는 편이 낫다. 텃밭농 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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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구 일본제국 시대에 한국은 과도한 농지 집중으로 인하여 전국민중 다수를 점하는
소작농들이 심각한 생존의 위협에 내몰렸다. 따라서 북한이 농지집단화를 하기 전에
선행하여 토지개혁을 실시한 것이나, 남한이 오히려 미군정 주도하에 농지개혁을 의욕
하였던 것은 그 당시 시대의 긴절한 시대적 요청이었음을 증명한다고 볼 것이다.
미국은 다양한 정도로 동북아시아 국가들에게 토지개혁에 대한 압력을 가했으며,
상당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통해 시행을 이끌도록 했다.15) 미국은 고조되는 냉전
하에서, 구 소련 등 공산권국가들의 위협에 맞서기 위하여, 그의 동맹국들이 경제적
여력을 높이기 위하여 애썼던 것이다. 국내 또는 일본의 견해들은 마치 각각 자국 내에서
자국민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여 농지개혁이 이루어진 것처럼 인식하고 있다. 이는
필자가 보기에 사실과 다르다. 단적으로 수천년간 농지개혁 얘기는 많았지만 두 나라
다 성취해본 적이 없다. 하필 미국의 군정기간에 그런 시도가 대만을 포함한 세 나라에서
동시에 이루어진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당시 미국의 입장은 토지 또는 농지 정책은 빈국의 정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라는
것이어서, 토지/농지 정책은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국민을 얼마나 알고 아끼는지
말해주는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다.16)

14) 이 문단 전체는, 조 스터드웰 저/김태훈 역, 「아시아의 힘」, 프롬북스, 2016,1, 39∼40쪽(성승제/김형준,
『인공지능(AI)과 기본소득(BI) 논의의 법적검토』(정보화 법제연구 2016-01호), 2016.7.31.,에서 재인용).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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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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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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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의 1950년대 농업집단화
중국에서 집단화에 따른 토지개혁의 왜곡은 1950년대 말까지는 일어나지 않았다.
2차대전후 10년동안 중국은 해당지역의 다른 나라들에게 공산당의 주도아래 소규모
가족농을 육성하는 토지개혁의 본보기였다. 전후 소련군이 장악한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이끄는 또 다른 공산당이 1946년에 광범위한 토지개혁 강령을 수립했다. 북한은 중국
보다 훨씬 덜 폭력적으로 강령의 목적을 달성했다. 적어도 북한이 1954년에 집단화를
시작하기 전까지 두 나라의 공산당은 농민들로부터 상당한 인기를 얻었다.17)
조 스터드웰이 이러한 표현은 토지개혁에 대한 대다수 주민들이 북한 전역을 집단
농장화 하기 전까지는 제법 성과가 있을 수 있었음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남한이
6･25 발발직전인 1950년 상반기에 농지개혁을 완료한 덕에 북한의 남침을 어느정도
효율적으로 저지하는 한 요소가 되었을 것이라고들 생각한다.
이문청/서정민의 “북한과 중국의 사회주의 대중동원운동 비교연구-천리마운동과
대약진운동”을 보면, “이 시기 농업부문에서 가장 뚜렷한 변화는 협동농장(협동조합을
협동농장으로 개명한 것임)의 ‘리’ 단위 통합이다. 북한은 먼저 1953년에 행 정단위인
‘면’을 없애고 ‘리’로 합병하고 1958년 10월부터 ‘리’단위 안의 모든 협동조합을 하나로
통합하는 사업에 나섰다. 전체 통합과정은 11월 20일 전에 완성되었고 김일성 중국
방문 기간에 「농업협동조합 기준규약」을 발표하였다. ‘리’단위 로 협동조합을 통합한
결과 북한 기존의 1만여 협동조합은 3,843개로 수자는 줄어들었고, 반면 규모는 리단위
협동농장의 기본규모가 300호 농가로 커졌다. 협동농장을 리단위로 통합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인민공사화(중국 대약진운동시 용어: 필자 주)와 유사한 협동농장의 대규모
합병현상이 나타났…”) 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곧 이어 “중국과 달리 협동농장의
대규모합병은, 지도부의 지지를 얻지 못하였고 군을 단위로 하는 협동농장 관리는
1961년이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고 작업반 제도의 농업부문의 도입은
1960년의 일이었다”18)고 기술하고 있다.
17) 이 문단 전체는, 조 스터드웰, 63쪽.(이 부분은 성승제/김형준, 9-10쪽 재인용).
18) 이문청/서정민, “북한과 중국의 사회주의 대중동원운동 비교연구-천리마운동과 대약진운동”, 「한국 정치학
회보」(47권 4호), 2013.9, 168쪽에 “계획경제의 완성이나, 대중동원의 정도나 사상영역의 통제 로 보나 천리마
운동은 모두 성공” 이라고 표현한다. 천리마운동은 1956.12.11.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의 구호를 계기로
시작되어 1958년 본격화되어 1960년대 지속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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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 대약진운동: 성급한 집단농장화의 비극
대약진운동(大跃进运动, Great Leap Forward)은 1958년말부터 1962년초까지
공산혁명후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마오쩌둥(毛澤東) 주도로 시행된 농공업의 大증산
정책이다.19) 요컨대 성급하게 기계화를 추진하면서 농업생산력이 급격하게 하락하게
된 것이다.20) 중국은 1958년 8월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중국에서 인민
공사를 건립할 문제에 관한 결의」를 채택했다.21) 이미 그 해 말에는 74만개의 농업생산
합작사를 합병하여 26,000개의 인민공사를 설립하고 농업생산을 집단생산체제로
급격히 이전했다.22) 1961년에는 생산대대를 기본 단위로 하는 공사, 생산대대,
생산대의 3급 소유제가 확립되었다.23) 1962년에는 생산대를 기본 단위로 변경하여,
「생산대를 기초로 한 3급 소유」의 인민공사체제가 최종 확립되었다.24)
성급한 기계화는 소출을 낮추고 농촌인구가 할 일을 없앤다. 2차대전 후 북한과 중국,
베트남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에서 진행된 기계화와 공산주의식 집 산화는 이미
소련에서 일어난 일처럼 기아와 굶주림으로 이어졌다.25)
아시아를 비롯한 기타 제3세계권은 20세기 중반 약품이 어느 정도 보급되면서
영아사망률이 극적으로 개선되면서 급속한 인구폭발을 보이지 않을 수 없었다. 오늘날
그 부작용으로 아프리카를 비롯한 제3세계는 주기적 식량부족과 기근을 겪고 있다.
이처럼 사람이 많아질 경우에는 어차피 할 일이 없는 노동력들로 하여금 모두에게
농지를 분배함으로써 최대한 농업산출량을 늘릴 수 있는 것이다. 조 스터드웰의 탁월한
19) 위키백과 검색에 따름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C%95%BD%EC%A7%84_%EC%9A%B4%EB%8F%99)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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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출 하고
도시 인구가 급증하여 필수품 공급부족 현상과 노동력을 잃은 농촌의 농업생산력이 급격히 저하하여 농엽경제의
파탄을 불러왔다. 고 설명된다(네이버 검색에 의한 시사상식사전 내용이며, 성승제/김형준 글 각주 22를 전재함).
20) 성승제/김형준, 8쪽.
21) 권철남, “중국의 농엽개혁 경험이 북한의 식량문제 해결에 주는 시사점”, 〔(J. James Kim/한민정 편저), 『북한
경제의 발전 과정과 향후 방안』(Asan Report)〕, 아산정책연구원, 2014.12., 31쪽.
22) 권철남, 31쪽.
23) 권철남, 31쪽.
24) 권철남, 31-32쪽.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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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Asia Works, Profile Books(GB), 2014.1, p.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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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는 농지분배야말로 소비여력을 키움으로써 한･일･대만에서 제조업이 성장할
터전을 키웠다는 것을 기억을 환기시켜주었다. 즉 당시 경제성장의 첫 번째 선결요건은
농지와 토지의 고른 분배였다.
1970년대 말부터 중국은 거의 대학살에 가까웠던 농업집단화 불장난에서 벗어나
농촌 가구들이 소규모 농지를 경작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중국은 1958∼1960년에
추진된 대약진운동으로 알려진 자급자족 개발정책과 집산화의 결과로 대부분 농민인
3,000만명이 굶어 죽게 하였다.
그 후 중국은 1980년대 초에 그저 가난한 사람들이 텃밭농사를 짓도록 허용하는
것만으로도 농업 생산량을 3분의1 이상 늘리는데 성공했다.26)
1978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1차 3중전회는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27) 경제체제 개혁은 심천(深圳), 주해(珠海), 하문(厦门) 등 경제특구 개발도
같이 시작되었지만, 농업부문 개혁도 가장 먼저 시작되었으니, 집단생산체제를 포기
하고 농산물가격을 인상하고, 농산물 판매를 자유화하는 등 농산물 유통체제 개선
이었다고 한다.28) 요컨대 이 때에 이르러서야 집단생산을 포기하고 각 가구별로 생산을
시작하였다. 토지는 집단농장이 소유권을 계속 갖되, 소유권과 이용권을 분리하여 각
농가가 사용권을 갖도록 하였다.29) 농가는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생산하고, 생산임무가
부여된 것을 초과한 양은 해당 농가의 소유로 인정해주었다.30) 요컨대 농민들은
할당량을 초과하여 생산한 농산물을 시장에서 자유로이 판매할 수 있게 되어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높였는데, 점차 완전한 시장기능에 의한 가격결정시스템으로 이행하여
1993년경에 완성되었다.31)

(4) 상대적인 북한의 성공: 1950년대 천리마운동
참혹한 대약진운동에 비하면, 대조적으로 1950년대 북한의 천리마운동은 중국의
대약진운동처럼 대중동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에도, 천리마운동은 대약진운동과 달리
26)
27)
28)
29)
30)
31)

조 스터드웰(2016), 335쪽.(위 성승제/김형준, 11쪽 재인용).
권철남 32쪽.
권철남 32쪽.
권철남 33쪽.
권철남 33쪽.
권철남 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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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1960년 초까지의 시기에는) 전후 복구 등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32)
Joe Studwell의 견해를 참고한다면, 북한의 천리마운동이 참담했던 중국의 대약진
운동과 달리 평가받는 결과를 낳은 이유는, 농업분야 집단화가 상대적으로 덜 과격한
때문이다.33)
당초 토지개혁을 북한이 추진할 때, 5정보 이상의 사유토지에 대해서만 무상몰수하고
무상분배할 대상으로 삼았는데, 그 이유는 1940년대 후반 북한이 정치적으로는 지주
계급의 지배력을 타파하고 농민의 지지를 획득하여 정권수립을 위한 지지기반을 확보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을 것이며, 한편으로는 일부라도 토지의 사소유권을 인정하여
지주계급의 회유를 위한 목적도 있었을 것으로 평가된다.34)

(5) 공산주의적 토지소유제도 강행과 확립
북한은 토지개혁후 사회주의국가들이 일반적으로 취한 방법으로 농업을 집단화하여
토지에 대한 사회주의적 토지소유제도를 확립하고자 하였으니, 토지개혁에서 제외된
토지에 대하여서는 그 소유자로 하여금 소유권을 포기하게 하거나 협동농장에 기부하게
하거나, 강제로 몰수하는 방법으로 토지에 대한 사소유권을 점차 소멸시킨 것이었다.35)
법제도는, 북한 토지국가소유화할 때에, 이미 벌어진 사소유권 소멸 현상을 추인
하거나 또는 사후 정당화 방안으로 사용된 것이고, 이러한 토지의 국가소유권 확립에
대한 정당성의 원천으로 사용되지도 못 하였다. 초기 북한은 정권의 지지기반 확충
이나 또는 필자가 알지 못하는 이유로 (적어도)중국보다는 집단화 속도가 가파르지
아니하였다. 때문에 식민지 시절 신음하던 다수 소작농들에게 최소 경작용 토지를 주는
등의 방법으로 토지소유의 왜곡을 해소하였던 극적인 경제성자의 효과를 어느 정도는
누릴 수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시간이 갈수록 북한은 좀 더 그 지도층들이 체제 장악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된
때문인지, 갈수록 법제도를 생산수단의 국가소유화에 대한 원론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엄격하게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32)
33)
34)
35)

이문청/서정민, 168쪽.
성승제/김형준, 10쪽.
김상용 66쪽.
김상용 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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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북한의 생산은 갈수록 줄어들고 경제는 위축되었으며, 식량생산 부족은 위험할
정도로 커졌다.
이하 도그마틱한 법제화 과정 즉 법제도상 공산주의 원칙으로서의 토지국가소유화
현상은 다음과 같다.
북한은 토지에 대한 사회주의적 토지소유제도를 확립하는 과정에 먼저 실행하고
나중에 법제도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설계해 왔는데, 가령 토지개혁에서 1963년 (공개
되지 아니하여 내용이 알려지지 아니한)토지법을 제정하여 이를 추인하고 1972년
그들의 사회주의헌법에서 헌법제도로 추인한 바 있고, 다시 1977년 토지법을 제정
하면서 토지를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로 규정(제1조)하고, 모든 토지의 국가 및 협동
단체소유로 정(제9조 제1항), 토지매매금지(같은 조 제2항) 하면서 후술하는 다른
법령상 추후 여지가 보이는 것과 달리, 당시 북한 민법은 토지에 대한 국가소유권과
사회협동단체 소유권만 규정할 뿐 토지의 용익 및 담보로서의 활용에 대하여는 전혀
규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등 사소유권 부인의 방증이 확실하다.36)

(6) 여언: 남한 경제기적의 선결조건-농지개혁농업 생산량의 증가는 잉여 가치의 증가로 이어지며 이는 산업 투자에 쓰일 저축의
증가를 시사하는 바, 곧 대규모 농업산출량 증가는 농촌의 소비가 대규모로 늘어난다는
뜻이기도 하다.37) 요컨대 빈국들이 부유해지려면 처음에 평등하게 농지를 분배하는
것이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서, 일본, 한국, 대만은 이에 성공한 것이다.38) 농지개혁은
경제권 전반에 걸쳐 기초적인 국내 제조 소비재에 대한 구매력이 퍼져나가면서 일종의
‘소비 충격’을 일으키게 되고, 늘어난 농업생산력은 또한 산업화에 필요한 기술을
수입하는 비용을 지급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며, 나아가 토지개혁의 두 번째 효과는
별개이기는 하지만 생산량 및 소비에 미치는 충격 효과와 결합하여 더 많은 경제적
미덕을 낳게 되는데, 그 효과는 바로 가장 기본적인 非인간 자산인 토지를 평등하게
36) 김상용, 67쪽.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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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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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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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한 결과로 이루어지는 높은 수준의 사회이동인 것이어서, 사람들은 평등한 조건
에서 경쟁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39)

3. 북한 토지제도 개관
북한은 북한 정권이 수립되기 이전인 1946년에 토지개혁을 실행하고, 1954년부터
농업의 집단화 작업을 1958년에 완성함으로써 남한에서의 자본주의적인 토지소유
제도와는 다른 공산주의적 토지소유제도로 이행하였다.40)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구상에 대해서는 여러 상이한 해석들이 있으며, 그것은
마르크스가 소위 자본주의 이후의 시기의 구체적 모습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적이
없기도 하고, 마르크스 이론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들 때문이기도 하다.41) 아무튼
구구한 해석들에도 불구하고, 북한 토지제도에 대하여 신정완의 요약을 통해 이해해
본다면, 마르크스의 분류로는 공산주의 초기 단계가 사회주의이고, 사회주의 성숙
단계가 공산주의라는 것 같다.42) 신정완 요약상, 전자는 생산수단이 사회적으로
소유되고, 생산-분배-유통-소비로 구성되는 생산활동 전체가 계획에 따라 이루어
지는데 그 계획은 전체 인민의 참여에 입각하여 수립되고 집행된다고 한다.43) 후자는
생산수단이 사회적으로 소유되고, 포괄적 계획경제가 이루어지며, 생산력의 충분한
발전에 따라 모든 인민은 각자의 능력에 따라 노동하고, 각자의 필요에 따라 분배받으며,
개인을 협소한 업무에 평생 종사시키는 자본주의적 분업, 정신노동과 육체노동간의
분리와 대립이 소멸하고, 폭력의 독점에 입각하여 인민 위에 군림하는 소외된
권력기관으로서 국가가 소멸하고 인민의 다양한 자치기관이 대신한다는 것이다.44)

39)
40)
41)
42)

조 스터드웰, 122쪽.
김상용, 64쪽.
주정립, “맑스의 사회주의”, 『현대사상』(제5호), 대구대학교 현대사상연구소, 2009.10, 39쪽.
신정완, “사회주의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김수행/신정완 편)『현대 맑스 경제학의 쟁점들』,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2. 1쪽(이 페이지 수자는 웹검색(2017.9 검색)에 따라 찾은 hwp파일의 페이지 수자로서, 실제
책자의 페이지수가 아님. 이하 같다.)
43) 신정완 1쪽.
44) 신정완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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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공산주의적 토지소유제도는 1972년에 이르러서야 북한의 사회주의헌법으로
모든 토지의 국가소유를 선언하고, 처음 1963년 제정되었던 토지법을 바꾸어, 1977년
4월 토지법에서 비로소 이를 수용하는 등 사후추인을 하여 그들의 기본적인 공산주의
토지소유제도가 오늘에 이를 수 있게 한 바 있다.45) 1990년 9월 5일 제정된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민법도 소유권과 관련하여 그와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다.46) 공산
주의는 생산수단에 대한 자본주의적 사소유권을 착취적인 제도로 이해하며, 자본
주의적･착취적인 사소유권으로 인하여 생산수단을 가진 자로부터 갖지 못한 자가
속박되는 것을 해방시키는 길은 생산수단인 토지에 대한 착취적인 사소유권을 일시적
이고도 혁명적인 방법으로 이를 폐지함으로써 인간적인 공산주의적 소유제도를 확립
하는 것이라고 이해한다.47) 북한이 1992년 헌법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
리아 국제주의 원칙을 삭제하고, ‘주체사상’과 ‘우리식사회주의’를 내세워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국가최고 지도사상에서 끌어내린 모양을 취하고 있지만, 여전히 마르크스레닌주의는 여전히 살아 있는 이념이다.48)
부언하면 사회주의 국가에서 인간적인 공산주의적 토지소유제도는 토지에 대한
사소유권을 전면 부인하고 이를 집단적 소유권으로 이전하는 것으로서, 공산주의적
토지소유제도는 생산수단에 대하여 국가소유권과 사회협동단체 소유권으로 하고,
비생산수단에 대해서는 개인소유권을 인정하는 바, 토지는 주요한 생산수단이 되므로
私소유권을 전부 폐지하고 국가소유권이거나 아니면 사회협동단체소유권으로 이전
하며, 협동단체소유권도 궁극적으로는 국가소유권으로 이전하는 것이 공산주의적 토지
소유제도의 최고 이상으로 삼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49)

김상용, 64쪽.
법무부, 『북한법의 체계적 고찰⑴ -민사관계법』, 법무자료, 1992, 100쪽부터.
김상용, 64쪽.
김형성/조재현, 20-21쪽. 이 글의 설명 또는 예시에 따르면, 김일성 사망전인 1994년 4월 16일 각국수반
및 정치인들과 담화에서, “조선로동당은 맑스-레닌주의를 기계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으로 발전시키고
적용하였으며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우리식대로 혁명과 건설을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21쪽 각주 45, 김일성,
”우리나라 사회주의는 주체의 사회주의이다“ 『김일성저작집』(44권), 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96,
342면).으로 인용함.
49) 김상용, 64쪽.

45)
46)
47)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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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북한 법제도상 토지소유의 형태
1. 북한헌법상 토지제도
북한은 공산주의적 시스템을 채택한 국가로서, 토지에 대한 공산주의적 소유제도의
원칙을 굳건히 견지하고 있으며, 사회협동단체의 소유도 궁극적으로 국가소유로 이전
하도록 소위 헌법과 토지법에 규정을 두고 있다.50) 마르크스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의 제도적 형태가 무엇인지 상세히 언급한 바가 없다면서도 아마도, 국유에 가까운
형태일 것으로 추측된다.51)
북한 헌법의 정식 명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이며, 최근 개정은
2012년 4월 13일에 있었으며, 전문 제7장 172조로 구성된다.52)
헌법상 토지 이외의 소유에 대해서도, 물론 국가소유를 원칙으로 함은 익히 들어온
바와 같다.
아래와 같이 국가소유와 협동조합소유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다.
법제처의 북한법제정보센터(http://world.moleg.go.kr/KP/law/23273?astSeq=
582)에 게시된 역대 북한 헌법 중 이 헌법상 토지제도에 대한 조항은, 1992년 이후는
동일하게 존재한 것 같고, 그 전인 1972년 헌법에는 아래 조항들이 없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2012, 1998 문구 동일)
제2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
제21조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운수, 체신기관과 중요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는 나라의 경제발전에 주도적역할을 하는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장성시킨다.
제22조 사회･협동단체소유는 해당 단체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소유이다.
토지, 농기계, 배, 중소공장, 기업소같은 것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할 수 있다.
국가는 사회협동단체소유를 보호한다.
출처: 법제처, http://world.moleg.go.kr/KP/law/23273?astSeq=582
50) 김상용, 64쪽.
51) 신정완, 1쪽.
52) 법제처, http://world.moleg.go.kr/KP/law/23273?astSeq=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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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국가소유와 협동조합소유를 병행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그와 동시에
궁극적으로 국가소유로 전환시키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위 사회협동단체의 구체 사례로는 광명성총회, 대상무역총상사, 광명성총회사 등
영리를 목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회사와 상사들이 있다고 한다.53)
헌법 (2012, 1998 문구 동일)
제23조 국가는 농민들의 사상의식과 기술문화수준을 높이고 협동적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
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며 협동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여
사회주의적협동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전체 성원들의 자원적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킨다.
출처: 법제처, http://world.moleg.go.kr/KP/law/23273?astSeq=582

2. 북한토지법상 토지소유권 제도
북한의 토지법 제2장은 토지소유권 제도를 정하고 있다.
이 토지법은 私的 시장에서 토지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과 그리고 어떤
특정 개인이 보유할 수 없다는 것을 법정하고 있다. 토지법 제9조는 토지는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가 될 뿐, 사적거래 대상이 되거나 특정인 소유로 할 수 없음을 명기하고
있다.
토지법 (1999.6.16. 개정)
제2장 토지소유권
제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토지는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이다.
나라의 모든 토지는 인민의 공동소유로서 그것을 누구도 팔고사거나 개인의 것으로 만들 수 없다.
출처: 법제처, http://world.moleg.go.kr/KP/law/23273?astSeq=582

법문에 비추어 본다면, 협동단체소유와 국가소유 두가지를 인정하는데 둘 중 어느
하나에 포함되는지 불명확한 경우 국가소유로 보는 것이 토지법 제10조와 제11조의
내용인 것 같다.

53) 윤기택, 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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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 (1999.6.16. 개정)
제10조 국가소유토지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토지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다.
제11조 협동단체소유토지는 협동경리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이다.
국가는 협동단체소유토지를 법적으로 보호한다.
출처: 법제처, http://world.moleg.go.kr/KP/law/23273?astSeq=582

국가소유 외에 협동단체소유토지가 있을 수 있다고 선언하면서도, 점차 협동단체소유
토지도 국가소유토지로 전환할 것임을 토지법 제12조에 선언하고 있다. 토지법
제13조를 보면 전체 토지를 국가만이 지배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권리의 권능으로 보통 사용, 수익, 처분권을 꼽을 수 있다. 사용과 수익은
협동조합이 할 수 있지만, 처분은 국가만이 할 수 있다는 의미인 것처럼 보인다.
토지법 (1999.6.16. 개정)
제12조 국가는 사회주의적 협동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농업경리제도의 발전과 협동단체에 들어있
는 전체 성원들의 자원적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의 토지를 점차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킬 수 있다.
출처: 법제처, http://world.moleg.go.kr/KP/law/23273?astSeq=582

Ⅳ. 북한 공산주의적 토지소유제도의 변화
사회주의계획경제 국가들의 자본주의시장경제 국가로의 전환 혹은 사회주의시장
경제국가로의 전환의 모습에서 보이는 또는, 어려운 북한경제의 숨통을 트고자 북한
에서도 엄격한 공산주의적 토지소유제도가 약간 변화의 모습54)을 보이는 등 법 조항
들의 변동되는 모습이 일부 보인다.
공산주의적 토지소유제도 변화는 토지에 대한 사적소유권을 부인하는 공산주의적
토지소유제도의 이념과 원칙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토지에용에 대한 특별한 지위 내지
권리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토지에 대한 공산주의적 소유제도를 약간 변동55)시키는
것처럼 보인다.
54) 김상용, 64쪽.
55) 김상용, 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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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투자법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은 1992.10.5. 처음 제정되고, 각각 1999, 2004, 2007,
2008년 2회, 2011년 개정되었다. 이 외국인투자법이 아마도 북한법상 규정되기로는
처음으로 토지에 대하여 국가소유 또는 협동단체소유 외의 권리설정이 가능하도록
규정된 것 같다.
이 외국인투자법 제15조는 세 가지 권리 변동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래
표 내용과 같이, 첫째 토지를 임대해줄 수 있다, 둘째 최장 50년까지 임대가 가능하다.
셋째 그 기간 내에 허가를 받아 임대된 토지를 전대하거나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외국인투자법 (2011.11.29. 개정)
제15조(토지의 임대기간)
국가는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 외국투자은행을 창설하는데 필요한 토지를 임대하여준다.
토지임대기간은 최고 50년까지로 한다.
임대받은 토지는 토지임대기관의 승인밑에 임대기간안에 양도하거나 저당잡힐 수 있다.
출처: 법제처, http://world.moleg.go.kr/KP/law/23273?astSeq=582

2. 토지임대법
북한의 토지임대법은 위 외국인투자법상 임대 조항이 실현될 수 있도록 기술적
절차를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처음 1993년 제정되고 1999, 2008, 2011년
개정되었다.
토지임대법 (2011.11.29. 개정)
제1조 (토지임대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임대법은 외국인투자가와 외국투자기업에 필요한 토지를 임대하고 임차
한 토지를 리용하는 질서를 세우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토지임차자)
다른 나라의 법인과 개인은 그 토지를 임대받아 리용할 수 있다.
제5조 (토지리용권의 출자)
우리나라의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합영, 합작기업에 토지리용권을 출자할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도(직할시)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출처: 법제처, http://world.moleg.go.kr/KP/law/23273?astSeq=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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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에서 보다시피 북한 토지임대법은 북한민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북한의 토지를 외국인투자가와 외국투자기업에 임대하는 경우를 규정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자본이 부족한 북한으로 하여금 토지를 매개로 출자의 형식으로, 경영에
참여하거나 하는 등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수단적 역할을 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토지임대법 (2011.11.29. 개정)
제6조 (토지임대기간)
토지임대기가은 50년안에서 계약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12조 (입찰)
제13조 (경매)

part
04

제15조 (토지리용권의 양도, 저당과 그 기간)
제16조 (토지리용권의 양도조건)
제17조 (토지리용권의 양도범위)
토지리용권을 양도할 경우에는 토지리용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기타 부착물도
함께 넘어간다.
제18조 (토지리용권의 판매)
출처: 법제처, http://world.moleg.go.kr/KP/law/23273?astSeq=582

특이한 조항들을 보면 위와 같다. 입찰, 법상으로는 경매가 가능하고 저당 설정도
가능하다. 법상으로는 이용권의 판매도 가능하다. 토지이용권 양도시, 건축물과 토지를
별도 취급하지 않고 한 개의 물권(物權)으로 보고 있다.

3. 소규모 터밭 인정
토지법 (1999.6.16. 개정)
제12조 국가는 사회주의적 협동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농업경리제도의 발전과 협동단체에 들어있
는 전체 성원들의 자원적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의 토지를 점차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킬 수 있다.
제1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토지는 오직 국가만이 지배할 수 있으며 그것을 인민의 리익과
행복을 위하여 협동농장을 비롯한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들이 여러 방면으로 리용할 수 있다.
협동농장원들의 터밭리용은 협동농장규약에 의하여 20∼30평으로 한다.
출처: 법제처, http://world.moleg.go.kr/KP/law/23273?astSeq=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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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에서 보다시피 토지법 제13조 단서는 협동농장원들이 20∼30평 정도의 터밭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정하고 있다.
북한이 협동농장 구성원에게 텃밭의 생산물에 대한 개인소유권을 인정하고 20∼
30평을 분배해준 것은, 물론 토지소유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오직 경작이용권을
협동농장구성원에게 주었을 뿐이기는 하지만 근래 이러한 배분된 텃밭의 면적이 300∼
400평까지 확대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물론 이는 개인의 노력을 이끌어내어
농업생산을 증대하려는 시도일 것이다.56)
북한에는 특이한 형태의 토지이용의 형태가 몇가지 더 있다.
첫째 부대기밭이라는 특이한 것이 있는데, 이는 1980년대에 출현하였으며, 개간되지
아니한 척박한 토지에게 협동농장의 작업반 단위로 개간하여 경작한 토지로서, 텃밭이
개인농가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부대기밭은 소집단 단위로 주어진 것이며
둘째 뙈기밭은, 식량부족 심화현상 속에서 개간이 가능한 산지를 개인이 불법적으로
개간 및 경작을 하는 것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것들로부터 생산된 생산물은 개인소유권이 인정되어 농민시장에서 사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던 관행이 있었는데, 더 나아가 2009년 제정된 부동산관리법에 의하여,
여전히 북한주민 개인에게 소유권이 인정되지는 아니하지만, 관할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배타적･독점적･계속적 이용할 수 있도록 되었다.57)

4. 각종 경제특구법과 공산주의적 토지소유권 제도 변동의 모습
(1) 위 임대차 기간 등에 대한 반영내용
1) 1993년 라선경제무역지대법
이 법은 1993년 제정되고, 1999, 2002, 2005, 2007, 2010년 개정되었다. 아래
표에서 보다시피 임대기간 50년이 상한선으로 제정된 것 등이 위 토지법 등의 규정에
따라 통일된 것임을 알 수 있다.
56) 김상용, 71-72쪽.
57) 김상용 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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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선경제무역지대법 (2011.12.3. 개정)
제16조 (토지임대기간)
경제무역지대에서 토지임대기간은 해당 기업에게 토지리용증을 발급한 날부터 50년까지로 한다. 경제
무역지대안의 기업은 토지임대기간이 끝난 다음 계약을 다시 맺고 임대받은 토지를 계속 리용할 수
있다.
제17조 (부동산의 취득과 해당 증서의 발급)
경제무역지대에서 기업은 규정에 따라 토지리용권, 건물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토지리용증 또는 건물소유권등록증을 발급하여준다.
제18조 (토지리용권과 건물의 양도와 임대가격)
개발기업은 개발계획과 하부구조건설이 진척되는데 따라 개발한 토지와 건물을 양도, 임대할 권리를
가진다. 이 경우 양도, 임대가격은 개발기업이 정한다.
제19조 (토지리용권, 건물소유권의 변경과 그 등록)
경제무역지대에서 기업은 유효기간안에 토지리용권과 건물소유권을 매매, 교환, 증여, 상속의 방법으로
양도하거나 임대, 저당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리용권, 건물소유권의 변경등록을 하고 토지리용증
또는 건물소유권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출처: 법제처, http://world.moleg.go.kr/KP/law/23273?astSeq=582

2) 2002년 신의주특별행정구법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 (2002.9.12. 제정)
제2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의 법률제도를 50년간 변화시키지 않는다.
제15조 신의주특별행정구의 토지 임대기간은 2052년 12월 31일까지이다. 국가는 토지 임대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기업의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여 준다. 이 경우 기업에 주던 유리한 경영활동
조건을 그대로 보장한다.
제16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합법적으로 얻은 토지이용권과 건물, 시설물을 양도, 임대, 재임
대, 저당하도록 한다.
제17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개인소유의 재산을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하도록
한다.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개인소유의 재산을 국유화하지 않는다. 나라의 안전과 관련하여
개인소유의 재산을 거두어 들이려 할 경우에는 그 가치를 보상하여 준다.
출처: 법제처, http://world.moleg.go.kr/KP/law/23273?astSeq=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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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2년 개성공업지구법
개성공업지구법은 2002년 제정되고, 2003년 개정되었다. 역시 토지임대기간
50년을 규정하고 있다.
개성공업지구법 (2003.4.24. 개정)
제12조 공업지구의 토지임대기간은 토지리용증을 발급한 날부터 50년으로 한다. 토지임대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기업의 신청에 따라 임대받은 토지를 계속 리용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http://world.moleg.go.kr/KP/law/23273?astSeq=582

4) 2002년 금강산관광지구법
금강산관광특구법은 2002년 제정되고, 2011년 개정되었다.
금강산관광특구법 (2003.4.24. 개정)
제5조 (재산보호원칙)
국가는 투자가가 투자한 자본과 합법적으로 얻은 소득, 그에게 부여된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한다.
출처: 법제처, http://world.moleg.go.kr/KP/law/23273?astSeq=582

5) 2011년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법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 (2011.12.3. 제정)
제16조 (토지임대기간)
경제지대에서 토지임대기간은 해당 기업에게 토지리용증을 발급한 날부터 50년까지로 한다.
지대안의 기업은 토지임대기간이 끝난 다음 계약을 다시 맺고 임대 받은 토지를 계속 리용할 수 있다.
제21조 (토지리용권, 건물소유권의 변경과 그 등록)
경제지대에서 기업은 유효기간안에 토지리용권과 건물소유권을 매매, 교환, 증여, 상속의 방법으로
양도하거나 임대, 저당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리용권, 건물소유권의 변경등록을 하고 토지리용증
또는 건물소유권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제63조 (토지리용과 관련한 특혜)
경제지대에서 기업용토지는 실지수요에 따라 먼저 제공되며 토지의 사용분야와 용도에 따라 임대기간,
임대료, 납부방법에서 서로 다른 특혜를 준다.
하부구조시설과 공공시설, 특별장려부문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서는 토지위치의 선택에서 우선권을
주며 정해진 기간에 해당한 토지사용료를 면제하여줄수 있다.
출처: 법제처, http://world.moleg.go.kr/KP/law/23273?astSeq=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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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까지도 토지이용기간 50년의 채택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북한은 토지유동화를 금지하던 원칙을 일부 바꾸어 각 경제특구법과 토지
임대법 등으로써, 토지이용권이라는 권리를 부여하여 토지이용을 인정하는 것들이
나타났다.58) 다만 북한의 주민에 대해서는 큰 변화는 없었으나, 아래와 같이 일부
변화도 보이고 있다.

(2) 북한민들에게 이용권을 부여하는 형태: 부동산관리법
부동산관리법은 2009년 제정되고 2011년 개정되었다.
부동산관리법 (2011.12.21. 개정)
제23조 (부동산리용허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부동산을 리용하려 할 경우 대상에 따라 해당 부동산 리용허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은 부동산은 리용할수 없으며 법적보호를 받을수 없다.
제26조 (부동산의 리용승인)
부동산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 기관은 그것을 30일 안으로 검토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부동산리용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신청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해당 부동산의 리용허가증을
발급한다.
제28조 (부동산리용에서 지켜야 할 요구)
6호. 부동산을 팔고사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29조 (부동산의 구조 또는 용도변경금지)
부동산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부동산관리기관의 승인없이 부동산의 구조와 용도를
변경시킬수 없다.
제30조 (부동산의 넘겨주기 또는 빌려주기금지)
부동산은 해당 기관의 승인없이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넘겨주거나 빌려줄 수 없다.
출처: 법제처, http://world.moleg.go.kr/KP/law/23273?astSeq=582

위 조문 내용대로라면, 외국투자자가 아닌 북한민 또는 그 단체(기관, 기업소, 단체
등)로 하여금 부동산 이용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북한주민에게도
배타적, 독점적인 토지를 인정하는 허가에 의한 토지의 특별이용을 허용하는 법률이라
평가하기도 한다.59)
58) 김상용, 65쪽.
59) 김상용, 65쪽.

2017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173 

part
04
﹁
북
한
의
공
산
주
의
토
지
제
도
﹂
와
통
일
후
법
적
방
안

part 04

‘북한의 공산주의 토지제도’와 통일 후 법적 방안

위 부동산관리법 제23조처럼 허가기관에 대하여,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북한주민
등은 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에 따라 토지를 이용할 수 있다. 위 제26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용허가증이 발급된다. 다만 위 제28조 6호처럼 허가기관의 승인없이는
매매가 금지된다. 기관의 승인이 없이는 구조와 용도를 변경하는 것도 할 수 없고(위
제29조), 허가기관의 승인없이는 넘겨주거나(증여), 빌려줄 수(사용대차 또는 임대차)도
없다(위 제30조).
이것만 본다면, 과거 토지의 유동이나 사적점유 등이 허용되지 아니하던 북한에서
토지이용권이라는 형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것이 물론 특별한 경우에
한정될 것 같기는 하지만, 북한주민들에게도 허용되었다.
북한의 공산주의적 토지소유제도가 사소유권을 인정하는 자본주의적 토지소유
제도로의 근본적인 변화의 조짐인 것은 아닐 터이지만, 변화라고는 없던 북한의 공산
주의적 토지소유제도에 변화가 일고 있다.60)

5. 국가소유 원칙의 완화와 변화의 한계
(1) 국가소유 원칙의 일부완화 및 개인소유 일부 확대
시기적으로 북한 헌법을 기준으로 본다면 몇가지 변화가 있기는 하다.
북한은, 1972년 사회주의헌법을 채택한 이후, 1차 헌법개정인 1992년 4월 9일 최고
인민회의 제9기 3차회의에서, 개헌하였는데, 그들은 이 개헌에 대하여 “사회주의헌법
채택이후 20년간 김일성주석과 로동당이 새롭게 제시한 사상과 리론” 및 “당과 수령의
령도 밑에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를 반영”61)한 것이라 주장하였다. 그러나
실질은 요컨대 대내외 정치사상경제 등 환경변화에 대한 법적 대응을 모색한 것이다.
즉 당시 구 소련 해체 등 공산권 국가군들의 격변과 와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경제부문에서도 1992년 개헌은 경제난 타개를 위한 목적을 갖고, 대외경제개방정책의
법적 토대를 놓기 위하여 노력한 것임을, 북한 내에서 외국인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60) 김상용, 65쪽.
61) 1992년 4월 9일 북한 중앙방송 보도(장명봉, “북한의 대내외 환경변화와 헌법 및 경제변화”, 『공법연구』(제32집
제5호), 2004.6, 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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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제16조)하고, 외국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합영과 합작을 장려하는 조항
신설(제37조)한 것 등에서 파악할 수 있다.
이어 북한은 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에서 개헌하였던 바,
그 중 경제조항상 변화는, ① 생산수단의 주체를 ‘국가와 협동단체’에서 ‘국가와 사회･
협동단체’로 확대, ② 국가소유의 대상을 축소(예컨대 제21조, 종전의 ‘교통운수’에서
‘철도･항공운수’로 한정)하거나 사회･협동단체 소유대상을 확대(예컨대 제22조, 종전의
‘농기구’, ‘고깃배’에서 ‘농기구’, ‘배’로 변경하여 사회･협동단체 소유물을 트랙터 등
농기계로 확대하고 모든 선박으로 확대 등), ③ 협동단체 소유대상을 개인소유도 가능
하게 확대(예컨대 제22조에서 종전 ‘부림짐승’과 ‘건물’을 협동단체 소유로 못박던 것을
삭제함으로써 개인도 소유가능), ④ 1990년 제정 민법은 이미 ‘살림집(주택)’, ‘승용차’
등 기계도 개인소유 대상에 포함시켰던 바 있으며, ⑤ 개인소유 주체를 ‘근로자’에서
‘공민’으로 (제24조) 바꾸었다.62)
이처럼 경제난에 처한 북한에서 터밭경리는 북한주민 사이에서 활성화되고 있고,
이를 통한 초보적인 자본주의적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알려지고 있으며, 그
범주에는 헌법 개정(제24조)으로써 ‘그 밖의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을
개인소유에 속한다고 함으로써 개인소유 대상을 확대하였는데, 이는 그간 묵인해오던
주민의 상거래 등 사적경제활동을 허용한 것으로서 가령 농민시장이나 물물교환을 통해
얻는 개인적 이득을 인정한 것이라고 한다.63) 북한 민법도 그에 발맞추어 근로자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의 대상에 기존의 개인소유의 범위(제58조
제2항: 노동에 의한 사회주의 분배, 국가 및 사회의 추가적 혜택, 터밭경리를 포함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 공민이 샀거나 상속, 증여받은 재산, 그 밖의 법적
근거에 의하여 생겨난 재산 등에, 살림집과 가정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가정용품･
문화용품･그 밖의 생활용품과 승용차 같은 기재를 포함시킴으로써 개인소유권의
대상을 확대(제59조)하였고, 1998년 헌법 24조 4항에 상속도 보장하였다는 문구를
넣었다.64)

62) 장명봉, 40∼41쪽.
63) 장명봉 41쪽.
64) 장명봉, 41∼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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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요소 확대의 측면
1998년 헌법은 제33조에,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체’를 실시하며, ‘원가’, ‘가격’, ‘수익성’ 등 경제성을 가미한 개념이 이용
되도록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종전 북한의 경우 독립채산제는 ‘국영공장’,
‘기업소’ 중심 실시로부터 점차 농업부문과 비생산적 부문인 유통부문으로 확대되어
왔는데, 독립채산제가 확대되면 경제관리 운용상 자율성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원가cost, 가격price, 수익profit 등 시장경제 개념 도입되었다.65)
대외무역도 종전 “국가가 하거나 국가의 감독 밑에서 한다”는 문구를, “국가 또는
사회･협동단체가 한다”로 수정하여 대외무역의 주체가 종전 국가에서 이후 사회･협동
단체로 확대되었으며, 기업합영이나 합작을 장려한다는 종전 조항에 추가하여 다양한
기업창설･운영의 장려를 포함시켰으며, 이러한 것들 외에도 농업부문에 농업 현대화가
추가되고 특허권 보호 조항이 설치되었으며, 공민의 거주･여행의 자유를 인정하는
조항도 신설(제75조) 되었다.66)
공산주의적 토지소유제도를 비롯한 일응 초기 시장적 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법적
변화로 보이는 모습들을 위에 서술하였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모든 법적 규정과
그 변화의 모습은 주로 외국투자자 또는 외국투자기업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에 가까운
편이다. 원칙은 위 북한의 헌법 제20조 소개한 박스에 적은 바와 같이, 모든 생산
수단은 국가 또는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 다만 개인소유는 허용되며, 상속도 허용
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2012. 개정)
제24조
개인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 혜택으로 이루어진다.
터밭경리를 포함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그 밖의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출처: 법제처, http://world.moleg.go.kr/KP/law/23273?astSeq=582
65) 장명봉, 42쪽.
66) 장명봉, 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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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처럼 생산수단은 국가소유로 돌리는 것이 원칙이지만, 개인적이고 소비적
목적을 위한 소유는 허용된다. 개인소유도 허용하고, 터밭경리 등의 사적소유도 극히
일부 인정함으로써 소유의 범위를 제한적이나마 넓히고 있다. 위 헌법 제24조 후단처럼
상속권도 인정한다. 물론 이러한 개인소유를 인정하는 것은 주된 생산수단의 국유라는
전제하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북한민들에게 공산주의적 토지소유제도의 변화는, 법상 거의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만 터밭이용에 대한 토지법 규정은 북한민들에게 직접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기는
하다.
part
04

Ⅴ. 북한 토지소유제도 변화에 대한 평가와 통일 후 처리
1. 북한 토지소유제도 변화
북한의 국가소유 원칙주의로부터 약간의 미세조정을 하는, 또는 극히 일부의 토지에
대한 자율처분권을 부여하거나 일부 토지에 대한 외국투자자에 대하여 임대해주는
제도를 도입한 것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일찍이 북한은 1946년에 토지개혁을 실시하였다. 농지에 국한한 농지개혁을 실시
했던 남한과 달리 대부분 토지에 대하여 분배나 국유화를 추진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른다면 북한은 적어도 1950년대 전후복구에 있어서는 제법 성공적인 편이었
다고 보았다. 그 성공이라는 것은 주로 중국의 참혹한 대량 아사자를 발생시킨 대약진
운동에 비교한 표현이기는 하다. 그리고 조 스터드웰의 견해에 따른다면 북한의 중국에
비교한 상대적 성공은 농업집단화를 추진하기는 하였지만, 오히려 중국보다 상당히 덜
과격한 집단화 때문이었다. 중국은 과격한 집단농업화를 추진하고 기반이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기계화를 추진하다가 심각하게 농업생산량이 추락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1960년 전후 소위 대약진운동 시기에 3,000만명으로 추산되는 대량의
아사자를 발생시키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다. 반면 북한은, 중국보다는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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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과격한 농업집단화를 추진했다고, 스터드웰은 생각하였고, 그 때문에 비교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았다. 결국 북한은 농지개혁의 이점이 좀 더 발휘되도록 함으로써
1950년대 그리고 1960년대에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측면도 있었다.
북한이 모든 생산수단의 엄격한 국가소유를 확고하게 시행하고 그것을 헌법상 확인한
1972년을 기점으로 북한은 어려움에 봉착하는 길을 걷게 되었다. 요컨대 농업집단화의
길을 갈수록 난관에 처하게 되었다. 소위 고난의 행군 시기인 1990년대 중반에는 대량
아사자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1990년대 중반 북한에서 소위 고난의 행군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분석이 많지는 않다.67)

2. 토지 등 개인이용도 일부 발생 및 경제효과
반면 북한이 터밭을 허용하고 일부 개인소유와 상속 등을 허용하는 등 조금의 전환을
1990년대에 하게 된지 세월이 흐르자 북한 경제가 회복되었다는 주장도 보이고 있다.
가령 대북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는 2016년 GDP가 크게 개선되었다는
한국은행의 분석68)이나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69) 등이 있다. KDI 는 제재에도
불구하고 2016년 북한의 대외 교역이 증가하였고, 전력 등 중공업 생산도 양호해졌다고
하며, 외부관찰자들이 보기에도 전력사정이 개선되었다고 하며 뿐만 아니라 각종
북한산 경공업 제품 생산도 확충되고 수입제품의 국산화를 당국이 매우 강조하는 등
북한 주민들의 소비수준도 과거보다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하며, 평양 등에 새로운
백화점과 소비재를 판매하는 각종 판매처가 활성화되는 등 시장거래도 활발하다고
한다.70) 이 분석의 필자는, 이렇게 북한 경제가 급속히 호전되는 이유로 몇 가지 가설을

67) 북한의 1990년대 기근에 대해서는, 이석, 「1994-2000년 북한기근: 발생, 층격 그리고 특징」, 통일연구원,
2004.12.31, 참조. 이 책은 종래 300만 아사설이 과도하게 추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1994∼2000년 사이
아사자 규모를 58∼112만 정도를 제시하였다. 이 각주는 성승제/김형준, 11쪽 각주 30에서 따옴.
68) 2017년 7월 21일 발표된 한국은행의 ‘2016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에서 2016년의 북한 경제성장률이
2015년보다 3.9% 증가했다고 하였다. 그 이유로서, 이 기사가 제시한 것은 김정은 이후 장마당이 허용되었다는
것을 꼽고 있다. 그리고 2014년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도 한 원인이라고 한다.
http://news.joins.com/article/21777887
69) http://www.huffingtonpost.kr/2017/02/05/story_n_14626460.html
70) 이석, “동향과 분석(총괄: 2016년 북한경제 동향 평가와 설명 가설)”, 『북한경제리뷰』, 한국개발연구원,
2017.2.2.,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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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71)하는데 그 중 하나로서 북한경제가 달러를 공공연히 사용하는 달러라이제이션의
가능성 또는 그로 인한 이중경제72) 형성의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하는데, 물론 이러한
요소들은 북한 경제에 부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일 듯 하다. 그러나 이처럼 소비를
향유하고 식량생산이 증가73)하는 효과는 기본적으로 터밭 활용이 공식인정된 것으로
부터 기인하지 않았는가 생각된다.
대개 논자들은 1992년부터 이러한 북한의 공산주의적 토지소유제도의 변화를 주목
하고는 있지만, 근본적인 국가소유 원칙의 후퇴라던가 또는 공산주의적 토지소유
제도로부터 자본주의적 토지소유제도로의 변화와는 매우 거리가 멀다고 보는 경우가
일반적인 것 같다. 필자도 이러한 제도의 변화가 경제 연건에 변화를 어떻게 미치는지
그리고 북한 체제에 미칠 영향은 주목해야 한다고 본다. 다른 논자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근본적인 제도 변화를 현 북한 지배층들이 인정하거나 추진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는 해석이 적지 않다. 이 글을 통하여 개관한 내용들을 요약한다면, 1992년 북한
헌법 개정 및 그에 뒤이은 하위 법률들 개정을 통하여, 공산권 붕괴 및 몰락 등의
충격으로 추정되는 헌법개정 동기에 따라, 그 종전의 완고한 국가소유 원칙의 후퇴를
그 시기 개헌의 가장 큰 특징이라 볼 수 있다. 북한은 1998년 북한헌법 개정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조금 더 나아가 개인소유의 범위를 일부 확대하였다.

3. 자본주의적 제도로의 이행
북한의 공산주의적 토지소유제도 등 소유권 문제는 여전히 원론적으로 토지국가
소유권의 원칙은 여전히 확고하다. 일부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토지가 확대되었을지
라도 전체 토지 또는 전체 경제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 부분은 매우 제한적인
적은 부분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텃밭의 면적은 협소하다 할지라도 개인의
노력이 집중되는 텃밭의 생산성은 과거 1970년대에도 중국에서 입증되었다시피 무시할
수 없는 파급효과를 얻을 수 있다.
71) 이석 윗 글 11쪽 이하.
72) 윗 글 14쪽 이하.
73) 윗 글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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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 오늘날 경제체제도 제법 초기 자본주의적 또는 시장주의적 요소가 확대
되었다는 보도 등이 간간이 나오기도 한다.74) 이러한 흥미 위주에 가까운 보도는 초기
자본주의 도입으로 인한 해당 경제시스템에 대한 길항작용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부작용에 가깝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건전한 자본주의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바탕으로 각 분야 다양한 시장에서 제대로
시장기능이 발휘되도록 시장이 조성되어야 한다. 또한 국내에서 부의 불균형 등 자본
주의 부작용은 억제하거나 또는 노력에 의한 부자 세대교체가 가능한 건전한 사회가
형성되도록 한다. 물론 북한은 그들 내부에서 자본주의를 매우 제한적으로 일부분만
도입하고 있기는 하지만, 북한이 벌써부터 심한 부작용만 초래하는 것이 아닌지 검토
하여야 할 것이다. 자본주의는 본래 시장에서 최적화 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본주의가 각 분야별로 시장은 형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유방임에
의한 정글자본주의 형태로 간다면, 각종 부작용 즉 심한 빈부격차 발생과 과중한 노동의
강요, 노력에 의하지 아니한 condition하에 선별적 부의 집중 등 극단적 부작용의
요소가 줄어들도록 도움을 줄 필요도 있다.

4. 통일 후의 토지제도에 대한 법적 설계 방향
예전에 필자는 통일 후 토지정책에 대하여 글을 적은 바 있다.75) 그 글에서 통일
후에 토지정책에 대한 다양한 학설을 취합한 바 있다. 그 중 필자가 명명하여 주목한
견해는, 농지개혁 준용설76)이다. 남한도 해방직후 긴절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우선
미군정부터 농지개혁을 추진하였고, 결국 1950년 6･25 발발 직전에 농지개혁을 실행에
옮겼던 바 있다. 그러므로 당시 북한에 남한 정부의 실효적 지배력이 미쳤다 할지라도
역시 농지개혁은 이루어질 것이므로, 한 때 통일비용과다하여 부담하기 어렵다는
논의에서 얘기한 것처럼 통일하면 과도한 토지보상비용이 들 것이라는 것은 근거가
74) 주성하, “평양 상위 1% 부자가 증언한 호화생활”, 동아일보(2017.7.22.),
http://news.donga.com/home/3/all/20170721/85472064/1
75) 성승제, “통일 당위성과 통일편익의 법적 기반 조성을 위한 조세 및 토지정책 연구”, 『한양법학』(제39집), 2012.8.,
76) 허문영/전강수/남기업, 『통일비 북한토지제도 개편방향 연구』, 통일연구원, 2009.12. 이 책의 필자들이 자신들이
설파한 것을 이렇게 명명한 것은 아니고, 필자가 이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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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는 지적이다. 이것은 매우 타당한 논지이다. 결국 이 농지개혁 준용설에 의하면
통일 후 부동산 문제는 통일 방식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분설하고 있다. 동 설은
통일을 크게 합의통일과 흡수통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77) 합의통일이라면 통일
후 부동산 문제는 각자 남북이 상호간 국가성을 인정한 것이므로 각각 실효적 지배한
해당지역에서 수행한 농지개혁이나 토지개혁의 실효성은 당연히 인정된다는 것이다.
반면 흡수통일이라면 북한의 국가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이 논지에 따르면
남한에서 농지개혁의 전례에 비추어 농지는 국가소유로 하여야 할 것이고, 농지 외의
토지는 별도로 취급되어 권리 복원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필자의
견해는 그것도 필요없다고 보았다. 해당 시간의 경과가 이미 대략 두 세대 이상의 세월이
경과하였고 시세의 앙등이나 경제여건의 변화는 이미 상전벽해이다. 따라서 거칠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처리하도록 하는 방안이 정당 하다고, 필자는 주장하였다. 즉
남북한 통일의 방식으로서 흡수통일이 이루어지더라도 북한 지역에 대해서는 완전
국가소유로 전환하되, 실질적으로 경자유전의 원칙 등을 적용하여, 농지는 실경작
농민에게 분배하고, 기타 토지 사용권은 정당한 사용자로 하여금 계속 사용과 소유
권까지 인정하는 형태이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 토지는 국가소유로 확정한다는
등이다.78)

77) 위 성승제 글 313쪽; 허문영/전강수/남기업 책 102∼105쪽.
78) 기타 논거는 해당 발표 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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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북한이 북한주민에 대하여 심각한 인권침해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현실은 국내외에
익히 알려져 있다. 구금 및 교정 시설에서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는 강제노동･고문･
구타 등 가혹행위, 정당한 법과 절차에 의하여 보호받을 권리의 박탈로 대변되는
시민적･정치권 권리에 대한 인권 침해행위, 차별적인 배분정책과 선군정치에 따른
왜곡된 예산 배분으로 인해 다수의 북한 주민이 굶어 죽고 있는 현실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더욱 심각한 점은 북한정권이 인권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인권침해 양상이 향후에도 지속되거나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국제사회는 다양한 방식으로 북한인권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노력해왔으며, 우리도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2016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면서 북한인권문제의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16년 제정된 우리나라의 북한인권법에 대하여 제정과정에서
나타났던 쟁점사항들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고, 향후 운영과정에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제문제를 미리 짚어봄을 통해,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북한주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이를 위해 우선 국제적 차원에서 유엔, 미국,
일본 등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국제기구로서 유엔은 가장 적극적으로 북한인권 문제에 대응해 왔다. 유엔 산하의 기관
중 유엔인권이사회, 인권이사회들 뿐만 아니라 유엔총회 차원에서도 북한인권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가져왔다. 이에 각 기관별 역할과 기능 그리고
실제 북한인권 문제에 각 기관별로 노력해온 성과들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으로 개별국가 단위의 대응으로 미국과 일본이 2004년과 2006년 각 북한인권
관련법을 제정하여 시행해 온 바, 각각의 제정과정과 주요내용 및 의의･한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미국･일본･한국 3국의 북한인권법을 주요내용별로 표로 정리
하여 짚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국제적 차원의 대응은 2,000년대 초부터 활발하게
수행되었고, 그로부터 한참 뒤인 2016년에야 국내적으로도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바,
유엔 및 세계 각 국의 대응에 대한 이해는 우리나라의 북한인권법의 특징을 정확히
이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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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본 연구의 핵심 주제라 할 수 있는 한국의 북한인권법을 고찰함에 있어서는
앞선 내용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먼저 2005. 8. 김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
인권법을 필두로 총 19개의 상정 법안을 간략히 짚어보고자 한다. 2005년에 김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법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국내 최초의
북한인권법 제정 논의를 촉발시킨 안으로 오늘날 북한인권법과도 상당 부분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어, 지난 10년 간 북한인권법 제정과정에서 논란이 된 쟁점들을 파악
하기에 유용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현행 북한인권법의 토대가 된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11개 법안을 중심으로
하여 현행법 제정과정에서 진영 간의 주요 쟁점 사항들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쟁점에 대한 이해는 2016년에 제정된 북한인권법 제정의 의의를 보다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여주며, 나아가 향후 운영상의 제문제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통하여 여러 논의 끝에 늦게나마 제정된 북한인권법의 의미를
되짚어 보고, 향후 바람직한 운영 방향 및 개선 방향에 관하여 제언하고자 한다.

Ⅱ. 북한 인권 문제의 실태
1.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
가. 개관
인권의 개념은 자연법에 의거한 자연권이라는 개념에서부터 출발하였고, 이러한
사상과 이론 체계는 사회구성원이 실정법을 거부할 때 즉, 저항권 행사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면서 발전하여왔다. 달리 말하면 인권의 개념은 역사적으로 개인이 자연 상태
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주권 국가가 제한할 때 그 한계를 설정하는 기능적 수단으로
출발하여 발전해 온 것이다. 국내법상 북한을 주권 국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와는 별개로, 북한이 실질적으로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 대하여
심각한 인권침해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는 널리 알려져 있다. 구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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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시설에서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는 강제노동･고문･구타 등 가혹행위, 정당한
법과 절차에 의하여 보호받을 권리의 박탈로 대변되는 시민적･정치권 권리에 대한
인권 침해행위, 차별적인 배분정책과 선군정치에 따른 왜곡된 예산 배분으로 인해
다수의 북한주민이 굶어 죽고 있는 현실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부적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를 논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왜냐하면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유명무실한 상태로 사실상 보장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적 차원의 개입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도 북한의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는 현실적으로도 심각하며, 북한
내부적으로 해결될 가능성 역시 높지 않다.
이에 비영리민간단체인 (사)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발간한
「2016 북한인권백서」를 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인권 침해 실태에 대하여 분석해보고자
한다. 「2016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2016년 8월 기준으로 생명권(6,845건),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39,788건), 생존권(2,082건), 건강권(695건), 교육권(537건), 이주
및 주거권(8,752건), 결혼과 가정에 대한 권리(191건), 재생산권(368건), 신념 및
표현의 권리(260건), 집회 및 결사권(5건), 재산권(575건), 정치적 참여권(1,020건),
노동권(1,379건), 피의자와 구금자의 권리(2,525건), 외국인 권리(16건), 기타(244
건)의 인권침해 사례가 보고되었다. 이와 같은 정보의 출처는 인터뷰, 편지, 수기 혹은
출판물, 신문 혹은 발행기사 그리고 설문지로 구분되며 그 중 인터뷰에 의하여 수집된
사건 정보가 92.8%1)로 주요 정보의 출처 중에서는 신뢰성이 높은 방법에 의하여
자료가 수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데이터는 자료수집방법상의 한계로
인하여 거짓･과장･축소 등을 포함하는 허위진술을 1차적으로 걸러 내거나 축적된 다른
진술과 교차 검토를 통하는 방법 외에는 실질적으로 면밀한 검증을 거친 정보가
아니라는 점 등은 감안하고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2)된다.

1) 이와 같이 인터뷰 비율이 매우 높은 것은 (사)북한인권정보센터가 2000년대 들어 정부의 협조로 매년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 전원에 대한 북한인권침해조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이 점은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치된 북한인권기록센터(통일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법무부)의 경우에도
국가정보원･외교부 등이 보유한 국가기밀정보를 통한 일정 부분의 교차 검증 등 영역에서는 보다 나을 수 있겠지만,
이러한 자료 수집 방법상의 한계를 크게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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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유형별 인권 침해 사례3)
(1) 생명권 (6,845건)
「NKDB 통합인권 DB」가 분류하고 있는 생명권 침해 사례는 즉결처형, 사법적 집행,
살인(공무원에 의한 개인적 살해), 강간 살해, 특정 대상자에 대한 살해(암살), 전쟁
상황의 살해, 대량학살(집단살해), 원인미상 사망, 실험용살해/생체실험/의학적실험,
다른 직접 행동으로 인한 사망(구금시설 내 고문과 만행의 결과에 의한 사망 포함),
기타 등을 유형화한 것이다. 총 6,845건 중 공개처형과 비밀처형을 포함하는 사법적
집행이 4,391건으로 6,845건 중 64.1%를 차지하고 다른 직접 행동으로 인한 사망도
1,967건로 28.7%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아울러 실험용살해/생체실험/의학적
실험 등에 대한 피해 사례 보고도 5건이 존재한다.

part
05

(2)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39,788건)
「NKDB 통합인권 DB」의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 침해 사건은 2016년 8월 기준
39,788건이 보고되어 전체 사건의 60.9%를 차지하고 있다. 즉, 16개 전체 권리유형의
2/3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북한 인권 침해 사건의 절대적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
분류에 포함되는 침해사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불법구금(60.4%), 고문 및 폭행
(11.8%), 강제매춘 및 인신매매(9.1%), 납치/억류/유괴(5.4%), 불법체포(4.5%), 실종
(3.8%) 순으로 나타나 불법구금이 최대 발생 사건으로 나타났다. 북한에서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 침해 사건은 불법체포와 구금, 그리고 구금시설에서 발생하는 고문
및 폭행이 전체의 80.3%를 차지한다. 즉, 북한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사건의 출발은
북한의 보안 및 사법기관의 불법적인 체포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3) 생존권(2,082건)
「NKDB 통합인권 DB」는 생존권 침해사건을 식량권으로 유형화하고 있으며, 세부
적으로 아사, 영양결핍으로 인한 질병, 영양결핍으로 인한 고통, 식량제공 거부 및

3) (사)북한인권정보센터, <2016북한인권백서>의 자료를 요약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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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량의 항목으로 조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총 2,082건이 보고되었으며, 아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97.2%(2,024건)로 매우 높게 조사되었다. 이는 북한주민들의 식량권
침해가 단순히 식량제공 거부나 영양결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굶주림으로
인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총 2,082건의 보고사례 중 75.7%가 1990년대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고난의
행군시기’에 발생한 대규모 아사가 그 원인으로 분석된다.

(4) 이주 및 주거권(8,752건)
「NKDB 통합인권 DB」의 이주 및 주거권 침해 사건은 2016년 8월 기준 8,752건이
보고되어 전체 사건의 13.4%를 차지하고 있다. 이주 및 주거권 침해 사건 규모를
유형별로 구분해보면 강제송환 6,269건(71.6%)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추방(강제이주) 2,284건(26.1%), 여행제한(이동제한) 166건(1.9%), 적절한 주거
환경의 침해 23건(0.3%), 귀환권 거부 6건(0.1%), 이민권 불허 4건(0.1%) 등이다.
적절한 주거환경 침해 사례로는 김정일 호위(경호) 목적에 집의 위치가 나쁘다는 이유로
4개동 16세대의 집을 허물어 버린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5) 기타
적정 치료 거부 및 미비, 적정 치료 시설 및 인력의 미비 등을 포함하는 건강권에
대한 인권 침해사례가 695건이 보고된 것은 법적으로 ‘무상치료제’를 표방하고 있는
북한에서 건강권 침해 사건 발생 비율이 해마다 적지 않은 비율로 나타나는 것은 제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무너졌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 또한 법적으로 ‘무상의무
교육제도’와 ‘학생 실력을 바탕으로 한 고등교육 기회균등’을 표방하고 있는 북한에서
교육권 침해 사건이 해마다 발생하는 것(총 537건) 역시 마찬가지로 제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무너졌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강제이혼, 강제결혼,
금혼 등으로 유형화되는 결혼과 가정에 대한 권리 침해 사례 191건, 강제낙태, 강제
불임, 강제피임, 강제임신 등으로 유형화되는 재생산권 침해 사례 역시 368건이나
보고되었으며 특히 재생산권 침해 사례의 경우 구금시설 내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외에도 신념 및 표현의 권리, 집회 및 결사권, 재산권, 정치적 참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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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 피의자와 구금자의 권리, 외국인 권리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2. 북한정권의 인권에 대한 태도
국제인권규약(International Covenants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은
1966년 12월 16일 제21차 국제연합(UN) 총회에서 인권의 국제적 보장을 위하여
채택된 조약으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A규약)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B규약) 그리고 A규약과 B규약 각각의 부속 선택의정서로 이루어져
있다. 국제인권규약의 가장 큰 특징은 선언적 구속력에 한정되었던 세계인권선언과
달리, 하나의 조약으로서 이에 가입한 체약국을 법적으로 구속한다는 점이다. 북한은
1981년에 가입하여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체약국으로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생겼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은 심각한 수준으로 침해받고 있으며 이러한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침해가 발생한 경우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 복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법적
의무에 대단히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에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하여 인권 문제를
제기하면 강력하게 반발하는데 주요한 논리는 ‘내정간섭’ 혹은 ‘인권 문제를 강대국이
정치적 이익 추구를 위하여 이용하고 있다.’는 식이다. 이러한 대응의 기저에는 북한
정권이 인권 문제를 이해하고 바라보는 독자적인 인권관이 존재하는데, 이것이 북한
인권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승재순 로영, “참다운 인권을 옹호하여”, 『로동신문』, 1995년 6월 24일4)
사회주의 인권은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적대분자들과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는 불순분자들에게까지
자유와 권리를 주는 초계급적 인권이 아니다. 인민대중의 인권을 침해하는 소수의 계급적 원쑤들에게는
제재를 가하는 것이 우리의 인권이다. 반동분자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은 인권의 원쑤들의 책동으로
부터 인권을 지키기 위한 정정당당한 주권행사이다.

4) 재인용, 연응진, 실천적 북한인권보장체제 도입을 위한 국제인권법적 고찰;제도적 차원의 인도적 개입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2017, 28~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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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국제법사전』, 582-583면5)
서방제국주의자들은 자기식 가치관에 기초하여 인권기준을 정하고 그것을 세계인권공통기준이라고
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들의 인권상황을 여기에 비추어 맞지 않으면 인권침해요, 유린이요 하면서 걸고
들고 있다.

조택범, “제국주의의 반동적 ‘인권’ 공세를 짓부셔버려야 한다” 『로동신문』,2009년 10월 28일.6)
국가의 제도적, 법률적 보장이 있어야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실질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데,
자주권을 상실당하면 인권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한 북한의 위와 같은 반응 혹은 대응
논리는 북한이 인권 문제를 어떤 방식에서 바라보고 이해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북한 정권은 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상대성) 논쟁에서 늘
특수성(상대성)에 기초하여 항변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논리의 보다 근본에는 국가
주의적 인권으로서 주권(자주권)이 상시적으로 인권에 우선한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인권에 대한 상대주의적 관점의 연장선에서 ‘내정간섭’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인간을 계급주의적 관점에서 분석
하면서, 자연권적 자유권으로서의 인권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인권관은
국제적 차원의 인권레짐과는 지나치게 동떨어진 것으로,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를 정권 유지를 위한 수단적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이는
인권의 보호와 증진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목적임 부정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은 심각한 양상의 인권 침해 양상은 이러한 북한의 고유한 인권관이
근본적 원인으로 작용한 결과임을 쉽게 알 수 있다.

5) 재인용, 상게서, 31면
6) 상게서,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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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광범위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들은, 어느 사회에서나
현실로써 존재하고 있는 형사 범죄 행위에 의한 피해 사례와는 구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첫째 보고되고 있는 인권 침해 사례가 특정 개인의 사회적 일탈행위로 평가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 많다는 점, 둘째 대부분의 가해 행위가 정치적 목적 등에서
묵인되거나 행정통제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셋째 가해자에 대한 처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점 및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나 복구 노력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이다. 즉,
북한 정권에 의한 북한 주민에 대한 광범위한 인권 침해 사례는 양적으로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구체적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질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북한 정권 고유의 인권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여지가 다분하다는 점에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의 태도는 국제인권규약에 스스로 유보 없이 가입한 태도와도 배치되는
것으로, 국제적 차원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Ⅲ. 국제적 차원의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대응과 북한인권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 인권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국제사회는 ‘내정간섭’ 등으로 비추어 질 우려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북한
인권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노력해왔다. 지난 2016년에 제정되어 시행된 북한인권법
역시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북한
인권법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위한 전제로서 국제연합(UN) 차원의 대응과 미국, 일본의
대응을 각 살펴보고, 특히 한･미･일 3국의 북한인권법을 간략히 비교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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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연합(UN)차원의 대응
가. 개관
전통 국제법은 오직 주권국가 사이의 관계만을 규정하는 법으로 정의된다. 즉 국가
만이 국제법의 주체이고 국제법상 법적 권리의 보유자였던 것이다. 그 결과 국제법은
한 국가가 그 해당 국민을 어떻게 대우하는가의 문제에 관여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
되었다. 결국 개인의 인권문제는 국제법의 영역이 아닌 주권국가의 ‘전속적인 국내
관할’(exclusive domestic jurisdiction)에 속하는 것이었다.7) 따라서 국제사회에서
자주국가인 타국 국민의 인권을 문제 삼는 것은 한편으로는 내정간섭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비록 타국에서 자국민들에게 행한 인권침해라 하더라도, 그 인권침해가 중대한
경우에는 그 나라의 국내 문제로 보지 않는 것이 현대 국제법과 국제연합의 관행이라
한다.8) 예를 들어 북한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인권규약에 유보 없이 가입한 것처럼
개별 국가들이 주권적 영역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부분의 권한을 일부 포기하고 다양한
조약을 체결하는 등의 현상이 늘어남에 따라 주권 절대의 원칙이 완화된 것이 하나의
원인이며, 제국주의와 냉전시대를 거치면서 일어났던 인권 참상은 인도적 개입의
필요성을 국제적 차원에서 공유하게 만든 것이다. 이에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면서 북한 사회에 대규모 아사 사태가 일어났고, 가뭄･태풍 등 자연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된 대규모 피해 사례 등 기본적 생존권마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이 국제 사회에 알려지면서, 국제연합(UN)차원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개입이 시작되게 되었다.
국제인권규범의 발전은 역사적으로 매우 오랜 전통을 가진 것이지만, 특히 1945년
유엔의 창설과 1948년 세계인권선언의 성립을 바탕으로 더욱 가속화되었다. 유엔은
그 기본정신 및 헌장에서 인권보호 및 신장을 위한 노력을 중요한 목적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헌장 제1조는 “인종, 성별, 언어 혹은 종교의 구별 없이 모두를 위한

7) 재인용, 상게서, 14면 (원문: Tmomas Buergenthal(양건･김재원 역), 『국제인권법』,, 교육과학사, 2001,
14-15쪽.)
8) 재인용, 윤철홍, 한국의 북한인권법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36, 2016, 228면 (원문: Peter Malanczuk,
Akeehurst's Moder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 7th rev.ed (Ld N Yk: Rtld 1997) p.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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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의 신장 및 보호를 추구함으로써” 국제협력을 달성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의 하나로서 표방하고 있다.9) 북한인권 문제가 유엔에서 논의되어 온
과정은 중대한 인권침해 사례들이 유엔의 주된 의제로 선정되는 소위 “눈뭉치 효과
(snowball effect)”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 내 극심한 인권침해의
문제는 유엔 인권 자문위원회, 특별보고관, 인권이사회, COI, 총회, 안보리 등에서
연쇄적이고 상승적인 의사의 집약과 결의들을 통해 안보리의 공식 의제로 선정되고,
이제 단순한 인권침해를 넘어 국제평화와 안전에 관한 문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10)

나. 국제연합(UN)의 주요기구에 의한 인권보장체제
(1) 총회 (UN General Assembly)
총회는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되며, 유엔의 활동과 관련된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도
토의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지역에서의 인권침해 사태가 총회에서의주요 토의의제가
되고, 그 결과 일정한 권고가 채택되기도 한다. 그러나 총회가 인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해 가장 직접적으로 기여한 업적은 국제인권규범을 정립하는 장으로서의 역할이었다.
총회는 자신의 발의를 통해 또는 유엔 내 다른 기관의 권고에 기하여 수많은 인권관계
선언과 조약을 채택하여 국제사회에 제시했다. 유엔 총회의 인권 의제는 경제사회
이사회와 유엔 인권이사회 제반 인권보고서, 사무국의 의견서 등에 기초하여 결의로서
이루어진다. 유엔 총회는 1948년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한 이래 수많은 국제인권법을
공표하는 등 이제까지 중요한 범세계적 인권조약은 거의 대부분 총회의 결의로 채택
되는 형식을 취하였다.11)

(2) 안전보장이사회 (Security Council)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5개 회원국으로 구성된다. 유엔 헌장에 중국, 프랑스,
러시아, 영국 및 미국 5개국은 상임이사국으로 고정되어 있다. 나머지 2년 임기의 10개
비상임이사국에 대해서는 총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및 기구의 목적에 대한
9) 전게서, 연응진, 67~68면
10) 상게서, 70면
11) 상게서, 70~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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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의 공헌과 또한 공평한 지리적 배분을 고려하여 선출한다. 엘리트형의 기관
으로서의 성격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들은 초(超)절대적 권리로서의
거부권(veto power)을 갖는다.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유엔의 다른 기구와 달리
헌장 제25조에 의해 모든 회원국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지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형사법적 역할의 지원으로서 ‘임시적특별재판소 혹은 ‘상설’
국제형사재판소(ICC)를 활용하여 분쟁에 책임 있는 군사 및 국가지도자, 혹은 주요
범죄자를 처벌하도록 한다.12)

(3)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
경제사회이사회(ECOSOC)는 유엔 헌장상 6대 주요 기관 중 인권문제를 가장
직접적으로 다루는 기관이다. 그러나 과거 실질적인 인권보호활동은 경제사회이사회의
자체 결의를 통하여 그 산하에 설치된 “인권위원회”와 “인권증진과 보호에 관한
소위원회”를 통하여 전개되어 왔다. 과거에는 인권위원회와 총회 사이의 중간적
조정역할이 있었으나, 인권위원회가 2006년 총회 산하의인권이사회로 개편된 이후
경제사회이사회의 실질적인 역할은 크게 축소되었고 그 중심은 총회로 이전되었다.13)

(4) 유엔인권이사회
과거 각국 정부의 대표로 구성된 인권위원회의 활동에 대하여는 각국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을 한다는 지적과 함께 비능률적이라는 비판이 가해졌다. 특히
강대국의 인권문제에 대하여는 무력하다는 평가도 받았다. 이에 냉전 종식 이후 유엔
체제 강화논의의 일환으로 인권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자는 여론이 등장하였고, 마침내
2006년 3월 유엔 총회는 기존의 인권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이 총회 산하에 47개국
대표로 구성되는 인권이사회(HumanRights Council)를 설치하기로 결의하였다. 유엔
총회 산하로 옮긴 것은 그 동안 경제사회이사회 산하의 일개 단위부서에서, 유엔의
책임 있는 운영일원으로 독자적인 이사회(council)가 되었다는 의미이다.14)
12) 상게서, 72~74면의 내용 요약
13) 상게서, 74면
14) 상게서, 74~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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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제연합(UN)의 주요 기관별 대응
(1)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인권위원회
‘북한인권 결의안’(UN Resolution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PRK)이 UN에서 채택되었다는 기사를 어렵지 않게 거의 매년 접할 수 있는데, 최초로
북한인권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2003년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에 따른 것이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유엔인권위원회는 3년 간 매년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
하였는데, 우리 정부는 3년 간 모두 불참 내지는 기권한 바 있다. 당시 유엔인권위원회는
경제사회이사회 산하에 설치된 기관이었으나, 이후 2006년 3월 폐지되고 새로이 총회
산하에 인권이사회로 격상되었다. 특히 2005년 3월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채택된 북한
인권결의에는 북한당국이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협력하지 않고 북한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전향적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면 총회를 포함한 다른 유엔기구가 북한인권문제를
다루도록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북한인권결의가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존재를 부인하는 등 북한당국이 비협조적
자세를 견지하자 2005년 유엔 총회 차원에서 최초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게
되었다.15)

(2) 유엔총회
이에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오고 있다.
국제사회의 총의라는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의 채택 과정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2005년 이후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에 대한 표결과정에서 찬성하는 국가가 지속
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유엔 총회 본회의의 북한인권결의에 대한 표결을 기준으로
2005년 찬성 88개국에서 2011년 123개국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렇게 찬성국가가
압도적으로 증가하면서 표결을 통한 채택의 의미가 무의미해져 2012년, 2013년 투표
없이(without a vote) 컨센서스로 통과되었다. 그런데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Commission of Inquiry)활동에 따른 ‘책임규명(accountability)’이 북한인권결의
내용에 포함되면서 2014년, 2015년에는 다시 표결로 채택되었다. 그렇지만 북한내
15) 김수암, [특집] 유엔 북한인권결의와 국제사회의 노력, 「북한」(북한연구소), 2017, 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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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가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책임규명’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대세로 확인되면서 2016년 다시 투표 없이 컨센서스로 통과되었다.16)

(3) 인권이사회 및 인권이사회가 설치한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활동
또한 인권이사회는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인권상황을 매년 4년마다 정기 점검하는
제도(Universal Periodic Review: UPR)를 도입하여 2008년부터 심사를 시작하였다
(2012년 2회째부터는 4년 6개월마다 심사). 이 제도는 유엔인권이사회의 지원 하에
유엔 회원국이 주도하여 자국의 인권상황을 검토하고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구상 및
약속하도록 이행함으로써, 자국의 인권의무를 이행하도록 한다. 이는 과거의 인권
이사회가 문제 있는 국가의 인권상황만을 검토하던 방식을 탈피한 것이다. UPR에서는
유엔 헌장, 세계인권선언, 해당국이 당사국인 인권조약, 해당국의 국제적 약속 등을
검토기준으로 한다. 이러한 활동의 연장선에서 인권이사회는 2013년 3월 21일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 인권문제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며,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중대
하고 조직적이며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조사하기 위해 독립적인 조사위원회(COI)를
설치하였다. 유엔은 2004년 이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17)을 임명하여 매년 보고서를
제출하여 왔는데, 2013년 조사위원회 설치로 한층 강화된 인력과 지원을 바탕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조사하게 된 것이다. 인권보고관 제도와 비교해봤을 때 북한인권
조사위(COI)는 양적･질적인 측면에서 북한이 받을 부담이 크다. 일단 규모면에서
인권보고관은 자원봉사자인 인권보고관 1인과 보좌관 1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반해,
COI는 수당을 받는 조사위원 3인과 보좌 스태프 10-20인 정도로 구성된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사 내용에 있어서 질적인 측면의 강도(强度)다. 인권보고관은 북한인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는 정도에 그쳤지만 COI는 인권침해 가해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한다. 그리고 COI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유엔안보리로 하여금 국제형사
재판소에 가해자를 기소할 것을 권고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 인권보고관의 보고서가

16) 상게서, 37~38면
17)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권고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는 1년이지만
최장 6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초대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 태국 출신 비팃 문타폰(2004~2010), 제2대
마르주키 다루스만(인도네시아, 2010~2016), 그리고 20016년 7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제3대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아르헨티나)가 임무를 수행 중이다. (정영선 20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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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의 모니터링 보고서 정도라면 COI의 조사는 경찰의 조서에 해당한다. 그 때문에
COI가 북한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은 인권보고관에 비해 훨씬 강력할 수 있다. 북한인권
침해가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될 경우 인권침해 가해자 명단에 북한의 김정은도 올라갈
수 있다. 인권 침해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할 경우, 김정은을 포함한
가해자들은 자신이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압박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18) 실제로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4년 3월 28일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북한의 인권 실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라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한 권고사항을 포함한 결의안을 표결(찬성 30, 반대 6, 기권
11)로 통과시켰다. 그런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결의안에 반대함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사라지고 말았다.19) 특히 COI의 조사보고서는 UN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하여 활동한 사항 중 가장 광범위한 조사활동에 기초한 보고서로
내용면에서도 ICC제소 권고 등 강력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는 바, 이에 관한 사항을
표로 요약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표1. COI 최종보고서 제출과정20)
주요결정
1.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유엔 총회보고
(2013년 2월 1일),
COI 설립

주요내용
 2009년 12월 보편적 정례심사에서 국제형사재판소의 활용가능성과
COI 설립 주장
 2013년 3월 18일, 인권이사회는 임기 1년의 활동을 설정하여
보고관을 포함하여 3인으로 구성된 COI 설립을 결정

2. 보고관 보고
(2013년 9월 14일),
사무총장 보고
(2013년 9월 19일) 및
총회 결의

 유엔 사무총장 남북한간의 이산가족 상봉 협의의 재개를 전격 환영,
국제사회의 인도지원능력 증강을 요청함
 총회 역시 보고관의 위원회 활동 지지

(2014년 2월 4일)

18) 전게서, 연응진, 75~79면의 내용을 요약
19) 박순성, 북한 인권 문제와 한반도 분단체제; ‘2014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대한 비판적
독해를 중심으로, 北韓硏究學會報 18, 2014, 289면
20) 전게서, 연응진, 80~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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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결정

주요내용
 400여 페이지 분량
 북한에서 벌어진 다양한 인권침해는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함을

3. COI 보고서 작성
(2014년 2월 17일)

명확히 하였으며, 반복적으로 북한체제 유지 방식 자체가 인도에
반한다고 봄
 북한 최고지도자를 포함하여 북한정권의 책임자들이 개인적으로
인도에 반한 죄를 자행하였으며 국제법적 책임을 추궁해야 함을
지적함
 북한 내의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가장 강력한 어조로 비판

4. 인권이사회 결의
(2014년 4월 9일)

 북한과 관계를 가지는 회원국들이 영향력을 발휘하여 정치범 수용소의
폐쇄와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포함하여 인권침해가 중단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북한에 촉구함

5. 총회 결의
(2015년 1월 21일)

 북한인권 상황의 중대성과 범죄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인도에 반한
죄에 관한 COI 조사를 승인하고, 안보리가 국제형사재판소 회부와
주요 책임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표적 제재를 고려할 것을 권고함
 보고서는 북한인권상황의 변화가 없음을 우려하며, 2014년 후반

6. 보고관 이사회 보고
(2015년 3월 18일

일시적 보고관 방북 초청의사를 밝혔다가 잇다른 결의안 채택이후
이를 철회하고 일체의 인권협력 중단했던 일련의 과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

7. 인권이사회 결의
(2015년 3월 23일)

 이사회는 EU와 일본이 발의한 동 결의안을 찬성 27개국, 반대 6개국,
기권 14국의 투표로 통과시킴
 보고관은 북한 내 인권침해문제로 약식처형, 납치와 강제실종, 자의적
구금, 장애인들의 현황을 지적하고, 강제노역과 탈북자들에 대한 인권

8. 보고관 총회 보고
(2015년 8월 8일)

침해와 인신매매, 이산가족 등의 주제를 다루었음
 이후 동 보고를 바탕으로 2015년 11월 19일 총회 3위원회는 50차
미팅에서 10월 30일 제출된 결의안을 재차 채택
(찬성112국/반대19국/기권50국)

9. 보고관 인권이사회

 보고관은 COI 보고서 이후 2년이 경과하였으나 의미있는 상황의

최종보고서

개선이 없음을 지적하고, 인도에 반한 죄를 포함한 인권 침해에 대한

(2016년 1월 29일)

책임규명 구조의 확립에 초점을 맞춤

10. 북한인권 침해에 관한
책임규명 독립전문가 그룹
임명(2016년 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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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2월 13일 유엔 책임규명 독립전문가 그룹은 보고서를 발표
하면서 고위급 위반자들의 ICC 회부 논의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
하였다. 이와 함께 북한 문제만을 다룰 특별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다.

라. 의의 및 한계
유엔 차원의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이와 같은 대응은 2003년 이래, 오늘날까지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였고, 2013년에 설치된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는
김정은을 ICC에 제소할 것을 유엔안보리에 권고하는 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
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당해 보고서가 유엔인권이사회의 표결로 통과되기도 하는 등
지속적이며 내실 있는 활동을 해온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국제사회도 널리 북한인권
문제에 대하여 하나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다. 일례로 2005년 유엔총회에서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찬성 반대 기권 비율이 84:22:62였음에 반하여 거의 매년
찬성국가의 수가 증가해 2015년에는 112:19:50으로 까지 변화되었다. 특히 2012,
2013년에는 찬반 투표가 무의미해질 만큼 대세가 확장되어 무투표 컨센서스로 통과된
바 있고, 2015년 표결의 경우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활동에 따른 ‘책임
규명’이 북한인권결의 내용에 포함되니 상태의 표결임에도 압도적 비율로 찬성이 나온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유엔 차원의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지속적
노력과 대응은 국제사회의 관심과 공론화를 만들어 내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유엔인권위원회, 유엔인권이사회, 유엔총회 등 어떠한 차원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채택되더라도 그것 자체로 실효적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유엔의 노력이 한계를 가짐은 분명하다. 이 점은 북한인권 문제를 떠한 유엔
고유의 한계점이기도 하다. 일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함으로 인하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권고한 COI의 보고를 인권이사회가 채택한 것의
의미가 퇴색된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결의문이나 보고서의 채택은 하나의 상징적 경고
혹은 강력한 권고의 의미일 뿐, 그 자체로 강제력을 수반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이 국제인권규약 A규약과 B규약에 1981년 가입하여 이를
준수해야할 의무가 도의적 차원이 아닌 국제법적 차원에서 존재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상징적 경고가 강력한 권고 차원으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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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경제제재 혹은 무력사용 등 강제력을
수반한 제재조치인데, 전자의 경우 북한 사회의 유례없는 폐쇄성 및 특수성에 더하여
중국의 존재로 인해 다른 국가들에 대하여 같은 수단을 사용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실효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 전쟁을 의미하는 바, 세계의 화약고로
불리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수단적으로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현실적으로 활용 가능한 유일한 방법은 유엔차원에서 지금과 같은 노력을지속하면서
중국, 러시아 등 북한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국가들도 북한인권 문제에 대하여 보편
주의적 관점을 취하도록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이 부분에 관하여 유엔의 노력은
충분히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오히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유엔 차원의 강력한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 문제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지
않는 경우에도 한반도의 긴장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평화원칙에
입각하여 유엔 차원의 노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외교적으로 노력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2. 미국의 대응
가.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배경
미국 내에서 북한 내부의 인권상황에 대한 관심은 냉전종식 이후 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는데, 이러한 관심은 북한인권에 대한 것을 미국의 자국 국내법으로 입법화
하는 단계로까지 이르게 되어 2003년 말에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및 개발을 촉진
하고 한반도의 안전과 더욱 평화로운 세계환경조성’을 취지로 표방한 ‘2003 북한자유
법안’(NorthKorean Freedom Act of 2003)이 미 상･하원에 상정되었다. 이 법안은
미국 내 종교･인권 단체의 광범위한 후원을 배경으로 상하원 모두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의 공동발의 형태로 제출되었다.
특히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활발하게 거론한 NED(미국 국립민주주의기금)의 관여로
2003년 1월경부터 미국 의회에서 2003년 한 해 동안 북한과 관련된 법령만 15건이나
상정되었고 청문회가 15차례 개최되었다. 특히 그중에서 북한 인권문제와 탈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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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 관한 지대한 관심은 4건의 법안과 3건의 청문회를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이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된 미국의 민간단체들은 북한주민의 인권
을 개선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탈북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주된 목표였지만, 실질적
으로는 그 목표가 북한 정권의 교체 내지 체제 붕괴라는 점을 들어 주위로부터 비난을
면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북한자유법안도 이와 같은 의혹을 낳게 되었고, 동 법안에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상황을 고려치 않은 문제가 다수 포함되어 북한을 자극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과 아울러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지나친 개입의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반대론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결국 동 법안이 상하원에 계류된 상태에서 ‘2004 북한인권법안’(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이라는 보다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한 법안으로 변경되어
재상정된 후 7개월간의 수정과 보완을거쳐 공식 발효되게 되었다. 그래서 미국의
‘북한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 이하 북한인권법)이 시행
되었다.21)22)
2004. 10. 18. 제정된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4년 한시법 형태였고, 2008년에 4년
연장이 승인되었으며 2012년에 재차 5년 연장이 승인되어 2017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2004년 2008년에도 연장 법안을 발의했던 공화당의 일리아나 로스-레티넨
의원이 이번에도 2022년까지 5년을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승인 법안을
발의하였고, 당해 법안이 2017년 9월 25일 하원 본회의를 찬성 415대 반대 0으로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된 상태이다.23)

나. 주요내용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제1장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promoting the human rights
of north koreans), 제2장 곤경에 처해 있는 북한주민에 대한 지원(assisting north
koreans in need), 제3장 북한 난민의 보호(protecting north korean refugees),
21) 최은석, 미국과 일본의 북한인권법 평가 및 성과와 과제, 통일연구원 기타간행물, 2013, 375~376면.
22) “특히 2000년대 들어와 미국이 노골적으로 드러낸 대북 메시지의 핵심 주제어는 ‘핵’과 ‘인권’이었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제안과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는 바, 이렇게 하여 나타난 현상이 핵에
관하여서는 ‘6자회담’이고 ‘인권’에 관하여서는 ‘북한인권법’이다.” 정영선,2017, 190면
23) 미국의 소리(VOA) 9. 26.자 기사(https://www.voakorea.com/a/4044390.html)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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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목적(purposes), 제5장 정의(definitions)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제1장
부터 제3장까지가 실질적인 주요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중심으로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promoting the human rights of north koreans)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 증진과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가 미국,
북한, 기타 동북아시아의 관련 당사국들 간의 미래 협상에서 핵심 요소여야 한다는
게 미의회의 인식임을 밝히며(SEC.101.), 미국 대통령으로 하여금 북한의 인권, 민주
주의, 법의 지배, 시장경제의 발전 증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민간 비영리 단체에
보조금을 2005년 회계연도부터 2008년까지 매년 2백만 달러를 지출할 권한을 부여
하고 있다.(SEC.102.) 아울러 대북라디오 방송지원 증대를 통한 북한 당국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정보의 유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방송시간을 하루 12시간으로 확대
하여야 한다는 것이 의회 입장임을 표명하며, 방송이사회로 하여금 그 계획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SEC.103.) 또한
정보의 자유 증진을 위하여 미국 대통령에게 북한외부에서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라디오 수신기를 포함하여 북한정부에 통제되지 않는 정보 공급처의 이용을 증가
시킴으로써, 북한 내부의 정보이용성을 증가시키기에 필요한 실행할 권한을 부여하면서
동시에 2005년 회계연도에서 2008년까지 매년 2백만 달러를 지출할 권한 역시
부여하고 있다.(SEC.104.) 그 외에도 북한의 인권을 증진하고 개선하는데 유엔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 의회의 인식이며 밝히며, 유엔인권위원회24)(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 UNCHR)의 역할과 결의안에 주목하면서
북한인권담당특별보고관의 적극적인 활동을 촉구하고 있다.(SEC.105.) 그리고 유럽
안보협력기구(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o-operation in Europe: OSCE)처럼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존중하기 위해 헬싱키 과정을 모델로,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에 대한 공동의 헌신 속에서 지역의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는 북한과의 지역적
인권대화의 가능성을 탐색해야할 의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SEC.106.) 나아가 미국
대통령으로 하여금 북한 주민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24)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 당시 유엔인권위원회는 유엔인권이사회로 격상되기 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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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하고 증진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여 인권부야에 인정된 이력이 있는 사람을
북한인권특사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SEC.107.)

(2) 곤경에 처해 있는 북한주민에 대한 지원
(assisting north koreans in need)25)
이 법 제2장에서는 곤경에 처해 있는 북한주민들에 대한 지원조치를 북한 내부로의
지원’(Sec. 202)과 ‘북한 외에서의 지원’(Sec. 203)으로 대별하여 규정하고 있다.
1) 북한 내부로의 지원
북한 내부로의 지원은 다시 ‘비정부기구 및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과
‘북한정부에 대한 지원’으로 나누어진다.
① 의회는 북한주민에 대한 대북 인도적 지원의 제공을 지지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정치･군사적 목적에의 전용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하며, 북한 내 취약
계층에 도달할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제공(분배)되고 감시되어야 한다.
② 미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현 수준보다 현저하게 향상시키려 할 경우 투명성
감시도, 북한 전역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미국은 다른 나라들이 식량 및 기타의 인도적 지원을 북한에 제공할 경우, 양자
사이에 직접적인 채널을 통하지 않고 투명하고 감시가 가능한 (비정부기구 및
국제기구) 채널을 통해서 하도록 권고해야 한다(Sec. 202 (a)).
④ ‘북한의 정부 및 기관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국제적으로 승인된 인도적 기준에
따라 전달, 분배 및 감시되어야 한다. 또한 인도적 지원을 정치적 보상이나 강압의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필요의 기초’ 위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⑤ ‘북한정부에 대한 비인도적 지원’은 북한 내 인권분야의 실질적 진전 여부와 연계
돼야(contingent) 한다. 즉 미 행정부가 북한정부 기관들에 비인도적(일반적)
지원을 제공하려 할 경우, 이는 ⅰ) 북한이 주민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적 인권을 존중･보호하고, ⅱ) 북한주민들과 미국 내 자손 및 친척들 간에
25) 전게서, 윤철홍, 232~233면

2017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207 

part
05
북
한
인
권
법
고
찰

part 05

북한인권법 고찰

가족 재결합을 허용하며, ⅲ) 북한정부가 납치한 일본인 및 한국인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밝히고, ⅳ) 납치된 사람들이 가족들과 함께 원래의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하고, ⅴ) 교도소와 강제노동수용소를 실질적으로 개혁하고, 그러한
개혁에 대하여 독립적인 국제 감시를 허용하며, 정치적 표현 및 활동을 탈범죄화
하는 쪽으로 상당한 진전을 이룰 것을 조건으로 해야 한다.(Sec 202 (b))
이와 같은 ‘북한 정부에 대한 지원’은 상원에서 법적 구속력 없는 ‘의회의 의견’으로
약화･조정되었다.
2) 북한 외부에서의 지원
미국 대통령은 북한정부의 허가 없이 탈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단체’나 ‘개인’들을 원조할 수 있다. 여기서 ‘원조’는 북한출신의 난민, 귀순자, 이주자,
고아들에게 난민캠프나 임시 거처를 마련해 하거나 인신매매의 희생이 된 탈북 여성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를 위해 2005∼2008년 회계 연도 간
매년 2,000만 달러의 지출을 승인한다.(Sec. 203)

(3) 북한난민의 보호(protecting north korean refugees)26)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3장에서는 북한난민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1) 난민과 망명자에 대한 미국정책
국무장관은 이 법의 효력이 발표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다른 연방 기관장들과
협의 하에 의회(상･하원의 법제･사법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탈북자들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고 북한난민들의 상황을 묘사하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Sec. 301 (a)).
2) 난민 또는 망명을 위한 신청요건
북한 주민이 한국 헌법에 따라 향유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적 취득권을 이유로,
미국으로의 난민 또는 망명 신청 자격을 제한 받지 않도록 한다(Sec. 302). 국무장관은
26) 상게서, 233~2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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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들이 미국 내에서 난민으로서의 보호를 구하고자 할 경우, 이들이 ‘이민국적법’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8 U.S.C. 1157) 제207조에 따라 난민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Sec. 303).27)
3) 유엔난민고등판무관
미국 등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후원국과 UNHCR은 최고위급에서 지속적
으로 중국 정부에 대하여 중국 내 탈북자들에게 방해받지 않는(자유로운) 접근을 유엔
인권위원회(UNHCR)에 허용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도록 촉구해야 한다. 중국 정부가
유엔인권위원회에 대해 탈북자들에 대한 접근을 거부한다면, 유엔인권위원회는 ‘유엔
인권위원회 임무협정’(UNHCR Mission Agreement) 제16조에 따라 중재자를 임명
하고 중재절차를 개시해야 한다(Sec. 304).

part
05

다. 의의 및 한계
미국의 북한인권법안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개별국가의 입법으로서는 최초의
사례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1) 북한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존중과 보호를 증진하고, 2) 북한 난민의 곤경에 대한 보다 지속적인 인도주의적
해결책을 증진하고, 3) 북한 내의 인도주의적 원조 제공에 있어 모니터링, 접근성,
투명성을 증진하고, 4) 북한 내외로의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을 증진하고, 5) 민주적인
정부 체제하의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과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이를
구체화한 정책수단과 예산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실효적 효과 대비하여 볼 때, 정보의 자유 증진을 위한
조치 및 지원책들은 북한의 강력한 반발로 한반도 긴장을 조성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27) 특히 이와 관련하여서 주목하여 보아야 할 규정은 SEC.302.이다. 당해 규정은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향유할 수 있는 시민권에 대한 어떤 권리든 그것을 침해할 목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님을 밝히면서, 이주
및 국적법(8 U.S.C.1157) Sec 207하의 난민지위 자격규정 또는 유사법 Sec 208에 따른 망명(8 U.S.C.1158)
규정의 목적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난민지위인정과 관련한 국제법상의 제문제에 관하여 고찰한 후 미국이 적극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을 난민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현재까지는 이에 관하여 아무런 직접적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통일을 대비한 장기적 관점에서는 이 문제에 관한 명확한 논리나 입장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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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점, 비록 북한 정부에 대한 지원책들이 상원에서 법적 구속력 없는 ‘의회의
의견’으로 약화･조정되었으나 미국 의회나 정부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 방식이나
내용이 감시나 통제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점, 중국 정부와 직접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점(Sec. 304)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조치들의 정당성 혹은 필요성은 별론으로 하고 북한인권 문제 해결과정에 한반도
평화에 대한 충분한 숙고나 고려나 있지 않다는 점은 한계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는
미국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개입을 하나의 정치적 수단으로 하여 동북아 질서에 관한
미국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였다는 비판의
여지를 제공한다.

3. 일본의 대응
가. 일본의 북한인권법 제정배경
(1) 개관
흔히 국내에서 일본의 북한인권법이라 칭해지는 법의 정식 명칭은 ‘납치문제 기타
북한당국에 의한 인권침해문제에 대한 대처에 관한 법률’(拉致問題その他北朝鮮当局
による人権侵害問題への対処に関する法律, 이하 일본의 북한인권법)로, 앞서 살펴본
국제연합(UN)과 미국 등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차원의 대응에 발맞추고자
하는 연장선에서 2016년 6월 16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같은 해 6월 23일에
공포, 시행된 법률이다.

(2) 일본인 납치 문제
법명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일본의 북한인권법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북한
당국에 의한 ‘일본인 납치’이다. 이에 일본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이슈인
납치 사례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는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걸쳐
다수의 일본인이 행방불명되는 의심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였다. 일본 정부의 수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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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명한 북한공작원의 증언 등에 의해 행방불명 사건의 다수가 북한에 의한 납치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명되었다. 1991년 5월 제3차 북･일 수교교섭 당시 일본 측이
이른바 ‘이은혜 사건’을 제기한 데 대해 북한 측은 ‘날조’라며 부정하였으며, 이로 인해
1992년 12월 제8차 북･일 수교교섭이 중단되고 말았다. ‘이은혜 사건’은 대한항공
(KAL, Korean Air Lines) 여객기 폭파범인 김현희가 1991년 5월 내외신 기자
회견에서 북한에서 자신의 일본인화 교육을 담당했던 이은혜가 일본에서 납치된 다구치
야에코(田口 八中子)라는 여성이며, 끌려왔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한 데서 비롯되었다.
북한 측은 2002년 9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총리 방북시 이은혜의 납치와
사망사실을 포함하여 일본인 13명에 대하여는 납치사실을 인정28)하고, 유감표명과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하였다. 북한 측은 납치피해자 중 5명 생존, 8명 사망사실을 일본
측에 통보하고 ‘평양선언’에서 일본 국민의 생명･안전에 관한 현안에 대한 유감표명과
재발방지를 약속하였다.29)
표2. 일본 정부가 ‘납치’로 인정한 사건 요약30)
구분

피해자

사건 주요 내용
 이시카와현 우시쓰(宇出津)해안 부근에서 실종.
 북한측은 구메 씨의 입국을 완전 부인.

1

1977.9.19.
우시쓰사건

구메 유타카

 주범격은 북한공작원 김세호에 대해 북한측은 2006년
2월에 열린 조일포괄병행협의에서 ‘그러한 인물은 모른다’고
하면서 일본 측으로부터 관련정보가 제공되면 다시 조사
하겠다고 대답.
 자택 근처의 뜨개질 교실로 가는 길에 실종.

2

1977.10.21.
여성납치사건

 2002년 10월 제12차 북일 국교정상화협상2004년 북일
마쓰모토 교코

실무자협의에서 일본 측은 북한 측에 관련정보 제공 요구.
 북한 측은 제3차 실무자협의에서 북한에 입국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대답

28) 당시 일본의 주장은 15명
29)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56665&cid=43787&categoryId=43788 참조
[네이버지식백과: 원자료출처 2011 외교부 일본개황 자료)
30) Musashi, Anri, 일본 북한인권법 연구 : 정책과 과제, 석사학위논문(고려대학교 대학원, 북한학과), 2015,
37~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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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피해자

사건 주요 내용
 니가타시(新潟市)에서 하교 길에 실종.

3

1977.11.15.
소녀납치사건

 2004년 11월 제3차 실무자협의에서 북한측은 메구미 씨가
1994년 4월에 사망했다며 '유골'을 제출.
요코타 메구미

 메구미 씨의 ‘유골’이라고 한 뼈의 일부에서 위 인물과
다른 DNA 검출이라는 감정결과 나옴.
 요코타 메구미 씨의 남편이 1978년에 한국에서 납치된
한국인 김영남 씨일 가능성이 높음
 유럽으로 출국한 뒤 실종.

4

1978. 6.경
음식점점원

다나카 미노루

납치사건

 2002년 10월 제12차 북일 국교정상화협상 2004년 북일
실무자협의에서 일본 측이 북한 측에 관련정보 제공을 요구.
 북한 측은 제3차 실무자협의에서 북한에 입국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대답.
 1982년 11월 대한항공기 폭파사건 실행범인 전 북한 공작원
김현희가 '리은혜'라는 일본인 여성으로부터 일본인 특유의

1978. 6.경
5

리은혜
납치사건

다구치 야에코

행동법을 배웠다고 증언. 이 '리은혜'라는 일본인 여성은 행방
불명이 된 다구치 씨로 추정됨.
 북한 측은 다구치 씨는 자동차 사고로 사망했다고 주장.
이를 뒷받할 자료 등이 제공되지 않았음.

지무라 야스시&
6

7

1978.7.7.

지무라 후키에

남녀납치사건

2002. 10.
일본 귀국

1978.7.31
남녀납치사건

 둘이서 데이트하러 간다며 나간 후 실종.
 1979년에 북한에서 결혼
 딸 1명과 아들 2명은 2004. 5. 일본 귀국

하스이케 가오루&  하스이케 씨는 '잠깐 나간다. 금방 돌아올게'라며
외출한 채 실종. 오쿠도 씨도 외출한 채 실종.
하스이케 유키코
2002. 10.

 1980년에 북한에서 결혼.

일본 귀국

 딸 1명과 아들 1명은 2004년 5월에 귀국.
 바닷가에 '저녁노을을 보러 간다'라며 나간 채 실종.

8

1978.8.12. 이치카와 슈이치&
남녀납치사건 마스모토 루미코

 북한 측은 두 사람이 1979년 7월에 결혼하고 이치카와
슈이치 씨는 동년 9월에 심장마비로 사망，마스모토 루미코
씨도 1981년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주장.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 등이 제공되지 않았음.

9

1978.8.12.

소가 히토미
2002. 10.

모녀납치사건

일본귀국&
소가 미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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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서 장보러 간다'며 나간 뒤 실종.
 히토미 씨의 미국인 남편(젠킨스씨)과 2명의 딸은 2004년
7월 일본 귀국.
 북한 측은 소가 미요시 씨는 북한에 입국하지 않았다고 주장

구분

피해자

사건 주요 내용
 두 사람 모두 유럽 체류 중이던 1980년에 실종
 1988년에 이시오카씨가 일본에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폴란드 소인)가 도착, 이시오카씨와 마쓰키씨 그리고
아리모토 케이코씨가 북한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짐.

1980.5.경
10

유럽에서의

이시오카 도오루&

일본인 남성

마쓰키 가오루

 북한 측은 이시오카 도오루씨가 1988년 11월에 가스중독
으로 아리모토 케이코씨와 함께 사망했다고 주장. 이것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 북한 측은 마쓰키
가오루씨는 1996년 8월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주장.

납치사건

 북한측은 2002년 9월과 2004년 11월의 제3차 북일 실무자
협의 등에서 마쓰키씨의 ‘유골’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제공
했으나 그 일부에서 위 인물과 다른 DNA가 검출된 감정
결과가 나옴.
 미야자키현 내에서 발생.
 이 건에 대해서 북한 공작원 신광수가 한국 수사당국에게
11

1980.6.중순
신광수 사건

하라 다다아키

하라 씨 납치를 증언.
 북한 측은 신광수의 신병인도에 응하지 않고, '영웅'으로 추대
하고 있음.
 북한측은 하라 씨가 1984년에 다구치 야에코 씨와 결혼하고
1986년에 간 경변으로 사망했다고 주장.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 등을 제공하지 않았음.
 유럽에서 실종

1983.7.경
12

유럽에서의
일본인 여성
납치사건

아리모토 게이코

 '요도호'범인의 전처가 북한 당국과 협력해 아리모토 씨를
납치한 사실을 증언.
 북한측은 아리모토 씨가 1988 년 11월에 가스중독사고로
이시오카 도오루 씨와 함께 사망했다고 주장.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 등을 제공하지 않았음

이상과 같이 공식적으로 일본 정부가 북한 당국에 의한 납치 사건으로 인정한 사례만
1977년경부터 1983년경까지 12건이며 피해자는 총 17명이다. 특히 1977년 및
1978년 2년에 걸쳐 9건의 납치사건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였고, 피해자만 13명에
이르러 일본 사회의 큰 사회 문제로 부각되었었다. 이에 2002년 고이즈미 총리가
북일정상회담을 개최하기까지 의혹만 무성할 뿐 실체적 진실은 밝혀지지 아니하였고,
그 이후로 하나씩 사실관계들이 확인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90년대 초에 이미 북일수교교섭마저 중단시킬 정도로 양 국 사이에 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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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을 조성하는 큰 이슈로 부각되어 있었고, 그 이후로 일본 사회에서 일본인 납치
문제는 대북 문제의 핵심 이슈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

(3) 일본의 북한인권법 제정 경위
일본인의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인권법은 2006년에 제정되었으나 그 제정에
대한 논의는 2006년 전부터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한 북한의 공식 인정 이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31) 납치 문제 해결이 답보상태였던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북한에 압력을 가할 수단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들이 일본 국내에서
강하게 일고 있었던 것이다. 압력의 수단으로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의 일부 개정법과
특정선박입항금지법이 이미 제정되어 있었으나 일본 정부는 이에 북한인권법 제정으로
북한 압력 수단을 하나 더 추가시키려고 한 것이다.32) 제정과정에 대한 이와 같은
분석은 이하에서 일본의 북한인권법의 주요 내용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되는 바,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사료된다.

나. 주요 내용
일본의 ‘납치 문제, 기타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 침해 문제의 대처에 관한 법률’ 8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가능한 원문 그대로 번역하여 모두 살펴보고자 한다.
제1조 (목적)
이 법률은 2005년 12월 16일 국제연합(UN)총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결의안에 의거, 우리나라의 시급한 국가적 과제인 납치 문제의 해결을 비롯해,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 침해 문제에의 대처가 국제 사회가 함께 임해야 할 과제임을 감안
하여,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 침해 문제에 관한 국민의 인식을 높임과 동시에, 국제
31) 2002년 9월 17일에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평양을 방문해 처음으로 북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는데,
정상회담과정에서 고이즈미 총리가 일본 국내 정서상 큰 화두였던 일본인 납치 문제를 언급하였고, 이에 김정일
위원장이 일본인 13명의 납치를 인정하고 유감표명과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한 사실이 있다. 고이즈미 총리
입장에서는 하나의 정치적 성과로 볼 수도 있었으나 오히려 그것이 일본 내에서 대북 비난 여론을 부추긴 큰
계기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일본에서의 북한인권법 제정이 이루어지게 된 계기가 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 Musashi, Anri, 일본 북한인권법 연구 : 정책과 과제, 석사학위논문(고려대학교 대학원, 북한학과), 2015,
8면 참조)
32) 상게서, 19면

 214  법제처

사회와 연계하면서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 침해 문제의 실태의 해명 및 그 억제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가의 책무)
1. 국가는, 북한 당국에 의한 국가적 범죄 행위인 일본 국민의 납치 문제(이하 "납치
문제"라 한다.)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하여야한다.
2. 정부는 북한 당국에 의해 납치되었거나 납치된 것으로 의심되는 일본 국민의 안위
등에 대해, 국민에게 널리 정보의 제공을 요구함과 동시에 스스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귀국의 실현에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한다.
3. 정부는 납치 문제 기타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 침해 문제에 관해 국민 여론의
계몽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그 실태의 해명에 노력하여야 한다.
part
05

제3조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지방공공단체는 국가와 연계하여 납치 문제 기타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 침해 문제에
관한 국민 여론의 계몽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4조 (북한인권 침해 문제 계몽주간)
1. 납치 문제 기타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높이기
위해 북한 인권 침해 문제 계몽 주간을 마련한다.
2. 북한 인권 침해 문제 계몽 주간은 12월 10일부터 같은 달 16일까지로 한다.
3.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북한 인권 침해 문제 계몽 주간의 취지에 맞는 사업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연차 보고서)
정부는 납치 문제의 해결 기타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 침해 문제에의 대처에 관한
정부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국회에 제출함과 동시에 이를 공표하여야한다.
제6조 (국제적 연계의 강화 등)
1. 정부는 북한당국에 의해 납치되거나 납치 된 것으로 의심되는 일본 국민, 탈북자
(북한을 탈출한 자로서 인도적 견지에서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다음 항에서 같음), 기타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 침해 피해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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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해,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의 정보교환, 국제수사
공조, 기타 국제적 연계 강화를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이들에 대한 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국내외 민간단체와 긴밀한 연계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정부는 탈북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정부는 제1항에 정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정보의 제공, 재정상의
배려 그 외의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시책에 있어서의 유의사항 등)
정부는 시책을 실행함에 있어서 납치문제의 해결, 기타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 침해
상황의 개선에 공헌할 수 있도록 충분히 주의함과 동시에, 외국 정부 및 국제 연합
(인권이사회, 안전보장이사회 등을 포함), 국제개발금융기관 등의 국제기구에 대한
적절한 공작을 펼쳐야 한다.
제8조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 침해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의 조치)
정부는 납치문제 기타 북한 당국에 의한 일본 국민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개선을 도모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 대처에
관한 국제적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특정선박의 입항금지에 관한 특별조치법
(평성 16년 법률 제120호)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쇼와 24년 법률 제 228호)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기타 북한 당국에 의한
일본 국민에 대한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다. 의의 및 한계
일본의 북한인권법은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 침해 문제에의 대처가 국제 사회가 함께
임해야 할 과제임을 감안하여,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 침해 문제에 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국제사회와 연계하면서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 침해 문제의 실태의 해명 및
그 억제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미국에 이은 세계 두 번째 개별국가
차원의 북한인권 문제에 관한 법률이다. 특히 북한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계몽주간
설정(제4조), 국제적 연계의 강화(제6조) 등은 국제적 차원의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대응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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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안의 내용 자체가 제정과정에 대한 분석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일본인 납치
문제 및 북한 당국에 의한 일본인의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대응에 무게 중심이 쏠려
있고, 실질적이며 강력한 조치들의 경우 북한 당국에 의한 일본 국민에 대한 인권 침해에
한정하여 발동할 수 있도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제8조) 다만,
이러한 한계는 타국의 인권 문제 등에 대한 특정 개별 국가의 입법이나 대응이 자칫
내정간섭이 될 수 있다는 논리, 미국과 같이 세계경찰로서의 지위를 자처하기에는
동북아에서 일본의 과거사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사료된다.

4. 한국의 북한인권법 및 한미일 3국의 북한인권법 비교
가. 한국의 북한인권법

part
05

한국의 북한인권법 제정과정 및 그 내용에 관한 자세한 고찰은 목차를 달리하여
서술하기로 하며, 본 장에서는 현행 한국의 북한인권법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고
한미일 3국의 북한인권법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우선 현행 북한인권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33)할 수 있다.
첫째,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하고 인권침해 사례들을 수집･보존하고,
이 자료를 법무부와 공유함으로써 통일 후 인권 가해자들을 처벌할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이다(제13조). 피해자가 당한 억울함과 가해자의 범죄행위를 역사로
남김으로써 인권침해 자체를 억제한다는 의미도 포함되는데, 기록센터의 설립은 미국
이나 일본의 북한인권법에는 없는 내용이다.
둘째,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여 실태조사, 인도적 지원, 국내 북한인권 관련단체
지원, 대정부 정책건의 등을 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부가 북한인권을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길이 열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셋째, 통일부에 여야 동수로 추천되는 인사들로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는데, 이는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북한인권 정책의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제5조).
33) 전게서, 연응진, 124~1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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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통일부 장관이 매 3년마다 북한인권증진기록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게 된다. 이외에도 통일부장관은 북한인권 실태, 인권증진 추진 결과,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 이산가족 상봉 등에 관한 추진상황을 매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로써 국회가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에 더욱 깊숙이 관여하게 된 것이다(제6조).
다섯째, 대북 인도적 지원을 국제적 기준에 따라 실행하고 임산부, 영유아등 취약계층
지원을 우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인도적 지원은 지속하되 퍼주기식 무분별한 대북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기준을 표방한 것이라 할 수 있다(제8조).
여섯 번째, 북한인권법은 외교부에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를 설치하여 북한인권과
관련한 국제적 협력을 증진하도록 하고 있다(제9조). 한국 국회의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해 북한이 비난하고 나선 것은 예상했던 일이지만, 북한은 비난에 앞서 유엔과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그토록 많은 관심을 가지는 이유를 되돌아 봐야
할 것이다

나. 한미일 3국의 북한인권법 비교
이상과 같이 살펴본 북한인권법은 다음과 표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3. 한･미･일 북한인권법 비교34)
분류

미국(2004)
1) 북한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존중과 보호를 증진하고, 2) 북
한 난민의 곤경에 대한 보다 지
속적인 인도주의적 해결책을
증진하고, 3) 북한 내의 인도주

입법

의적 원조 제공에 있어 모니터

목적

링, 접근성, 투명성을 증진하
고, 4) 북한 내외로의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을 증진하고, 5) 민
주적인 정부 체제하의 한반도
의 평화적인 통일과정을 증진
하는 것(SEC.4.)

일본(2006)
일본의 시급한 국가적 과제인
납치 문제의 해결을 비롯해, 북

한 당국에 의한 인권 침해 문제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
에의 대처가 국제 사회가 함께 을 위하여 유엔 세계인권선언
임해야 할 과제임을 감안하여, 등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자유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 침해 문 권 및 생존권을 추구함으로써
제에 관한 국민의 인식을 높임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
과 동시에, 국제사회와 연계하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
면서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 침 1조)
해 문제의 실태의 해명 및 그 억
제를 도모하기 위함 (제1조)

34) 상게서, 131~133면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필자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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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2016)

분류

미국(2004)

일본(2006)

한국(2016)

NGO 및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간접 지원, 북한 정부에 대한 인
인도적
지원

도적 및 비인도적 지원(SEC.
202. 203. )
구체적 예산조치가 있음에 비
추어 볼 때, 지속적 지원을 원칙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도기준
탈북자 지원에 대한

에 따라 투명하게 추진. 임산부

선언적 규정 외

및 영유아 등취약계층에 대한

구체적 규정 없음

지원이 우선되어야 함(제8조)

(제6조 제2항 및 제3항)

미국의 SEC202 규정 유사, 지
속적 지원원칙 등은 규정 없음

으로 함.

규정없음
(다만,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
납치
문제
등

관련규정 없음. 북한정 부에 대
한 비인도적 지원과 일본인 납
치정보 공개와의 연계
명시(제202조)

가족 등 국내문제에 따른 해결
일본인 납치 정보 제공 요청,

방안 마련이 제정과정의 안들에

철저한 진상조사 및 귀국 실현 는 일부 적극적 조치방안들이
협조 요청(제2조, 제3조)

포함되어 있었으나 현행법상 규
정에서는 북한인권기록센터 및
북한인권재단 의 활동 사항에
일부 내용이 포함)

경제

선박 입출항 금지, 대북 송금금

제재
등

관련규정 없음.

강제

지 등(제8조)
- 다만, 일본인에 대한 인권 침

관련규정 없음.

해 사항에 한정

조치

국제적 협력을 위하여 외
북한인 북한인권 특사 임명 및 북한인
권특사 권개선활동 총괄(SEC.107)

교부에 북한인권대외직명

관련 규정 없음

대사를 둘 수 있다(임의적
규정)(제9조 제2항

탈북자
보호
지원

관련 규정 없음

탈북자 난민캠프 설치 및 지원,
난민 또는 망명 신청 촉진 탈북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시
(SEC.301~303)

책 강구(제6조)

-예산배정 연간 2,000만달러

국제

투명성 확대, UNHCR

협력

과 협력(SEC. 304)

(탈북자도 대한민국 국민이며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 북한이탈
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원)

국제기관과의 정보 교환 및 국 인적교류･정보교환 등과 관련하
제 수사 공조, 국제연계 강화 등 여 국제기구･국제단체 및 외국
(제6조)

정부 등과 협력.(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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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연차
보고서
등

미국(2004)

일본(2006)

한국(2016)
사안별로 정기회전까지 국

사안별로 연차보고서 주체 및 일본 정부의 연차보고서 발표 회보고(제15조), 북한인권증진
기한명기(SEC. 305)

(제5조)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의 경우 3
년 주기
북한주민의 인권상황과 인
권증진을 위한 정보를 수집･기

북한
인권

관련 규정 없음

관련 규정 없음

기록

록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
권기록센터를 두고, 법무부에도
보존관리를 위한 담당기관을
둠.(제13조).

Ⅳ. 한국의 북한인권법 고찰
1. 제정과정 분석
가. 개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면서 북한 사회는 대규모 아사 ･기아 등의 기본적
생존권 차원의 심각한 인권 문제가 발생하였고, 국제 사회 역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한 결과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엔인권위원회는
2003년 최초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기에 이르렀고, 그 이후 국제연합(UN) 차원
에서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오고 있다. 아울러 미국은 개별 국가로서는 최초로
2004년 1) 북한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존중과 보호를 증진하고, 2) 북한 난민의 곤경에
대한 보다 지속적인 인도주의적 해결책을 증진하고, 3) 북한 내의 인도주의적 원조
제공에 있어 모니터링, 접근성, 투명성을 증진하고, 4) 북한 내외로의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을 증진하고, 5) 민주적인 정부 체제하의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과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2004 북한인권법안’(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을 제정하였다. 나아가 일본 역시 비록 납치 문제를 비롯하여, 북한 당국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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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에 다소 국한된 것이기는 하나 ‘납치문제 기타 북한당국에
의한 인권침해문제에 대한 대처에 관한 법률’(拉致問題その他北朝鮮当局による人権侵
害問題への対処に関する法律)을 제정하여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을 직시하고 이에
대응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유엔인권위원회가 3년 간
매년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모두 불참 내지는 기권하였고, 북한당국이
비협조적 자세를 견지하자 2005년 유엔 총회 차원에서 최초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
하는 과정에서도 소극적 자세로 기권한 바 있다. 2006년에 이르러서야 유엔 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최초로 찬성하였다. 이는 2006년 10월 9일 제1차 북핵실험에
대한 항의성 찬성이라는 평가가 있다. 이후 이듬해인 2007년에는 재차 기권한 바 있다.
이는 2007년 11월 유엔총회 결의 한 달 전 10월 3일 제2차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한
평화적 분위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이후부터는 꾸준히 우리 정부도 유엔 차원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적극 참여해
왔으나, 참여정부 당시까지 우리 정부의 태도는 매우 신중하였거나 혹은 소극적인
태도로 평가할 수 있음은 분명하다. 이와 같은 유엔 차원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 표4.와 같다.
표4.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결과 및 우리 정부의 입장35)
구분
연도

인권위원회

2003 2004 2005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59차) (60차) (61차) (7차) (10차) (13차) (16차) (19차) (22차) (25차) (28차) (31차)

표결
결과 28:10 29:8:
(찬:반 :14
16
:기권)
한국
입장

인권이사회

불참

기권

30:9: 22:7 26:6: 28:5: 30:3:
30:6: 27:6:
무투표 무투표
무투표
14
:18
15
13
11
11
14

기권

찬성

공동
제안,
찬성

공동
제안,
찬성

공동
제안,
찬성

공동
제안

공동
제안

공동
제안,
찬성

공동
제안,
찬성

공동
제안

35) 재인용, 전게서, 정영선, 189면 (원문: ｢2016 통일백서｣ 128쪽. 2016년도 자료는 ‘정영선’이 보완한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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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엔총회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60차) (61차) (62차) (63차) (64차) (65차) (66차) (67차) (68차) (69차) (70차) (71차)

표결
결과 84:22 91:21 97:23 95:24 97:19 103: 112:
111: 112:
무투표 무투표
무투표
(찬:반 :62
:60
:60
:62
:65 18:60 16:55
19:55 19:50
:기권)
한국
입장

기권

찬성

기권

공동
제안,
찬성

공동
제안,
찬성

공동
제안,
찬성

공동
제안,
찬성

공동
제안

공동
제안

공동
제안,
찬성

공동
제안,
찬성

공동
제안

이와 같이 국제적 차원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과 시도들을
하고 있었음에도 우리의 경우 2016년에 이르러서야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었는데, 이는
국내 정치를 양분하는 보수･진보 진영 간의 이념 지향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지점 중
하나가 ‘대북정책’이었고, 이로 인하여 서로 간에 양보 없는 싸움이 지속되었기 때문
으로 분석하는 것이 통설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현행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기 전에
2005년경부터 북한 인권과 관련하여 법안들이 발의되었음에도 2016년에야 제정된
상세한 과정과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현행 북한인권법의 내용에 대한
이해와 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의 기초가 된다.

나. 북한인권 관련 법안의 발의 현황 분석
북한과의 관계에서 인권이란 일반적으로 유엔의 세계인권선언(1948)을 기초로
작성된 유엔의 ‘시민적 권리와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상의 자유권(일명 B규약,
1973)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상의 생존권(일명 A규약,
1966)을 주된 관심으로 삼는다. 다시 말해서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해서는 신체
자유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권과 인간의 삶 자체에 관심을 가지는 생존권의 보장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제17대 국회인 2005년 8월 11일에 김문수 의원이 ‘북한
인권법’을 발의한 이래 2016년 3월에 여야합의에 의해 한국의 ‘북한인권법’이 제정
되기까지 북한 인권과 관련하여 다양한 형태의 법안들이 발의되어 많은 논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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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들은 통상 보수적인 관점에서 자유권을 중심으로 한 법안과 진보적 관점에서
생존권을 중심으로 한 법안으로 나누어진다.36) 북한인권 관련 법안의 주요 발의 현황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 북한인권 관련 법안의 발의 현황
※ 음영처리된 부분은 진보진영의 발의안임을 표시

국회
구분

제17대
(3개)

법안명

대표
발의의원

북한 주민의 인도적 지원및

황진하

인권증진에 관한 법률안

(한나라당)

북한인권법안

김문수
(한나라당)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정형근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한나라당)

북한인권법안

황우여
(한나라당)

북한인권증진법안

황진하
(한나라당)

대북관련
주요이슈

발의일자
2005. 6. 27.
2005 8.11
2007.10. 1
2008. 7. 4
2008. 7.21

 2004. 10. 미국
북한인권법 공표
 2005. 11. 17. UN
총회차원의 첫 북한

행정부
구분
노무현
정부
(제16대

대통령)
인권결의안 채택
03. 2. ~
 2006. 6. 일본 북한 08. 2.
인권법 공표
(3개)
 2006. 10. 9.
1차 북한 핵실험

북
한
인
권
법
고
찰

 2007. 10. 3. 제
2차 남북정상회담
 2008. 7. 금강산
관광객 피격

제18대
(5개)

북한인권재단 설립･운영에

홍일표

관한 법률안

(한나라당)

북한인권법안

윤상현
(한나라당)

2008.11.11

김동철
북한민생인권법안

북한인권법안
제19대
(11개)

북한인권법안

(민주
통합당)
윤상현
(새누리당)
황진하
(새누리당)

이명박
정부

2008.12.26

2011. 6.14

2012. 6. 1

 2009. 5. 25.
제2차 북한핵실험
 2010. 5. 19. 및
12. 16. 국가인권위

part
05

(제17대
대통령)
08. 2 ~
13. 2.
(11개)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결정문 발표
 2010. 3. 천안함
피격

2012. 6.15

36) 전게서, 윤철홍, 2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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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구분

법안명
북한인권법안

북한인권법안

대표
발의의원
이인제
(선진통일당)
조명철
(새누리당)

북한 주민

심재권

인권증진법안(철회)

(민주통합당)

북한 영유아 지원에 관한

정청래

법률안

(민주통합당)

북한인권법안

북한민생인권법안

심윤조
(새누리당)
윤후덕
(민주당)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관한 특례법안

인재근
(민주당)

북한주민 모자보건 지원에

심재권

관한 법률안

(민주당)
(새정치민주
연합)

북한인권법안

김영우

(5개 법안 통합안)

(새누리당)

행정부
구분

2012. 8. 20.
2012. 9. 5.

2012.11.15

 2013. 2. 12.
3차 핵실험

2012.11.19

2013. 3.29
2013. 7.25.
2013. 9.17.
2013.11. 4.

심재권
북한인권증진법안

대북관련
주요이슈

발의일자

2014. 4.28.

2014.11.21

 2013. 11. 장성택
공개처형
 2014. 2. UN북한
인권조사위, 김정은
정ICC 회부권고
내용포함 보고서
발표

박근혜
정부
(제18대
대통령)

 2014. 4. 10. 국가 13. 2. ~
인권위 북한인권법 17. 3.
제정 촉구 결정문
(6개)
발표
 2016. 1. 6.
4차 핵실험

2016. 2. 북한인권법안(대안)발의
2016. 3. 북한인권법(대안) 가결

위 표5.를 통해 현행 북한인권법 [법률 제14070호, 2016. 3. 3. 제정, 2016. 9.
4. 시행]이 제정되기까지 있었던 관련 법안들의 발의 현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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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노무현 정부 당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어, 유엔인권위원
회의 2003, 2004, 2005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이 있었고, 유엔총회차원의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 역시 2005, 2006, 2007 연속으로 있어왔다. 아울러 미국의
북한인권법(2004), 일본의 북한인권법(2006) 제정도 노무현 정부 당시 국제적
흐름이었다. 이 시기 국내에서 북한인권 관련 법안의 발의는 3건이 있었는데, 모두
보수진영의 법안들이었다.
② 2006. 10. 9. 1차 북한 핵실험, 2009. 5. 25. 제2차 북한핵실험, 2010. 5. 19.
및 12. 16. 국가인권위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결정문 발표하고, 2010. 3. 26.
천안함 피격 및 5. 24. 개성공단과 금강산 제외 방북 불허,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인도적 지원까지 모든 지원을 차단하는 것이 내용으로 하는 ‘5. 24 조치’ 이후인
2011. 6. 14.에 당시 민주통합당 김동철 의원이 「북한민생인권법안」이라는
이름으로 발의한 것이 진보진영 최초의 관련 법안 발의이며, 18대 국회의 마지막
관련 법안 발의이다.
③ 이후 현행 북한인권법을 가결한 19대 국회에서는 총 11개(철회법안 1개 제외)의
북한인권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고, 이 11개의 법안들을 기초로 국회 외교통일
위원장이 제안한 북한인권법(대안)이 19대 국회 임기 말인 2016. 2. 29.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6. 3. 3. 제정되었다. 19대 국회 11개의 관련 법안 중 5개는 진보
진영이 발의한 것으로, 이 중 4개의 법안은 2013. 3. 21. 유엔인권이사회가 북한
인권문제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며,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중대하고 조직적이며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조사하기 위해 독립적인 조사위원회(COI)를 설치하는 등
국제사회 차원의 북한인권 관련 대응 수위가 한층 높아진 이후 발의된 것이다.
④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의 명칭은 보수진영의 경우 모두 「북한인권법안」
이었으나 진보진영의 경우 「북한 영유아 지원에 관한 법률」(정청래), 「북한민생
인권법안」(윤후덕),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관한 특례법안」(인재근),
「북한주민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법률안」(심재권), 「북한인권증진법안」(심재권)
등으로 모두 명칭이 다름을 알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법안명이 다름을 떠나 논의의
쟁점이나 북한인권 관련 법안의 제정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에 기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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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정과정 분석37)
국제적 차원의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한 목소리로 점차 수렴하며, 강도
높아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 이르기까지 국내적 차원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관한 법제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주된 이유는 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보수 진영에 의하여 북한인권 문제가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되었거나, 그런 의도가 아니더라도 상대 진영은 그렇게 인식하고 대응
하였기 때문으로 분석하는 것이 대체적 견해이다.
예를 들어 보수진영은 인권의 보편성에 기초하여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하여도
국제사회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으나, 동시에 정치적으로 인권
이슈에 대한 냉전시대의 부산물이라 할 수 있는 자유권 증진에 중점을 두어온 것 역시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 정권에 의한 광범위하며 질적으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른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에 관하여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문제 해결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은 북한 주민 역시 대한민국 헌법상 국민이므로 당연한 국가의 의무라는
점에서 타당한 주장으로 사료된다.
반면 진보진영은 북한인권 문제가 개선되고 있지 않음에도 북한이 선군정치에 기초
하여 2006년 1차 핵실험을 강행하였음에도 2007년 10월 3일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기조를 이어가고자, 2007년 유엔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기권한 것과 같이,
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여 사회권 등의 확장을 이념적 기초로 하면서도
유독 북한인권 문제에 대하여 전략적으로 침묵해왔다. 즉,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자유권적 인권 그 자체보다는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통한 평화 정착과
북한주민의 삶의 질 개선이 보다 실질적인 함의를 가진 정책이라는 전략적 판단에
기초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달리 말하면 북한인권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실효적으로
북한주민의 인권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음에 반하여, 남북관계의 경색은 확실히
된다는 논리이다. 이에 대북 인도적 지원 강화를 통해 북한 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 실질적인 인권 증진을 위해 더욱 필요한 조치임을 주장해온 것이다.
37) 입법과정 분석에 관한 자세한 것은, ① 허준영, 김지혜, 북한인권법 입법과정에 관한 연구; 다중흐름모형을
중심으로, 韓國政策學會報 26, 2017, ② 김성조. 옹호연합모형분석을 이용한 북한인권법 입법과정의 분석,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7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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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03년 유엔인권위원회 차원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이후 매년 빠짐없이
북한인권결의안이 UN차원에서 채택되어 왔고, 2013년에는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중대하고 조직적이며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조사하기 위해 독립적인 조사위원회(COI)가
설치되었으며, 2004년 미국에서 북한인권법 통과, 2006년 일본에서 북한인권법안
통과 등 국제적 차원의 대응 수위가 한층 높아져 온 점, 2006. 10. 9. 제1차 북한
핵실험, 2008. 7. 금강산 민간인관광객 피격 사건, 2009. 5. 25. 제2차 북한 핵실험,
2010. 3. 천안함 피격, 2013. 2. 12. 제3차 북한 핵실험, 2016. 1. 6. 제4차 북한
핵실험 등 지속된 북한의 도발로 인한 국민적 피로감 증대 및 북한에 대한 국내의
적대적 여론 증가, 그리고 연장선에서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입법 제정 촉구 결정문의
국회 접수 등이 진보진영에서도 북한인권법 제정에 협조적(혹은 주도적)으로 나서게
만든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특히 2014. 11. 21. 김영우 의원(새누리당)의 발의 이후
한참 뒤인, 19대 국회의 임기가 만료되는 2016. 5.을 앞두고 2016. 2. 29. 북한인권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무르
익은 이유들도 있었지만, 2016. 1. 6. 3년 만에 재개된 제4차 북한 핵실험이 결정적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2. 제정과정에서의 주요 쟁점 분석
가. 2005. 8. 11. 김문수의원안과 현행법 북한인권법 비교
2005. 8. 11. 김문수 외 28인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안(이하 김문수의원안)은 북한
주민이 우리의 동포이자 헌법에 따른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재차 선언하고, 북한에서
벌어지는 광범위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하여 더
이상 침묵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로 제안되었는데, 이보다 앞선 황진하 의원의 「북한
주민의 인도적 지원및 인권증진에 관한 법률안」이 인도적 지원 문제에 중심을 두고
있는 데 반하여, 북한인권을 바라보는 문제의식 및 실행을 위한 구체적 규정들이 현행
북한인권법이 가지고 있는 주요 쟁점들을 포괄하고 있는 바, 북한주민의 인권을 위하여
국내적으로 발의된 최초의 북한인권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북한인권법 제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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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이 된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을 현행 북한 인권법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제정과정
에서의 주요 쟁점을 추출해보고자 한다.

(1) 목적 등
북한인권 개선과 대북 인도적 지원에 관한 국가의 책무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으로써 북한 주민의 기본적 인권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국가는 북한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제1항). 김문수의원안의 이러한 목적 등 규정은 현행
법의 입법취지와 대동소이하며, 실질적 내용상으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이하의 내용 분석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현행법의 모태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이할 만한 점은 목적 규정과 관련하여 인도적 지원에 관한
국가의 책무에 관하여 안 제3조 제4항을 통해 ‘국가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통해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구체화시킨 다음, 안 제5조 제1항을
통해 ‘통일부장관은 북한인권 개선과 대북 인도적 지원(이하 “북한인권 개선등”이라
한다)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까지 규정
하여 놓았다는 점이다. 김문수 의원이 당시 한나라당으로 보수진영으로 분류되는데,
이후 19대 국회에서 보수진영과 진보진영 사이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관한 입장 부분은
해당 법안만으로 평가하였을 때는 진보진영의 입장에 가깝다는 점이다.

(2)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통일부장관은 북한인권 개선과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현행법 역시 제6조에서 통일부장관으로 하여금 3년마다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을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부차원의 기본계획이나 집행계획이 1년 단위 보다는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
되어야 함이 고려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행의 주기가 3년인 점도 함께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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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인권개선위원회 및 북한인권자문위원회의 설치
북한인권 개선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개선
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북한인권 정책에 대한 자문을 청취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현행법은 심의･의결기구는 별도로 두지
아니하였고, 자문기구의 경우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라는 명칭으로 통일부에 두고
있다. 별도의 심의의결 기구를 두지 아니한 이유는 북한인권 개선에 관한 정책 결정
권한이 가지는 함의 상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이를 결정할 경우 자칫 정치적 논쟁을
낳는 등 정부의 대북정책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4) 북한인권대사의 임명

part
05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등의 활동에 협력하고 이에 관한 정부의 정책을 효과
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외교통상부에 북한인권대사를 두도록 함(안 제7조). 현행법 역시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위하여 외교부에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
북한 내에서의 인권침해사례와 그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기록･보존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두도록 함(안 제9조). 북한인권법 제정에
관하여 가장 첨예한 대립을 불러일으켰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를 김문수의원
안이 최초로 규정하였고, 현행법은 북한인권기록센터를 통일부에 두고 있으며, 3개월
마다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를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담당기구를 두도록
하였고, 해당 담당기구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이다.

(6) 실태조사 등에 관한 보고 의무
정부는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실태조사 및 보고는 ｢헌법｣ 제10조 이하에 규정된 기본권의 유형별･내용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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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하여야 함(안 제10조). 현행법은 더 나아가 북한주민 인권 실태뿐만 아니라
북한인권증진 추진 결과 및 개선 상황,. 국군포로 및 납북자의 송환, 이산가족의 상봉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추진 상황 및 이와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각각 수행한 사업 내역과 시행결과 및 평가 등에 관하여 모두 포괄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할 의무로 부여하였다

(7)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기획단 설치
통일부에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기획단을 설치하고, 정부는 납북자･
국군포로･이산가족 문제를 각급 남북회담에서 주요의제로 다루어야 함(안 제11조).
김문수의원안은 이와 같이 독특한 규정으로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기획단 설치를 주장하였는데, 이는 현행법에 없는 규정이다. 다만, 현행법은 제13조
에서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 정보수집･연구･보존･발간할 자료에 해당 내용들을 포함
시키고, 제15조에서 관련 사항에 대한 국회보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김문수의원안의
이러한 규정은 일본 북한인권법이 일본인 납치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에
기초하여 삽입한 조항으로 사료 된다.

(8) 북한주민의 정보접근권 확대를 위한 조치
통일부장관은 북한주민에게 정보가 자유롭게 전달･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시행하여야 함(안 제14조). 이 역시 현행법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규정으로, 이는
미국의 북한인권법 대북라디오 방송지원 증대(SEC.103.) 또한 정보의 자유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 의무 및 해당 정책에 대한 연간 2백만달러 예산 허용에 관한 규정(SEC.
104.)을 참조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와 같은 조항을 근거로 진보진영에서는
보수진영의 북한인권법에 대하여 ‘대북삐라지원법’38)이라고 폄하하기도 하였다.

(9) 북한인권재단의 설치
김문수의원안의 경우 북한인권재단설치에 관한 규정이 없다. 현행법의 북한인권재단
38) 뉴스1 2012. 6. 6.자 온라인 기사, ‘19대 국회 시작부터 '색깔론' 공방 가열…민주당 대대적 반격에 새누리당도
재반격’ 참조, http://news1.kr/articles/693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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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에 관한 내용을 보면 북한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남북인권대화 등을 위한
정책대안의 개발 및 대정부 건의, 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하고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및 이러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북한 내 인도적 지원
수요에 관한 조사･연구,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정책대안의 개발 및 대정부 건의,
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하고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및 이러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바, 사실상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민간단체들에 대한 지원 육성 업무 역시 도맡고 있다는 점에서, 보수진영의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주장이 어느 정도는 ‘재단설립’이라는 형태로 반영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 제정과정에서의 주요 쟁점 사항
위 김문수의원안은 이후 보수진영의 북한인권 관련 법안의 토대가 되었고 위 안은
현행법의 규정 내용과도 상당부분 유사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에 위 분석 내용에
기초하여 볼 때, 제정과정에서 주요한 쟁점 사항은 1) 인도적 지원에 관한 사항, 2)
국제적 협력 업무를 담당할 인권대사 등의 임명에 관한 사항 3)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북한인권재단 설치에 관한 사항 5) 기타 사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인도적 지원에 관한 사항
현행법은 제8조를 통하여 국가는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북한 당국 또는 북한의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도(引渡)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하고, 임산부 및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는 민간단체 등이 시행하는 인도적
지원에 대하여도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준수되도록 노력(관리, 감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인도적 지원이 정치상황에 관계없이 꾸준히 추진되어야 하는
국가의 기본적 의무임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아울러 필요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도기준에 따라 한다며, 국가에 의한 인도적 지원의 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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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하고 있다. 이는 진보진영이 발의한 법안들의 공통된 특징이 인도적 지원이 정치적
상황이나 여건과 관계없이 꾸준히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39)임에 비추어 볼 때, 보수
진영의 의견이 거의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임산부 및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규정은 정청래 의원이 2012.1.19 대표
발의한 「북한 영유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심재권의원이 2013. 1. 4. 대표 발의한
「북한주민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반영된 것이다.

(2) 국제협력에 노력할 대사의 임명
국제협력에 노력할 북한인권대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단순히 미국 북한인권법상의
북한인권특사(SEC.107.) 규정을 차용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해당 법안의 입법
취지가 국제적 차원의 노력에 상응하여 북한 인권 문제를 공조하여 해결하고자 한다는
인식의 유무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국제적 차원의 북한인권에 대한 대응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날로 강력해지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남북관계의 특수성보다는
인권의 보편성에 입각하여 접근한다는 의미라고 보아야 한다. 이에 현행법은 제9조에서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사항을 규정하면서 동조 제2항에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위하여 외교부에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이하 "북한인권국제협력
대사"라 한다)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적으로 보수진영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최종안의 기초된 11개 법안 중 보수진영 6개 법안 모두가 북한인권대사 임명
규정을 두고 있었다. 반면 진보진영의 5개 법안은 이러한 공조 노력을 할 대사 임명
규정을 전혀 두지 않았다. 다만, 인재근의원이 대 발의한 2013. 9. 17. 대표발의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지원에 관한 특례법안」은 인도적지원에 관한 정책조정 기구로
통일부에 인도적지원추진협의회를 두고 당해 협의회의 업무 중 하나로 ‘인도적지원에
관한 외국정부･국제기구･국제단체･민간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현행법상의 국제 공조와는 다른 의미로 보아야 한다.

39) 김문수의원안의 경우, 인도적 지원에 관하여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19대 국회 진보진영의 입장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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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 및 기능
독일의 잘츠기터 중앙기록보존소를 본 딴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는 김문수의원
안에서 최초 규정된 이후, 여야의 첨예한 논쟁의 핵심 쟁점이 되었다. 보수진영에서는
북한 정권의 인권침해자들에 대한 직접적 처벌은 현재 시점에서 어렵다고 하더라도,
간접적인 압력 수단으로서 독일 사례에서 보듯이 유효한 정책수단이며 나아가 통일
이후 과도기적 정의 구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주장하였다. 이에 반하여 진보
진영은 북한의 과도한 반발로 남북긴장관계가 조성되며 교류협력 증진을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에 위협이 될 가능성은 매우 높은 반면, 북한주민의 인권 실태 개선에 대한
실효성은 담보할 수 없는 정책수단이라 주장하였다. 실제 이 부분에 관하여는 인도적
지원 및 국제 공조에 관한 인식 차이에서와 마찬가지로 진영 간 다툼이 치열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다음 표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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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에 관한 19대국회 법안별 입장
구분

보수진영

진보진영

대표발의의원

발의일자

설치여부

설치기관

윤상현

2012. 6. 1

○

북한인권재단에 설치

황진하

2012. 6.15

○

법무부

이인제

2012. 8.20

○

국가인권위원회

조명철

2012, 9. 5

○

국가인권위원회

심윤조

2013. 3.29

○

국가인권위원회

김영우

2014. 11.21

○

법무부

정청래

2012.1.19

×

없음

윤후덕

2013. 7.25

×

없음

인재근

2013. 9.17

×

없음

심재권

2013.1. 4

×

없음

심재권

2014. 4.28

×

없음

위 표6.에서도 이러한 입장의 차이를 극명하게 대비해 볼 수 있다. 진보진영은 앞서
말한 논리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에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보수진영의 경우 향후
운영을 예상하여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할 기관에 대하여는 의견이 갈렸으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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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에는 모두 일관되게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다만, 진보진영의 윤후덕의원안의 경우
인도주의정보센터를 통일부 내에 설치할 것을 규정하였으나, 법규정의 맥락상 독일의
사례와 같이 ‘북한정권에 의한 인권 침해’에 관한 기록보존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현행법은 제13조에서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설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에 직접 명칭이 정해져있지는 않으나 제13조 제5항에 따른 법무부 담당
기구의 명칭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이다.

제13조(북한인권기록센터)
① 북한주민의 인권상황과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를 수집･기록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센터
(이하 "기록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기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고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수집･연구･보존･발간 등을
담당한다.
1. 북한주민의 인권 실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2.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과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하고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은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기록센터에는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북한인권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기록센터에서 수집･기록한 자료는 3개월마다 법무부에 이관하며,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를 보존･
관리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담당기구를 둔다.

현행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북한주민의 인권 실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이
바로 ‘북한정권에 의한 인권 침해 사례’에 관한 기록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설치기관에 있어서는 북한인권기록센터는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법무부에 설치하여, 어느 안의 입장도 반영되지 않은 제3의 결론으로 가결되어 제정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향후에도 이와 관련한 많은 논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 북한인권재단의 설치 여부
김문수의원안의 경우 재단설치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나, 북한인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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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의 토대가 된 19대 국회 11개 법안 중 5개 법안은 북한인권재단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었다. 공교롭게도 재단 설치를 규정한 5개 법안은 윤상현, 황진하, 이인제, 조명철,
김영우 의원이 각 대표 발의한 법안들로 모두 보수진영의 법안이었다. 보수진영 중에는
유일하게 심윤조의원안의 경우만 재단법인 설립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고,
진보진영의 법안은 모두 재단법인 설립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재단법인(財團法人)이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의 존재를 핵심 요소로 하는 법인
이므로, 원칙적으로 규정된 설립 목적 및 사업내용에 따라서만 지출이 가능하다. 이에
현행법을 살펴보면 제10조 제1항에서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북한
인권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이며 지도 감독권한은 통일부 장관에게 있다.(법 제11조) 또한
주요 사업은 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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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북인권대화 등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북한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나. 남북인권대화 등을 위한 정책대안의 개발 및 대정부 건의
다. 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하고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2.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북한 내 인도적 지원 수요에 관한 조사･연구
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정책대안의 개발 및 대정부 건의
다. 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하고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즉 설립 목적인 ① 북한인권 실태 조사 ② 남북인권대화 등 등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③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증진을 연구 및 지원사업 등을 주요 사업
내용을 하고 있다. 즉, 북한인권재단의 업무는 핵심적으로 북한인권정보센터(통일부)
및 북한인권기록보존소(법무부)의 업무를 보조하거나 민간차원의 유사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 및 그 외 기타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 수행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 역시 보수진영의 법안이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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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에서 폄하의 의미로 사용하였던 ‘대북삐라지원법’적인 요소 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규정이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는 모든 민간단체’에서 ‘제10조 제3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사업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제한됨으로써 사실상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5) 소 결
이상의 논의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7.과 같다.
표7. 주요쟁점에 관한 19대국회 법안별 입장
구분

보수
진영

대표발의
의원

발의일자

국제공조
대사임명

인권기록보존소설
치여부(설치기관)

북한인권
재단

윤상현

2012. 6. 1

○

○(재단)

○

황진하

2012. 6.15

상동

○

○(법무부)

○

이인제

2012. 8.20

상동

○

○(인권위)

○

조명철

2012, 9. 5

상동

○

○(인권위)

○

심윤조

2013. 3.29

상동

○

○(인권위)

×

김영우

2014. 11.21

상동

○

○(법무부)

○

정청래

2012.1.19

지속적지원
(영유아)

×

×

×

윤후덕

2013. 7.25

(통일부 내 별도
담당 기구신설)

×

(인도주의
정보센터)

×

지속적지원

×

인재근

2013. 9.17

(인도적지원기본･
집행계획수립의무)

(인도적지원
추진위원회)

×

×

심재권

2013.1. 4

×

×

×

×

×

×

인도지원
인도지원시
준수사항 규정

지속적지원

진보
진영

지속적지원
(영유아+임산부 등)

×

지속적지원
심재권

2014. 4.28

(협의회 및 사무소
설치)

앞서 분석하지 않은 기타 특이사항으로는 민간단체 지원과 관련하여 심윤조의원안
만이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을 뿐, 보수진영의 법안들이 보다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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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황진하의원안, 이인제
의원안, 조명철의원안의 경우 재단을 통한 지원 외 별도의 조문으로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점이 특색이다. 그 중에서도 조명철의원안의 경우 국내
민간단체, 국외민간단체, 북한민간인권단체 등을 상세 구분한 후 각각의 민간단체에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이 특색이다.
또한 이인제의원안의 경우 초기 김문수의원안에서의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기획단 설치 및 북한주민의 정보접근권 확대를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특색이라 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일본의 북한인권법 후자의 경우 미국의 북한인권법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후자의 경우와 민간단체 지원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진보진영이 비판하는 ‘대북전단살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법’으로 공격
받을 소지가 다분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외 진보진영의 법안들은 영유아 혹은 모자 등에 관한 취약계층 등에 관한 인도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거나, 포괄적인 인도주의에 입각한 지원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현행 북한인권법과는 상당한 격차가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법안의
가장 공통된 특징은 인도주의에 입각한 북한 주민에 대한 지속적 지원에 관한 방안을
담고 있다는 점이며, 국제적 차원의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대응에 발맞추는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으로서의 인권문제 접근 방식은 없거나 매우 소극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현행 북한인권법은 그 간 보수진영이 주장해왔던 바가 사실상 대부분
관철된 내용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특정계층에 대한 우선 지원 혹은 특정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제한 등 영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진보진영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북한인권법 제정의 의의
북한인권법 제정의 의의는 크게 정치적 의의와 법적 의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
볼 수 있으며 세부쟁점별 의의에 대하여는 목차를 달리하여 북한인권법 운영상의
제문제에서 문제점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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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정치적으로 볼 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5. 8. 김문수 의원의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법안이 상정된 이래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19개의 법안이 상정되었고, 그
사이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여러 움직임들이 있어왔다. 그럼에도
북한은 북한주민의 인권문제에는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4차에 이르는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국제사회의 노력을 무색케 하였다. 그 가운데 북한인권법안의 제정을
둘러싸고 우리 사회도 보수･진보로 나뉘어 ‘남남갈등’으로 표현되는 사회적 갈등을
겪어왔다. 보수진영은 북한인권법이 제정되면,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북한의 인권
실태를 조사･기록하게 됨으로써 북한 당국에 의한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침해 현황을
간접적으로 압박하여 자제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북한주민의 인권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반면 진보진영에서는 이미 민간 차원에서
사단법인 북한인권정보센터 등이 북한인권법안들이 규정한 것과 같은 활동을 해오고
있었으며, 정부 차원에서 굳이 같은 활동을 하여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로
맞서왔다. 오히려 인도적 차원의 지속적 지원이 북한인권 개선을 실질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하여 온 것이다. 그러한 끝에 북한인권법이 보수진영이 상정한
법안을 중심으로 여야할 것 없이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되어 제정되었다. 이러한 점은,
이념을 넘어 인권의 보편적 가치 지향이 남북 간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북한인권 문제에
있어서도 예외일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 법적으로는 헌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지배권이 북한 지역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북한 주민에 대한 실질적이며 실효적인 조치들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나, 북한인권법의 제정을 통해 북한 거주 주민에 대한 남한 정부의 직접적인
의무와 노력을 법으로 구체화시켜 최초로 규정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즉, 헌법상으로는 북한주민도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들의
기본권 보장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북한인권법의 제정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북한주민에 대한 기본권 등 인권 보장을 위한 체계적 노력에
관한 법적 근거가 최초로 마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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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북한인권법 운영상의 제문제에 관한 고찰
(1) 인도적 지원에 관한 사항
현행법은 인도적 지원이 정치상황에 관계없이 꾸준히 추진되어야 하는 국가의 기본적
의무임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구체적 조문의 내용은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2장의
곤경에 처해 있는 북한주민에 대한 지원(assisting north koreans in need)의
참조하여 만든 것으로 보이는 보수진영의 법안이 사실상 그대로 통과되었기 때문이다.
즉, 당해 내용은 인도적 지원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였다기보다는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할 경우에 따라야 하는 원칙에 대하여
규정하여 놓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현행법상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part
05

북한인권법 제2조(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북한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이하 "북한인권증진"이라 한다)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북한인권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노력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북한인권법 제8조(인도적 지원)
① 국가는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북한 당국 또는 북한의 기관에 제공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도(引渡)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2. 임산부 및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
② 국가는 민간단체 등이 시행하는 인도적 지원에 대하여도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준수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북한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북한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이며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헌법 제3조에 따르면 북한 주민 역시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그러나 북한 주민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 당국에 의하여 광범위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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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에 기본적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증진을 위한 핵심은 북한 주민에 대한 체제불법적 행위를 금지시키거나 하지
못하도록 압박할 수 있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다급한 생존권의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 등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인권법안은 “국가는 북한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도, 인도적 지원에 관하여는 소극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할 경우 따라야 하는
원칙(제한사항)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다. 아무리 보수진영의 논리가 중심이 되어 현행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크던 작던 간에 필요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관한 국가의 책무나 구체적 지원 규정이 미비한 점은 분명 개선의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2) 국제협력에 노력할 대사의 임명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북한인권법에 규정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외직명대사의
지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법의 입법 취지가 국제적 차원의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대응과 맥락을 같이하면서 협조를 해나갈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인식을 가르는
문제라 할 수 있다. 현행 북한인권법은 제9조에서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
사항을 규정하면서 동조 제2항에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위하여 외교부에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40)(이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라 한다)를 둘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다. 이에 이정훈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선정되어 활발한 활동41)을
40) 대외직명대사란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에게 특정한 목적과 기간을 정하여 대사의 대외직명을 부여하는 우리의
법적제도입니다. 대외직명대사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므로 외무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임명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2에 임명근거를 갖고 있다.
(외교부:http://www.mofa.go.kr/introduce/oranization/foreignmatter/foreignmatter/index.jsp?me
nu=m_70_20_30&tabmenu=t_1 참조)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대외직명의 지정) 대통령은 정부대표 또는 특별사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특명전권대사 또는 대사(大使)의 대외직명(對外職名)을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해임) ① 정부대표 또는 특별사절 및 그 수행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담당한 임무가 종료된 때에 그 직(職)에서 해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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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오고 있다. 국제적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무보수 명예직으로 조금이라도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협력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바, 구글에 정식 영문직함인 ‘Ambassador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로
검색한 결과 942,000여개의 검색 결과(2016. 9.기준)가 나타나는 바 적지 않은 활동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이 국제적 차원의 북한인권 문제
대응에 공조하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북한인권의 현실을 국제적으로 보다 널리
알리고, 그 해결의 필요성에 관하여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본다. 그러나 비단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문제를 떠나 국제공조의 관점에서 현재
국제적 차원의 대응이 날로 대응 수위가 높아져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러한
대응이 자칫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 무력적 제재수단이
논의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는 점
역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3)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기관의 문제
독일의 잘츠기터 중앙기록보존소를 본 딴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는 김문수
의원안에서 최초 규정된 이후, 여야의 첨예한 논쟁의 핵심 쟁점이 되었다. 보수진영의
19대국회 법안들은 예외 없이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 내용을 담고 있었던 반면
진보진영의 19대국회 법안들은 예외 없이 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았음에 비추어 볼
때에도 핵심 쟁점이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현행법은 보수진영의 법안에 기초하여
제정된 것인 만큼 보수진영의 법안을 검토해보면, 설치 자체에는 모두 찬성하였던 반면
설치기관에 있어서는 북한인권재단,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으로 의견이 분분
하였다.
이에 관하여 송인호･최귀일은 ‘북한인권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고찰; 북한인권
기록보존소 설치의 필요성을 중심으로’(2012) 연구를 통해 발의되었던 법안과 학계
41) 2016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활동 현황 참조 [제6회 샤이오 인권포럼 참석(10.13, 서울) 제20차 체코포럼
2000 계기 북한인권세미나 환영사(10.18, 프라하) 북한인권 관련 라운드테이블 참석(10.19, 로마) 를린 자유대학
한국학연구소 및 독한협회와의 간담회 참석(10.20-21, 베를린) 유사입장국 주한공관장 초청 북한인권 간담회
참석(11.15, 서울) 한･미･일･호･EU 공동주최 북한인권 패널 토의 행사 참석(12.1, 뉴욕) John Jay College
주최 북한인권 세미나 기조연설(12.5, 뉴욕) 日 정부 주최 북한인권 패널 토의 행사 참석(12.10, 도쿄)]

2017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241 

part
05
북
한
인
권
법
고
찰

part 05

북한인권법 고찰

실무자들의 관련 연구들을 두루 검토하여 국가인권위설, 통일부설, 법무부설, 특수
법인설 등으로 주장들을 분류하고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 국가인권위에 두어야 한다는 견해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 연구하고 이를 정리하는 곳으로서 이는 국가인권위의 고유 기능 중 하나라는
점, 법무부는 행정부처로서 북한으로부터 내정간섭 논란거리를 제공할 수 있어서
부적절하다는 점, 인권기록은 비단 형법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인권규범에 반하는
반인도적 범죄를 기록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논거로 들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권고적 기능에 그친다는 한계가 있고, 향후 소추를
고려한다면 인권침해 대한 최초의 기록방식도 소추를 염두에 두고 정리되어야
할 것인데, 국가인권위는 아무래도 소추를 유념한 기록, 수집에는 한계가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42)
2) 통일부 또는 북한인권재단에 두어야 한다는 견해는, 통일부는 통일 전담 행정부처
로서 통일에 관련된 가장 전문화된 부처이고, 북한으로부터 내정간섭 등의 비판을
가장 적게 받을 수 있는 곳이 민간재단임을 감안하면 북한인권재단을 민간재단
으로 설립하고 이를 통일부 산하에 둠으로써 업무를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통일부는 교류협력 및 대북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교류협력의 주체가 북한인권침해사안을 기록하는 역할까지 담당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다.
3) 법무부에 두어야 한다는 견해는 기록보존소 업무의 특성상 인권 옹호 및 법무를
담당하는 법무부가 적절하다는 점, 수사와 형사처벌이 가능한 기관에 인권침해

42) 이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 요지 (2014. 4. 10.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권고’ 결정문
참조)
① 국가인권위원회를 배제하고 통일부를 북한인권의 주무기관으로 하는 것은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배치된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에 관한 업무와 북한주민의 인권에 관한 업무를 서로 다른 국가기관이
담당한다는 것은 북한주민이 동족임을 전제로 한 헌법 규정과 인권의 보편성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② 북한당국과 협상 또는 협의 파트너(창구)인 통일부가 북한인권법의 주무부처로서 ‘인권’ 문제를 제기할 경우
북한으로부터 내정간섭이라는 반발과 함께 전반적인 대북정책과 연계되어 남북관계 전체가 경색될 우려가
있으며, 남북대화를 주 업무로 하는 통일부의 대북 교섭력을 현저히 약화시킬 것이다. 통일정책과 인권정책은
분리되어야 상호 간섭 없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다.
③ 북한인권 문제는 주요한 국제이슈로서 국제적인 공조･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민간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이
이를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242  법제처

기록을 보관해야한다는 점), 잘츠기터중앙기록보존소 역시 검찰청에 소속되어
있었고 실효성이 높았다는 점을 논거로 주장하고 있다.
4) 특수법인설은 지금까지의 민간의 노력과 성과를 존중하여 수사능력과 법률지식을
갖춘 법조인과 북한 인권 관련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반관반민의 독립된
특수법인으로 설치하는 민관협동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한다.43)
문제는 엉뚱하게도 현행법 규정이 북한인권정보센터는 통일부에 두고 3개월마다
해당 정보를 법무부로 이관하여 법무부 내에 별도의 기관(북한인권기록보존소)을 설치
하여 보존･관리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생각건대, 통일부는 통일 전담 행정부처로서
통일에 관련된 가장 전문화된 부처로 기존에 3만에 이르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보 및 대응 매뉴얼 등으로 대부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터뷰 등에 의하여 축적될
인권침해 관련 정보를 조사 수집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가지고 있는 점이 1차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이 필수적으로 거쳐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정착지원시설(하나원)의 설치
및 관리의 주체가 통일부라는 점 역시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체제불법 등 청산을
위한 소추기록으로써 북한인권 정보가 관리되도록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서 북한인권
기록보존소를 설치하여 해당 자료를 3개월마다 이관받아 보존･관리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논리로 규정된 것이라면 일응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일부
원본관리의 주체 등에 관한 중복 등 문제 지적44)이 있으나 법률의 규정상 통일부의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수집･기록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이고(제13조 제1항), 기록의
보존･관리의 주체는 법무부로 규정(제13조 제5항)하고 있다는 점, ‘이관(移管)’의
사전적 의미가 ‘관할을 옮김’ 혹은 ‘옮기어 관할함’인 점에 비추어 보아도 원본 기록의
보존･관리 주체는 법무부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북한주민의 인권 실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등을 수행하면서도 이에 관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수집･연구･보존･발간 등을 담당한다고 규정하여 ‘보존’의
사용하고 있어 이 부분에 관하여는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43) 송인호 외1, 북한인권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고찰;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인권과
정의 429, 2012, 156~157면
44) 전게서, 윤철홍, 2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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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건대, 처음부터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가 통일될 때까지 29년 동안 약 4만
여건의 인권침해사례를 수집･정리한 잘츠기터 중앙기록보존소를 모델로 하였던 점,
북한인권 침해 사례를 수집 정리하는 목적이 첫째 현재의 북한 인권 침해 사항에 대한
간접적인 압력수단이며 둘째, 향후 통일 이후 과도기적 정의 구현 즉 체제불법청산의
기초자료인 점, 단순 인권 침해 사례가 조사된 날 것의 자료와 이것이 소추를 위한
정보로 재정리되는 것에는 차이가 있는 점, 그러한 취지의 정보 정리 및 보관은 법률
전문가이면서 소추기관인 법무부가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북한
인권기록보존소는 법무부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이에 관한
기초 자료 조사를 담당할 기관은 현재 법무부 내에 역량이 모자란 경우 특수법인설
에서와 같이 민관협동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장기적으로는 법무부가
인력을 확충하여 모두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통일부의 경우 교류
협력 및 대북창구 역할과 동시에 북한인권침해사안을 기록하는 역할까지 담당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북한이 교류협력의 전제조건으로 해당 기관의 폐지를 요구할
가능성･정부가 바뀔 때마다 그 운영의 기조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실적 전문 인력의 확보 차원의 문제를 감안하더라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난 10년 이상 민간차원에서 수집 집적한 자료 및 이를
통해 축적된 자료 수집 정리의 노하우 등은 충분히 숙고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정부
차원에서 자료를 수집･정리･보관하는 경우에도 민간 차원의 같은 노력이 사장되거나
중단 혹은 약화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히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어찌되었든 잘츠기터 중앙기록보존소를 모델로 한 북한인권기록센터(통일부) 및
북한인권기록보존소(법무부)가 북한인권법을 통해 설치됨으로 인하여 북한에 의한 인권
침해를 역사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기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북한 당국에
의한 무자비한 인권 침해가 간접적으로나마 줄어들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잘츠기터
중앙기록보존소는 통일될 때까지 29년 동안 약 4만 여건의 인권침해사례를 수집･
정리하였으며23), 동독 정권의 인권침해자들에 대한 간접적인 압력수단으로서의 기능,
동독 주민에 대한 심리적 기대기능 등을 수행했다고 평가된다. 특히 동독정권담당자의
불법행위를 형사소추 하는데 필요한 증거자료를 수집･보관하고 있는 특별한 기관
으로서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되며, 또한 통독 이후 ‘인권과 통일에 대한 학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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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장소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비록 중앙기록
보존소를 둘러싼 동서독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동서독간의 교류협력이 다소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동서독간의 교류협력에 있어서 동독측의 동기로서 가장 중요했던 요소가
경제적 요인이었기에 동서독간의 교류 및 협상이 중앙기록보존소의 존재로 인하여
불가능하게 된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45)

(4) 보호대상 범위 등의 문제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유엔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
인권규약에 규정된 자유권 및 생존권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면서(법 제1조), 여기서 말하는 북한주민에 대하여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며 이 지역에 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법 제3조) 또한 우리 헌법 제3조 규정에 따라 북한주민 역시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된다. 그렇다면 북한에 거주하던 그렇지 않던 제3국 국민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아야 하고, 굳이 개별 법령상의
규정에 따를 때 북한에 거주 혹은 거주하였던 주민은 ‘북한주민’이거나 ‘북한이탈주민’
이거나 둘 중 하나에 해당한다. 이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의 규정을 보면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의미한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주민이나 북한이탈주민도 아닌 제3의 영역에 있는 자들에 대한
보호 규정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일례로 현재 국내의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북한에 한 번도 거주한 적이 없이 북한을 이탈한 여성이 중국과
같은 제3국에서 중국인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이다. 흔히 비보호 청소년으로 분류되는
이들에 대한 보호규정의 부존재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와 마찬가지로 현행 북한인권법에서도 문제가 된다. 또한 북한을 이탈한 주민 중
거의 대다수가 중국을 1차적으로는 거치게 되는데, 정착 가장 위급하면서도 중대한
위험에 노출된 경우라 할 수 있다. 이들에 대한 보호규정 역시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
45) 전게서, 송인호 외1, 1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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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북한인권법 제10조 제3항 라.목에 따라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하는
시민단체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아 일부 보호의 가능성은 규정된 것으로
보이나, 엄밀히 북한을 벗어난 북한 주민의 경우 현행법상 북한이탈주민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북한인권법에 따른 보호 및 지원 대상인지는 불분명하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역시 이들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미국 대통령은 북한정부의 허가 없이 탈북한 주민들
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단체’나 ‘개인’들을 원조할 수 있다. 여기서 ‘원조’는
북한출신의 난민, 귀순자, 이주자, 고아들에게 난민캠프나 임시 거처를 마련해 하거나
인신매매의 희생이 된 탈북 여성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를
위해 2005∼2008년 회계 연도 간 매년 2,000만 달러의 지출을 승인한다.‘(Sec. 203)고
매우 구체적인 보호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나아가 대한민국 헌법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이 한국 헌법에 따라 향유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적 취득권을 이유로, 미국으로의
난민 또는 망명 신청 자격을 제한 받지 않도록 한다(Sec. 302).고 규정하여, 실질적으로
북한을 이탈하여 위험에 처한 북한 주민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미국 등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후원국과 UNHCR은 최고위급에서 지속적
으로 중국 정부에 대하여 중국 내 탈북자들에게 방해받지 않는(자유로운) 접근을 유엔
인권위원회(UNHCR)에 허용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도록 촉구해야 한다. 중국 정부가
유엔인권위원회에 대해 탈북자들에 대한 접근을 거부한다면, 유엔인권위원회는 ‘유엔
인권위원회 임무협정’(UNHCR Mission Agreement) 제16조에 따라 중재자를 임명
하고 중재절차를 개시해야 한다(Sec. 304)는 규정까지 마련하고 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의 북한인권법 Sec. 302 규정에 대하여는 신중하게 우리
정부의 태도를 정리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고, Sec. 304 규정의 경우에는 중국과의
현실적 외교적 마찰을 우려하여 규정 마련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Sec.
203 규정의 경우, 재론의 여지없이 우리의 북한인권법에도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북한주민인지, 북한이탈주민인지 법률의 정의 개념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북한 정권에 의하여 현존하는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하여 전방위적으로 보호
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마련될 때, 진정한 의미의 북한인권
법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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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어
본 연구는 북한인권법의 제정의 근본적 이유가 된 북한인권 문제의 실태를 짚어 본
후 국제적 차원의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첫째, 국제연합(UN)차원의 대응
으로서 유엔인권위원회, 유엔총회, 인권이사회가 2003년 이래 그 간 채택해 온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유엔 차원의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지속적
노력과 대응은 일부 한계에도 불구하고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오고 있었으며, 국제
사회의 관심과 공론화를 이끌어 내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의문의 여지없이 큰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오히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유엔 차원의 강력한
조치들이 한반도의 긴장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평화원칙에
입각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교적으로 노력하는 것 역시 잊지 말아야 할 지점임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이루어진 개별 국가 단위의 대응으로서
미국(2004), 일본(2006), 한국(2016)의 북한인권 관련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 후
3국의 법을 비교함을 통해 이후 논의할 한국의 북한인권법 고찰의 이해를 가져본 바,
특징적으로 미국은 비록 ‘미국식 민주주의와 자유의 확산정책’의 일환으로 정치적
목적으로 가진 것으로 분석할 여지도 있었으나, 북한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존중과
보호를 증진을 주요 목적으로 하여 이를 구체화한 정책수단과 예산규정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을 살펴본 바 있다. 일본의 북한인권법의 경우
일본사회에서 큰 사회문제였던 ‘일본인 납치사건’이 법제정의 원동력이었고, 내용
검토를 통해서도 일본인 납치 문제 및 북한 당국에 의한 일본인의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대응에 무게 중심이 쏠려 있고, 실질적이며 강력한 조치들의 경우 북한 당국에
의한 일본 국민에 대한 인권 침해에 한정하여 발동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되었다. 그럼에도 미국에 이은 세계 두 번째 개별국가 차원의
북한인권 문제에 관한 법률로, 북한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계몽주간 설정(제4조),
국제적 연계의 강화(제6조) 등은 국제적 차원의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대응과 일맥
상통하는 것으로 의의가 있음을 살펴본 바 있다. 이러한 미국과 일본의 북한인권법을
한국의 북한인권법과 입법목적, 인도적지원, 납치문제, 강제조치규정의 존부, 북한인권
특사, 탈북자보호 지원, 국제협력, 연차보고서, 북한인권기록 등의 항목에 기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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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검토하며 한국의 북한인권법의 주요 내용을 국제적 대응 차원의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노력의 연장선에서 이해해보고자 하였다. 이후 본 연구의 핵심 주제라 할 수 있는
한국의 북한인권법을 고찰함에 있어서는 앞선 내용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2005. 8.
김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법을 필두로 총 19개의 상정 법안을 간략히 짚어본
후, 현행 북한인권법의 기초로 검토된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11개 법안을 중심으로
제정과정에서의 있어왔던 주요 쟁점과 대립사항들을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제정과정
에서는 보수･진보 진영 간 입장 차이에 따라 첨예한 대립항들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고,
대표적인 대립항으로 인도적 지원에 관한 입장 차이, 국제적 차원의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대응 태도와의 공조 노력 여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한 입장
차이, 북한인권재단의 설치 여부 등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과정 끝에 제정된
북한인권법 제정의 의의를 정치적 관점과 법률적 관점에서 개별적으로 분석하였고,
끝으로 향후 운영상의 제문제로 지속적이며 일관된 인도적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 국제공조 노력의 필요성 및 유의점,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적절한 설치
기관의 문제, 보호대상 범위의 확장 문제 등에 관하여 검토해 보았다.
북한 당국에 의한 북한주민 혹은 북한을 벗어난 자에 대한 인권 침해의 수준이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전략적으로 침묵하기에는 도저히 용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북한인권법의 제정은 오히려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본다.
제정 과정에서 진영 간의 핵심적인 대립항은 역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 문제
였다고 볼 수 있고, 그 기저에는 인권의 보편성과 상대성 간의 대립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대응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전략적으로 침묵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인권법의 제정을 계기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접근이 정치적 논쟁으로 비화되지 않고, 인권의 보편성에 입각하여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 보수진영의 경우 자유권 중심의
인권접근 논리만을 먼저 내세우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진보진영의 경우
사회권만을 우선순위로 내세우면서 남북교류협력의 증진만이 현실적인 북한인권증진
방안이라는 논리를 지속하지 말아야 한다. 이에 보수진영도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에
관하여 지원시의 지켜야 할 제한으로서의 제반 원칙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대승적
차원에서 인도주의적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고려할

 248  법제처

필요성이 있다. 인도주의적 지원을 배제한 북한인권기록은 북한인권 문제를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당장의 실효적 인권
개선 방안인 인도적 지원을 도외시 체, 체제불법 청산 논의에만 매몰되는 것은 냉전
주의적 사고 방식의 산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반면 진보진영의 경우 더 이상 북한
인권기록센터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 여부 자체에 관한 논쟁을 그만두어야 한다.
오히려 건설적 방향에서 북한인권기록을 조사하고 보관할 수 있는 후속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현행 북한인권법은 보수진영의 법안들이 대부분의 줄기를 형성하고
있는 바, 보수진영은 애초에 입법 목적 이면에 진영논리에 기초한 정치적 이익이 내재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이상 향후 운영에 있어서는 정치적 이념
논리를 떠나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비정치적으로 지속적으로 일관된 운영이 가능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의 문재인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 추진 원칙 견지’46)를 향후 계획으로 표방하고 있는 만큼 보수
진영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현행 북한인권법은 상당 부분에서 ‘미국식 민주
주의와 자유의 확산정책’과 연동된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는 바 이 부분에 관한 반성적
고찰 역시 운영과정에서 유념해야할 부분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규정들은 자칫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여 이를 개선하고자하는 소기의 목적 달성보다 한반도
긴장을 유발하는 역효과만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모든 대북관련 정책은
기본적으로 거시적 관점에서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틀 안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북한인권법 역시 그 운용과정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절한 운용의 묘를 발휘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관한 국제 공조 노력도 끊임
없이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현행 북한인권법이 개선되고 또
운영되어 나간다면 분명 점진적이나마 북한의 인권 문제를 개선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되며, 나아가 큰 틀에서 평화통일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 완전한 통합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과도기적 정의의 구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46) 통일부, 2017년도 북한인권증진집행계획, 2017.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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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서론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의 사망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1994년 7월 8일 김일성
사망 당시와 마찬가지로 북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 군부 집단지도체제가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 후견인(장성택)의 섭정체제로 정치체제가 유지될 것이라는 예상
등 다양한 주장들이 제기되었다. 북한의 급변사태 혹은 군부의 쿠데타 가능성과 같은
사건이 실제로 발생하기 위해서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영역에서 변화가 감지
되어야 한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정치･사회의 영역에서는 기존의 틀을 유지
하면서 체제를 공고화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북한의 정책이 급변하거나
체제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경제관련 법･제도적인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구축하면서 변화된 모습을 대외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북한
당국이 김정일 시대에 이어 김정은 시대에서도 경제에서의 법률을 지속적으로 제정
또는 개정을 하는 것은 만성적인 식량난과 경제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변화를 추구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1)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기 이후로 본격화된 경제문제와 만성적인 식량난 해결을
위하여 북한 당국은 대외적으로는 개방을 추진하고, 대내적으로는 시장화를 촉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다. 그러나 북한 사회에서 이와 같이 경제에서 개방과 시장화는
작금의 김정은 체제를 위협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김정은 시대의 북한은 개혁･개방과
시장화를 통한 경제발전을 이루는 방안과 폐쇄적인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체제의
위협요인을 최소화하는 방안 사이의 딜레마에 봉착해 있다. 김정일 사망 이후 지난
6년간 북한은 국가가 시장을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장화 현상을 용인하는
전략으로 경제의 발전과 통제를 동시병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북한 전역에는 400여
개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 수치는 지난 10여년 간 크게 변동이 없이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다.
2012년과 2013년, 2014년 「신년공동사설」에서 북한 당국은 ‘경공업과 농업은 경제
건설의 주공전선’이라면서 경제와 관련하여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한바 있다. 북한의
1) 한승호, “김정은 집권 전후 북한 보도매체를 통해 본 정치사상 변화 연구”, 『2014 신진연구 논문집 통일부 –
북한 및 통일관련-』 (서울 : 통일부, 2014), p. 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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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와 관련된 법제를
분석해야 한다. 북한 체제 특성상 법이 장식적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사회의 변화상을
반영하고 있다. 예컨대 북한은 2012년 개정헌법을 통하여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2013년 헌법에는 12년 의무교육 제도를, 2016년 헌법에서는 국방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무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각각 명시하면서 사회의 변화상을 헌법에 수용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당국의 농업조치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된 법제 분석을 통하여 농업
부문의 변화상을 고찰할 수 있으며, 정책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의 농업과 관련된 법제 동향을 고찰하고, 농업 법안을 평가하고자 한다. 북한의
법제 분석은 문헌 분석을 통하여 김정은 시대의 북한 법제를 이해하고자 한다. 나아가
북한 사회에서 농업 법안이 갖는 의미를 고찰하고, 정치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함의를 찾아 볼 것이다.

2장 북한에서의 법 위상과 농업법제 구성내용
1. 북한에서 법의 위상
2004년 8월 북한이 첫 번째로 출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대중용)」은 총
1,095쪽이며, 사회주의 헌법을 비롯하여 총 112개의 법이 있다. 1998년 개정된
사회주의 헌법에서 북한은 국가의 권력과 공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내용을 사회주의
헌법 ‘제1장 정치’와 ‘제5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에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북한
헌법 제5장 제63조를 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라고
적혀 있다. 이는 국가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을 일치시킴으로써 공민의 기본권보다
집단주의 원칙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따라서 북한 헌법
제5장에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사실상 법을 통하여 개인의
이익을 보호 받기에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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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사상과 령도업적은 조선혁명의 만년재보이며 조선민주
주의인민공화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기본담보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김일성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며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 나갈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김일성
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 헌법이다.2)

2012년 개정헌법을 통하여 북한은 기존의 ‘김일성 헌법’을 ‘김일성-김정일 헌법’으로
개칭했으며, 위 문구에 드러나듯이 북한에서 헌법은 김일성의 사상과 업적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북한에서 법은“당의 노선과 정책 집행을 보장하는 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로동당 규약이 헌법보다 상위의 규범이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수령의 교시와
로동당 규약이 최고의 규범이며, 헌법은 당의 통치수단에 불과한 것이다.3)
1992년 개정 헌법 제3조에서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
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이 수령의 의도나 주체사상을 반영한 당의
정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주는 대목이다. 북한 당국의 이러한
기조는 김일성-김정일 시대에 이어 김정은 시대에서도 변함이 없으며 2009년과
2012년 개정헌법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당의 노선을 반영하고 있다.4)
북한의 법이 당의 노선 혹은 당의 정책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유는
당의 유일적 영도와 혁명적 수령관을 정당화시키는 근거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5) 이처럼 북한은 당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국가기관은 당의 의사를 그대로
집행한다는 점에서 당이 지배하는 체제이다. 북한에서 헌법은 최고의 규범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이 갖는 의미와 위상이 현실과 다르게 반영될 수 있다. 북한의 규범적 체계를
이해하고 사회의 변화상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로동당 규약과 헌법을 동시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2) 법률출판사 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대중용)』 (평양: 법률출판사, 2004), p. 7.
3) 1998년 개정헌법 제1장 11조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2009년, 2012년 개정헌법 제3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 오진혁, “사회주의헌법제정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역할”, 『정치법률연구』2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3),
p.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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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 농업법제 구성내용
북한 농업의 기준은 1964년 2월 25일 김일성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8차
전원회의에서 발표한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이며, 이는 농업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문헌이다. 이 문헌은 북한에서 ‘농촌강령’, ‘농촌테제’로 불리며
농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주의 농촌건설의 지도적 지침이다. 북한 사회주의
체제에서 농촌문제의 본질과 농촌문제 해결을 위한 원칙과 방안이 담겨있는 것이
특징이다.6)
[그림 1] 북한의 농업 관련 규범 체계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1964)

농업협동조합기준규약
(1958, 1959)

part
06

사회주의 헌법(1972)

토지법

토지
임대법

하천법

농장법

농업법

농작물
종자
관리법

과수법

농약법

량정법

참고 : 박건우, “복합농촌단지 조성을 위한 법제도적 지원 방안 연구”, 『2015 남북법제연구보고서』 (서울: 법제처,
2015), p. 85.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는 북한이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물질적･
기술적･문화적으로 낙후한 농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사회주의
농촌테제는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 등의 3대 혁명을 통한 사회주의의 완성,
6) 통일교육원 편, 『북한 지식 사전』 (서울: 통일교육원, 2016), p.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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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당 우위의 지도 방침 등 북한의 농업정책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7) 위 [그림 1] 에 보이듯이 북한의 농업관련 최고의 규범은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이다.
<표-1> 북한의 농업관련 법제의 임무
순번

법명

1

토지법

2

토지임대법

3

하천법

4

농장법

5

농업법

주요임무 내용
전체 농민들이 당과 정권의 영도 밑에<밭갈이하는 땅은 밭갈이하는 농민에게로>
라는 원칙에서 실시한 토지개혁법령에 의하여 이룩한 혁명의 전취물이다.
외국투자가와 외국투자기업에 필요한 토지를 임대하고 임차한 토지를 이용하는
질서를 세우는데 이바지한다.
하천의 정리와 보호, 이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하천을 종합적으로
이용하고 국토를 아름답게 꾸리는데 이바지 한다.
농장의 조직과 경영활동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농장사업을 개선강화하
며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는데 이바지 한다.
농업생산과 농업의 물질기술적 토대강화, 농업자원보호와 농업생산물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농업을 발전시키고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를 공고히
하는데 이바지한다.

6

농작물
종자관리법

7

과수법

8

농약법

9

량정법

농작물종자의 등록과 생산, 보관, 이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농작물종
자관리사업을 개선하고 농업생산을 늘이는데 이바지한다.
과일나무모의 생산, 과수원의 조성과 관리, 과일수확과 처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과일 생산을 늘이는데 이바지 한다.
농약의 검정과 등록, 생산과 공급, 보관과 이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필요한 농약을 생산보장하며 농약에 의한 환경오염을 미리 막는데 이바지한다.
양곡수매와 보관, 가공, 공급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양적사업을 발전시
키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 한다.

출처 : 법률출판사 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대중용)』, (평양: 법률출판사, 2004), pp. 191-763.

북한은 1956년 ‘농촌소비협동조합기준규약’을 제정하였다. 중간착취를 제거하고
도시와 농촌의 직간접적인 경제적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 농민으로 하여금
‘소비협동조합’에 가입시켰다. 북한 당국의 이러한 조치는 개인상공업의 활동을
위축시켰고, 1958년에는 개인상업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8)
7) 정진아, “북한 사회주의 농촌테제의 등장 배경”, 『사학연구』 123호, 2016, p. 214.
8) 조재현, “북한헌법의 변화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p.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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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1959년 1월 열린 전국농업협동조합대회에서 농업협동화를 완료하고,
사회주의 단계를 맞이하는 농업 발전의 조건 변화에 따라 새로운 농업협동조합의
기준규약을 채택하였다. 새 기준규약에서 개인부업 경리의 대상과 범위를 축소하고,
전 인민적 요소를 대폭 늘릴 것을 결정하였다. 또한 본 규약은 협동조합적 소유의 전
인민적 소유로의 이행방안에 대해 공업과 농업의 차이를 인정하고 협동조합적 소유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한편으로 북한 당국은 개인 소유를 소멸하고, 부업과 협동조합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잉여가 개인 소유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는데 집중
하였다. 이는 농민들의 물질적 관심이 개인별 차액지대가 아니라 공동 소유와 공동
재산의 발전으로 집중되도록 유도하고자 한 조치였다.9) 따라서 1959년 1월 농업
협동조합기준규약을 개편하여 협동조합적 소유를 공동 소유화했다면, 1964년 사회
주의농촌테제에서는 협동조합의 소유와 관리방식을 전 인민적인 것으로 전환하는데
주안점을 둔 것이 각각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10)
앞에서 언급했듯이 1958년 8월 북한은 농업협동조합이라는 집단소유 생산체계를
구축하였고, 1959년 1월 5일 전국농업조합대회에서 농업협동조합의 새 기준 규약을
채택함으로써 기존의 개인소유 생산부문의 규모를 크게 축소시켰다. 북한 당국이
개인소유 생산부문의 규모를 축소시킨 것은 조합원 농민들을 통제하고, 개인경리가
아닌 공동경리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목적, 즉 사회주의적 개조와 연계되어 있다.
실제 북한은 1977년 4월 29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된 <토지법>을 통하여 농민의
사영지 규모를 법적으로도 축소시켰다. <토지법> 제정을 통하여 국가의 모든 토지에
대한 지배 권한을 제도적으로 정당화하면서 협동농장은 토지에 대한 이용권만을 갖는
것으로 한정하였다.11) 북한 당국이 추진한 농업협동조합은 경제에서의 생활공동체로서
기초를 형성하였다.12) 또한 1963년 토지법과 1972년 사회주의 헌법을 통하여
9) 정진아, “북한 사회주의 농촌테제의 등장 배경”, 『사학연구』123, 2016, pp. 225-226.
10) 정진아, “북한 사회주의 농촌테제의 등장 배경”, 『사학연구』123, 2016, p. 238.
11) 정은미, “북한의 국가중심적 집단농업과 농민 사경제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p. 159.
12) 1958년 농업협동조합기준규약이 제정된 이후로 개정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조합의 정체성은 “당과 정부의 영도 하에 근로농민들이 자원적으로 단합하여 토지를 비롯한 모든 생산수단을
공동소유하고 생산과 분배를 사회주의적 원칙에 의하여 실시하며, 공산주의적 협조의 정신에 기초하여
조합원들의 살림을 풍족하게 만드는 집단적 경리”로 규정하고 있다. 조합의 설립목적은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며, 농촌에서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의 과업을 적극 수행하여 사회주의 건설을 완성하며, 각자는
그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따라 분배를 받은 공산주의 사회의 건설을 준비하는데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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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6

김정은 시대의 북한 농업법제 현황과 평가

인민위원회의 법적 지위를 보장해줌으로써 토지를 공식적으로 사회주의적 공유화
하였다.
북한은 1948년 인민민주주의 헌법을 제정하였고, 1972년 사회주의 헌법으로 개정
하면서 체계와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였다. 이는 1967년 5.1절을 맞이하여
김일성에 대한 우상숭배가 사회적으로 빠르게 확산되어 동년 5월 4-8일 열린 조선
로동당 제4기 15차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하여 갑산파를 숙청하며 김일성 중심의
정치체제 기틀이 확립되었기 때문이다.13) 특히 1967년 5월 25일 김일성이 발표한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와 프롤레타리아 독재문제에 대하여”라는
노작을 계기로 북한 사회에서는 김일성 중심의 정치체제가 공고화되면서 북한은 김일성
중심의 정치체제에 맞게 헌법을 수정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는 김일성-김정일
시대를 거쳐 김정은 시대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3장 북한 농업법안 부문별 내용 분석
1. 농업제도 관련 법제 특징
북한에서 법은 사회주의 소유를 보호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민법, 행정법, 형법,
토지법, 협동농장법, 재정법 등은 사회주의소유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14)
토지법 제2장 토지소유권에서 토지는 국가 및 협동단체가 소유하며, 나라의 모든
토지는 인민의 공동소유로서 그것을 누구도 팔고사거나 개인의 것으로 만들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이 법률을 통하여 토지를 비롯한 각종의 국가 재산 및 사회
재산을 사회주의소유의 개념과 연계하여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작금의
체제에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회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조합원의 의무와 권리는 “의무는 조약의 규약과 제반규정 준수, 조합결정의 집행 등이며, 권리는 노동하고
사회주의적 분배원칙에 의한 보수를 받는 것 등”으로 기술하고 있다. 박정원, “북한의 주요 농업관련 법령 해설”,
『KREI 북한농업동향』13권3호, 2011, pp. 29-30.
13) 오경숙, “5.25교시와 유일사상체계 확립”, 『한국동북아논총』32권, 2004, p. 340.
14) 법무부 편, 『북한민법 주석』, (서울 : 법무부, 2015), p.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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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2>에 나타나듯이 농업토지의 이용 및 관리 주체는 사회주의협동단체이다.
사회주의협동단체는 사회단체와 협동단체로 구분이 되며, 대표적인 협동단체로는
협동농장이 있다.15) 북한이 협동농장을 운영하는 주된 목적은 적절한 행정구역 단위
편제를 통하여 농민을 관리 및 통제하고, 사상･문화적으로 농업을 지도하기 위함이다.
북한 당국의 농업과 관련된 전략이 정치･사상적으로 통제를 하기 위한 목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경영에서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전반적으로 농업에서의 생산성이
정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16)
<표-2> 북한의 토지 관리 주체
구분

구분기준

이용 및 관리 주체
 농업지도기관, 협동농장 및 기관, 기업소,

농업토지

 경작할 수 있는 토지

주민지구
토지

 기관･기업소･단체가 이용
 시･읍 노동지구의 건축용지와 그 부속지,
 중앙의 도시경영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이
공공 이용지와 농촌 건설지대
관리

산림토지
산업토지

수익토지

 산림이 조성되어 있거나 조성할 것이

 국토환경보호기관 허가

예상되는 산야, 그 안에 있는 여러 이용지  기관 및 기업소와 단체가 이용
 공장, 광산, 탄광, 발전시설 등
산업시설물이 차지하는 토지와 부속토지

 국토환경보호기관 허가
 기관 및 기업소가 이용･관리

 연안, 령해, 강하천, 호소, 저수지,

 기관･기업소･간체가 이용

관개용수로 등이 차지하는 일정한 지역의  국토환경보호기관 또는 농업지도기관이
토지
관리･허가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 문화유적지,

특수토지

단체가 이용･관리

보호구역, 군사용 토지 등 특수한 목적에
이용되는 토지

 기관･기업소･군부대가 이용
 해당기관･기업소･군부대가 관리

출처 : 김성욱, “북한지역 토지이용행위의 법적 성질에 관한 고찰”, 『안암법학』46권, 2015, p. 141.

15) 북한에는 약 3,00개의 협동농장에 600만 명의 농민이 소속되어 있다. 하나의 협동농장은 평균 350-400호
정도의 농가에 1,900-2,000명 정도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협동농장의 실질적인 농장원은 700-900명이다.
협동농장의 경지면적 규모는 전반적으로 550-750ha이며, 북한 농업생산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법무부 편,
『북한민법 주석』, (서울 : 법무부, 2015), p. 536.
16) 협동농장의 규모는 일반적으로 농가호수 80호에서 300호까지, 경지면적 130정보에서 500정보로 조직되어
있으며 관리운영은 농장원 총회에서 1년을 임기로 하는 농장관리위원회가 담당을 하고 있다. 협동농장에서의
노동은 등급별 작업정량에 의하여 수행된 작업 실적에 대한 노력일로 평가하거나 계산된다. 농장원에 대한
노동지분은 연말 결산분배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통일교육원 편, 『북한 지식 사전』 (서울: 통일교육원,
2016), p.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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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지역에서 토지이용권과 관련한 법은 ‘토지임대법’과 ‘경제특구법’이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권리는 북한주민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토지이용권의 인적 적용범위는
북한주민과 기업 등을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17) 북한 당국이 외국인
투자법(1992), 합작법(1992), 외국인기업법(1992), 외국인투자기업등록법(2006),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2009) 등과 같은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1989년 소련 및
동구사회주의권이 붕괴함에 따라 대외무역에서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한 포석으로 볼
수 있다. 북한 당국이 김정일 시대에 이어 김정은 시대에서도 ‘경제개발구 설치법
(2013)’과 같은 법･제도 정비사업을 지속화하는 것도 외국의 자본을 유치하고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내부적인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은 농업과 경공업을 경제건설의 핵심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민경제의 2대부문
중 하나인 농업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토지를 기본 생산수단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18)
따라서 북한은 하천법과 농장법을 통하여 국가 또는 기관이 지도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하천법 제5장 하천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36조와 농장법 제4장
농장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3조에 독립채산제의 원칙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19)
이는 북한의 경영관리 방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획경제하에서의 생산력 저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이다. 북한에서 국가의 계획은 당의 요구이기 때문에
독립채산제기업소는 국가계획을 무조건 이행해야 하며 노력, 설비, 자재, 자금에서의
계획을 실효성 있게 세워야 한다.20) 북한 당국이 집단농업의 생산정상화를 위해 가장
의욕적으로 추진한 것이 대규모 토지정리사업이다. 본 사업은 1998년 7월 이른바
김정일의 ‘자연대개조 구상’에 따라 강원도 지역에서 시작되어 2004년 7월까지
17) 김성욱, “북한지역 토지이용행위의 법적 성질에 관한 고찰”, 『안암법학』 46권, 2015, p. 144.
18) 농장법 제1장 농장법의 기본 제2조에서 ‘농장은 토지를 기본생산수단으로 하여 농업경영활동을 진행하는
사회주의농업기업소이다. 국가는 농장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 하천법 제5장 제36조 ‘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 지방정권기관은 하천의
정리, 보호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하천의 정리, 보호에 보장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은 다른 부문에 돌려쓸 수 없다’. 농장법 제4장 제53조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농업지도기관, 해당기관은 영농사업에 필요한 로력과 자금, 연유, 비료, 농약, 살초제, 농기계, 농기구, 부속품
같은 것을 계획대로 보장하여야 한다. 농장의 로력과 뜨락또르 같은 것은 영농사업과 관련이 없는 다른 일에
동원시킬 수 없다’.
20) 『민주조선』, 1985년3월1일; 『민주조선』, 1985년3월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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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북도, 황해남도, 평양시･평안남도 순서로 추진되었다. 총28만 정보의 토지가
정리된 본 토지정리사업의 목적은 경지면적의 확대, 기계영농이 가능한 규격 포전
으로의 전환, 그리고 농민들의 토지소유에 대한 집착의식의 제거를 포함하고 있다.21)
북한 당국이 농업제도와 관련하여 이처럼 법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경제성, 생산성과 거리가 멀다. 즉 작금의 북한 농업제도 관련 법제는 경제발전을
위한 목적 보다는 김정은 중심의 정치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2.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련 법제
1999년 북한은 농업법을 제정하고, 2002년과 2009년에는 수정 및 보충을 하였다.
북한은 농업법 제정의 의의를 제1장 농업법의 기본 제1조에서 ‘농업자원보호와 농업
생산물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농업을 발전시키고 사회주의농촌경리
제도를 공고히 하는데 이바지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기 이후 와해된 농촌에서의 생산체계를 개선하고, 생산성을 향상하며, 국가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조치로 볼 수 있다. 특히 북한 당국이 농업을
재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농작물 종자관리법, 과수법, 농약법, 양어법, 과수법,
축산법 등과 같은 법적･제도적인 인프라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농업법 제1장 제4조에 ‘농업의 경리형태는 사회주의적경리형태이다. 농업의 사회
주의적경리형태는 국영경리와 협동경리로 이루어진다. 국가는 국영경리의 지도적
역할을 높이며 협동경리를 성숙된 조건과 가능성,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성원들의
자원적의사에 따라 점차 국영경리로 전환하도록 한다’고 적시함으로써 농업부문에서
국가의 통제력 강화를 위한 명분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제7조에서 북한의 농업지도
관리지침인 ‘주체농법’을 언급하고 이를 ‘농업생산에 철저히 구현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기입하면서 농업에서도 주체사상을 적용하고 있다.22) 북한에서 주체농법은 경제적인
21) 정은미, “북한 농업정책의 이중궤도 : 집단농업과 농민사경제의 상호성을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상반기호,
2007, p. 267-268.
22) 김영윤, 『북한 협동농장 개편 방향에 관한 연구 – 사회주의 국가의 협동농장 개편 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서울: 통일연구원, 2002), p.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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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의 농업 발전을 위한 전략과 더불어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유일지배체제 확립
및 공고화 전략이 동시적으로 함의된 국가계획으로 볼 수 있다. 주체농법은 영농의
원칙, 방법, 지도관리에 관한 방침 등 3가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알곡생산량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농업법과 농작물종자관리법, 농약법
등에 내용이 포괄적으로 담겨 있다.23)
<표-3> 농업생산기반 관련 법제 현황
순번

법명

농업법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농업법의 기본 (1조-11조)
농업생산 (12조-29조)
농업의 물질기술적 토대강화(30조-48조)
농업자원의 보호(49조-58조)
농업생산물의 관리(59조-67조)
농업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68조-78조)

농약법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농약법의 기본(1조-7조)
농약의 검정과 등록(8조-20조)
농약의 생산과 공급(21조-27조)
농약의 보관과 리용(28조-38조)
농갸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39조-44조)

농작물종자관리법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농작물종자관리법의 기본(제1조-7조)
농작물종자의 등록(8조-12조)
농작물종자의 생산(13조-23조)
농작물종자의 보관과 리용(24조-35조)
농작물종자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36조-43조)

과수법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과수법의 기본(1조-7조)
과일나무모의 생산(8조-16조)
과수원의 조성(17조-24조)
과수원의 관리(25조-33조)
과일수확과 처리(34조-42조)
과수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43조-50조)

1

2

3

법의 구성

4

23) 주체농법의 기본원칙에서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착 하에 기후조건에 따라 지대를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작물을
계획적으로 배치하며, 단위면적당 수확량 제고를 위해 포기농사를 준수할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영농방법에서
육종사업에 의한 우량품종 육성, 지력배양, 과학적인 시비체계와 물관리, 병해충 예방 및 잡초제거, 수확관리
철저 등으로 영농의 준비단계에서부터 수확에 이르는 작업내용들이 제시되고 있다. 지도관리방법에서 식량증산을
증진시키고 청산리정신에 의한 지속적인 농업지도 및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영윤, 『북한 협동농장
개편 방향에 관한 연구 – 사회주의 국가의 협동농장 개편 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서울: 통일연구원,
2002), pp. 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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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협동농장의 관리운영은 농장원 총회에서 1년을 임기로 하는 농장관리
위원회가 담당하며, 지도 및 방침은 철저하게 주체농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24)
그러나 협동농장에서의 생산이 원활하게 작동되고 있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그 이유는 협동농장의 생산계획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계획 단계부터 실행
단계까지 강제적으로 지침에 의해 빈틈없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동농장
생산체제의 확립과 계획수립 등과 같은 국가지도관리 기능의 강화가 가족농으로 하여금
협동농장의 생산 및 영농과정에 철저하게 종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25)
북한에서 협동농장의 목적은 행정구역 단위편제를 통하여 농민을 관리하고,
사상･문화적인 측면에서 농업 지도를 실시하는데 있다. 따라서 주체사상, 주체농법 등
협동농장 운영에서 ‘중앙-도-군’으로 연결되는 관료적인 통제는 경영효율성이 정체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북한이 농업도 공업부문과 같이 기업적 운영방식을 도입함에
따라 토지 비옥도, 농장위치, 작물 종류 등 농업적 특성을 무시하고 공업생산방식과
같은 기계적 노동을 계획함에 따라 농업생산성의 정체와 저하를 초래하였다.26)
part
06

3. 농산물 유통･가공 관련 법제
1958년 북한은 농민시장을 허용하였고, 인민위원회 상업과의 지도에 따라 도시에는
구역마다 농촌에는 군마다 농민시장을 각각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북한 당국은 1987년,
1988년, 1992년, 1994년, 1999년에 농민시장 통제를 위한 단속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농민시장에 참여하는 주민의 수는 점차 증가하고, 거래품목과 유형은 더욱
다양화되었다. 결국 2003년 3월 북한은 농민시장을 확대 및 개편하여 ‘시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동년 5월에는 시장의 설립과 관리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을 만들고
6월에는 농민시장을 합법적 상업시장인 ‘지역(종합)시장’으로 확대･개편하였다.27)

24) 통일교육원 편, 『북한 지식 사전』 (서울:
25) 김영윤, 『북한 협동농장 개편 방향에 관한
(서울: 통일연구원, 2002), p. 40.
26) 통일교육원 편, 『북한 지식 사전』 (서울:
27) 통일교육원 편, 『북한 지식 사전』 (서울:

통일교육원, 2016), p. 730.
연구 – 사회주의 국가의 협동농장 개편 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통일교육원, 2016), p. 731.
통일교육원, 2016), pp. 207-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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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농산물 유통시스템은 공식적인 유통경로와 비공식적인 유통경로가 있다.
공식적인 유통경로는 국영유통망을 통하여 국영 및 협동농장에서 생산된 곡물이
취급되고 있다. 비공식적인 유통경로는 농민시장을 통하여 사적으로 생산된 각종의
곡물을 취급하고 있다. 북한의 유통구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 [그림-1]과 같이
기본적으로 수매와 분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28) 북한의 이러한 유통체계는 아래
<표-4>의 량정법제 구성내용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그림-1] 북한의 농산물 유통시스템
의무 수매
농장

자유 수매
자체 수매

국가수매
기관

국가배급
기관

계획배급
도시소비자

기업소

농민시장

암시장
출처 : 이일영, “북한의 농산물 가격･유통시스템과 재정 : 러시아･중국과의 비교”, 『중소연구』99호, 2003, p. 183.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기 이후 북한 당국의 계획경제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비공식적인 영역인 농민시장이 점차 활성화되었다. 북한 당국은 농민시장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정치사상적으로는 주민에 대한 통제를 병행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북한에서 비공식의 영역인 암시장과 종합시장이 점차 확대되자
2006년 북한 당국은 부동산 사용료를 징수하는 등 농업에서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 보다는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것에 주력하였다.29) 이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보다는 단기적인 측면에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부문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07년부터 북한 당국은 시장을
28) 이일영, “북한의 농산물 가격･유통시스템과 재정 : 러시아･중국과의 비교”, 『중소연구』99호, pp. 182-184.
29) 북한은 분조관리제(1996), 독립채산제(1997), 헌법개정(1998), 경제관련 법제 제정 및 공장･기업소
통폐합(2002), 7.1경제개선조치(2002), 가족영농제 시범실시(2004), 배급제 정상화 시도(2005), 부동산사용료
징수(2006), 화폐개혁(2009), 6.18방침(2012), 5.30조치(2014) 등 각종의 경제 관련 조치를 취하였다. 홍성국,
“북한경제의 시장화 여부 평가”. 『수은경제』여름호, 2008, p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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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하거나 상행위에 대한 감시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북한에서 비공식적
영역인 시장은 400개를 전후로 하여 더 이상 확대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의 관리
하에 형성되거나 운영되고 있다.
<표-4> 북한 량정법제의 기본 내용
순번

소 제목

1조

사명

내용
량정법은 량곡수매와 보관, 가공, 공급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량정사업을
발전시키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한다
량곡수매를 잘하는 것은 량곡원천을 확보하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4조

수매원칙

량곡수매를 유일적으로 하며 량곡수매에서 당사자들의 리익을 결합시키면서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하도록 한다
량곡보관을 책임적으로 하는 것은 량곡의 손실을 없애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5조

보관원칙

량곡보관에 필요한 물질기술적수단을 갖추고 량곡을 과학기술요구에 맞게 보관
하도록 한다
량곡가공사업을 개선하는 것은 질좋고 영양가높은 식량을 비롯한 량곡가공제품을

6조

가공원칙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선차적과업이다. 국가는 량곡가공시설을 현대화하며 량곡가공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도록 한다

7조

공급원칙

량곡을 책임지고 공급하는 것은 국가의 일관한 시책이다. 국가는 인민들에게 식량을
제때에 공급하고 공업원료와 집짐승먹이를 계획적으로 보장하도록 한다

북한 당국이 400여 개의 비공식적인 시장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시장을 허용함으로써
시장에서 발생한 잉여를 국가가 징수 혹은 수탈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북한
당국이 주민을 대상으로 가계의 새외부담, 보호세 명목의 뇌물징수, 개인 재산의 합법적
몰수 등의 준조세에 해당하는 징수를 함으로써 국가의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
김정은 시대의 북한 당국은 각종의 법･제도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수정
및 보완을 통하여 주민 개개인에 대한 각종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주민들이 사적으로 부를 축적할 수 없는 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북한 당국이 주민들이 부를 축적할 수 없도록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첫째, 국가의 재정을
확보할 수 있고, 둘째, 개인적인 차원의 부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30)

30) 양문수, “북한정부는 시장화를 관리할 수 있는가 – 시장화 촉진지와 억제기의 비교분석 결과 및 시사점”,
『통일정책연구』 19권 1호, 2010, p. 150.

2017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269 

part
06
김
정
은
시
대
의
북
한
농
업
법
제
현
황
과
평
가

part 06

김정은 시대의 북한 농업법제 현황과 평가

4장 북한 농업법안 평가
1. 정치적 함의
북한의 사회주의법체계는 사회주의이념에 기반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북한이
개혁･개방정책을 부분적으로 추진하면서 변화된 면모를 보이고 있다. 최근 농업관련
입법동향은 실용주의적인면이 부각되어 제정되거나 개정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헌법에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사회주의원칙에 기초한 헌법’관을 고수하고 있고,
일상생활에서도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사회에서 낡은
사상잔재의 부식작용이 계속되고 외부로부터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사상문화적
침투책동이 끈질기게 벌어지고 있는 조건에서 사람들 속에서 준법의식을 높이고 부단히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소흘히 한다면 사람들이 점차 사상정신적으로 병들게 되고
준법의식령역에서 사회주의적이며 혁명적인 것이 완전히 마비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이 김정은 시대에서도 주체사상과 사회주의라는 이념적 배경, 사회주의
법무생활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사회적 현실 등을 감안한다면, 북한법제의
변화가 있더라도 상당히 제한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31)
<표-5> 북한 부문법 시기별 제정 현황
1985
이전
계획, 노동,
재산관리부문

1985
-1990

1996
-2000

2001
-2005

2006
-2010

1

2

7

1

4

1

3

1

10

1

5

4

3

2

17

1

농업, 수산부문
국토, 환경보호 부문

1991
-1995

1

1

2010
-2012

11

출처 : 손희두, 『북한 법이념의 변화와 남북한 법제 협력』(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14), p. 106.

31) 손희두, 『북한 법이념의 변화와 남북한 법제협력』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14), pp. 52-53.

 270  법제처

총계

북한에서 농업과 같은 부문법의 제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기는 동구사회주의권의
몰락과 개혁･개방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1990년대 초반 이후부터이다. 위 <표5>에 나타나듯이 1991년부터 1995년 사이에는 총 29번의 부문법이 제정되었으며,
이중에서 농업과 수산 부문법과 국토 및 환경부문에서의 법이 새롭게 제정되었다.32)
북한은 “협동농장들의 부담을 덜어주며 근로자들의 생활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소유의
생산적 고정재산들에 대한 협동농장의 이용권에 관한 규범과 국가가 지어준 살림집에
대한 군로자들의 이용권에 관한 규범을 특별히 설정함으로써 사람 중심의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개인과 단체의
소유를 대부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형･무형의 재산을 국유화하여 이용권이라는
명목 하에 제한된 권리만 인정하고 있다. 국가자금으로 농촌기본건설을 통하여 협동
농장에 농민용 주택, 문화시설, 탈곡장, 집짐승우리, 창고 같은 고정재산을 마련한 경우
협동농장이 이를 이용할 수 있다. 이는 북한이 국가소유 고정재산이용권을 매개로 국가
소유권을 유지한 채 국가재산을 집약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기도 하다.33)
part
06

2. 경제적 함의
북한은 김정일 시대에 이어 김정은 시대에서도 경제발전 전략으로 내부의 개혁보다는
대외 개방을 통한 외자유치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정은 시대의 특이한
점은 기존의 경제특구가 아닌 ‘경제개발구’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대외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이다. 북한 당국은 2013년 5월에 외자유치를 위한 ‘경제
개발구법’을 제정하고, 동년 11월 전국 각 도별로 13개의 경제개발구와 신의주 특구
설치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발표하였다. 이 경제개발구법은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경제개발구를 설치할 수 있는 최초의 단일 법 규정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32) 손희두, 『북한 법이념의 변화와 남북한 법제협력』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14), pp. 104-105.
33) 협동농장의 이용권은 다음과 같다. ①협동농장들은 국가지원의 고정재산을 무상으로 이용한다. ②국가지원의
고정재산에 대한 협동농장의 이용권은 기한 없이 보장된다. ③국가지원의 고정재산을 계획된 목적에 맞게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④협동농장은 국가지원의 고정재산을 마음대로 폐기하거나 그의
구조를 바꿀 수 없다. 이러한 것은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의 승인 하에서만 할 수 있다. ⑤협동농장은 국가지원의
고정재산을 임의로 다른 개별적 국가기관･기업소, 단체에 양도할 수 없다. 이러한 것은 권한 있는 국가기관의
결정에 의하여 행정적 절차로 진행된다. 손희두, 『북한 법이념의 변화와 남북한 법제협력』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14), pp. 50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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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북한 당국은 2014년 7월 6개의 경제개발구를 추가로 지정하면서 대외 개방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북한이 추진 중인 지방급 경제개발구는 모두 20개로서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경제개발구 확대는 외자 유치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주력사업이 되고 있다.34) 북한 당국의 이러한 의지는 각종의
대외경제법 제정 및 정비, 외자유치 전담기구 설치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의 법제는 대내용과 대외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적용 범위와 대상이 다르다는
것이 특징이다. 2012년 4월, 김정은 체제가 공식적으로 출범하면서 북한 당국은 ‘제2의
7.1경제관리개선조치’인 ‘6.28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김정일
시대의 ‘7.1경제관리개선조치’가 공업분야에 집중한 정책이었다면, 김정은 시대의
‘6.28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은 농업분야에서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김정은 시대에 제시된 북한의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은 사회 전반적
으로 확대 및 적용되고 있으며, 포전담당제가 2년 넘게 시범 운영되고 있다.35)
북한에서는 공식적인 영역의 계획경제 외에 비공식적인 영역의 암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다. 그러나 국가 모든 경제활동을 통제하고 생활수단을 분배하는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36) 특히 2009년, 2012년, 2016년 북한은 지속적으로
헌법을 개정하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서의 제도를 재정비하고 있지만 정치적
측면에서 수령중심의 체제를, 경제적 측면에서 국가가 모든 생산수단의 소유를 유지
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북한은 경제운영에 대한 이념적 배경은 주체적 경제사상
이며, 그 구체적 실행은 ‘청산리 방법’과 ‘대안의 사업체계’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김일성 시대 때부터 정치사상교양 활동을 통한 집단주의의 구현을 의미한다.
「조선대백과사전」에서는 사회주의를 정의하면서 집단주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사회주의는 집단주의에 입각해서 운영되는 사회이며 그 내부의 협동적 소유,
국가적 소유 상관없이, 집단적 형태로 운영되는 사회주의이다.37)
34) 최용호 외, 『개혁･개방 시 북한의 농업투자유치 전망과 협력 방안』 (전남나주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
p. 20.
35) 양문수, “김정은 시대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실태와 평가: 2012-2014년”, 『북한연구학회보』18권 2호, p. 80.
36) 길태근, “북한의 사회적 불평등 재생산구조에 대한 이론적 모델 구성” 『계간 북한연구』여름호, 1994, pp.
148-149.
37) 백과사전출판사 편, 『조선대백과사전』13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1998). pp. 9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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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문구에 나타나듯, 북한에서 사회주의의 본질은 집단주의이다. 이는 1994년
김정일의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라는 연설이 사회주의를 집단주의로 재정의하는
근거가 되었다.38) 북한에서 집단주의가 사회의 발전이 개인의 발전을 가져오고 또한
개인의 발전이 사회의 발전을 가져온다는 이론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시대
에서도 개인의 희생을 통한 집단의 이익이 존중되는 사회적 풍토가 지속되는 것이다.39)
북한은 농업에서의 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주체농법을 활용하고 있다. 주체농법은
농지확장을 통한 단위 면적당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이지만40) 생산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자본과 기술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시대의 북한
「신년공동사설」에 드러난 식량문제 해결 전략은 김정일 시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대중동원을 위한 담론의 재생산, 자체의 내부 동력을 활용하는 방법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북한이 단기적으로 김정은 체제 하에서 경제에서의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41)
part
06

3. 사회문화적 함의
북한의 경제위기는 1990년대 중반의 식량난에서 극명하게 나타났고 배급사정 역시
악화되기 시작했다.42) 이에 김정일은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으로 대중동원에
총력을 기울였다. “70일 전투와 200일 전투에서 자랑한 승리”를 이루었다는 2017년
38) 력사는 개인주의에 기초한 사회에서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자면 개인주의에 기초한 사회로부터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 인류사회 발전의 력사적 총화이다. 자본주의는 개인주의를 극소수 자본가들의 무제한한 탐욕으로
전환시키고 개인주의에 기초한 사회의 적대적 모순을 극도에 이르게 하였다. 한편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은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섰다. 현시대는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등장한 자주성의 시대이다. 이것은 개인주의에 기초한 사회가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로 넘어가는 것이
력사발전의 필연적요구로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집단주의는 사람의 본성적 요구이다. 사람은 사회적
집단을 이루고 활동하여야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다. 사람은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사회성원들의 집단적 협력에
의해서만 자연과 사회를 개조할 수 있으며 자주적요구를 실현할 수 있다. 김정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김정일
선집』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p. 454-455.
39) 한승호･김관호, “북한 신년사(2013-2017)를 통해 본 김정은 시대의 농축수산업 분석”, 『평화학연구』18권 1호,
2017, p. 125.
40) 김일남 외, 『조선농업사 4』 (평양: 농업출판사, 1991), p. 115.
41) 한승호･김관호, “북한 신년사(2013-2017)를 통해 본 김정은 시대의 농축수산업 분석”, 『평화학연구』18권 1호,
2017, p. 125.
42) 『로동신문』, 1997년1월28일.

2017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273 

김
정
은
시
대
의
북
한
농
업
법
제
현
황
과
평
가

part 06

김정은 시대의 북한 농업법제 현황과 평가

「신년공동사설」의 문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김정은 시대에서도 대중동원은 반복되고
있다. 김정은 체제 하에서 북한이 ‘자강력 제일주의’와 같은 담론을 재생산하는 전략은
이미 김정일 시대의 산물인 ‘강계정신’43)과 ‘대홍단정신’44) 등과 같은 담론을 통한
정치행태를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신년사 구호를 살펴보면 ‘강성부흥(2012)’, ‘경제강국
(2013)’, ‘강성국가(2014)’, ‘최후의 승리(2015)’, ‘강성국가(2016)’, ‘사회주의의
승리(2017)’등이며 주로 경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북한이 경제강국 건설을 위하여
각종의 담론을 재생산 하는 것은 내부 예비를 동원하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김정은 시대의 북한은 누적된 경제문제와 식량난 해결을 위해 개혁과 개방을
통한 발전이 아닌 작금의 정치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을 반복하고 있다. 김정일 시대에서 북한이 “우리시대의 영웅 모범 따라 배우기
결의 모임”과 같은 영웅을 활용했다면 김정은 시대의 북한은 리경심(2013)을 공화국
영웅으로, 전경선(2013)을 따라 배워야 할 본보기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45)
김정은이 북한의 최고지도자로 등극한지 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식량문제를 자체
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400여 개의 장마당이나 농민시장이
국가의 배급 역할을 대신 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은 변화된 사회에 적응하고 있다.
북한에서 국가의 배급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신흥 자본가와 소규모 상인들이 사회에서
부각이 되고 있다. 이는 북한 사회의 근간인 최고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대가정론’과 대중동원 체제의 균열을 야기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그러나 2015년
북한은 「신년공동사설」에서 ‘위대성 교양’을 추가하면서 적극적으로 정치사상교양
43) 강계정신은 김정일의 자강도 현지지도(1998년 1월 16일 부 21일까지)이후 등장한 구호로서 강계의 혁명정신을
가장 어려운 시련속에서 당과 수령, 사회주의를 간결히 수호하는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이라는데 있다. 북한은
강계혁명정신을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령도자만 굳게 믿고 받드는 절대숭배의 정신 강조. 둥째, 령도자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 투쟁하는 결사관철의 정신 강조. 셋째, 자신의 힘을 믿고 자기 단위의 살림살이를
자체로 꾸려나가는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 강조이다. 『로동신문』, 1998년2월16일; 『로동신문』,
2000년4월22일.
44) 대흥단 정신은 김정일이 대흥단군에 대한 현지지도 후 등장한 주민동원 담론으로서 대흥단정신의 목표는
감자농사혁명으로 인민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배성인, “1990년대 북한의 지배담론의 변화”,
『북한연구』 3권, 2000, p. 175.
45) 한승호･김관호, “북한 신년사(2013-2017)를 통해 본 김정은 시대의 농축수산업 분석”, 『평화학연구』18권 1호,
2017, p.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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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작금의 경제위기 현상이 사회적 현상으로 확대 및 전이되지
못하도록 이동통신, 거주이전 등의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 당국이 정치에서의
통제, 사회에서의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김정은 중심의 정치체제를 안정시키고, 체제
결속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46) 따라서 북한은 식량문제를 해결하고
경제강국건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첫째로 체제유지를 위한 담론을 생산하고, 둘째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선전선동 활동을 강화하고, 셋째로 법제도 인프라 구축을 통한
통제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5장 결론
2004년 이후 북한이 본격적으로 민법과 형법, 상속법, 대외경제법 등과 같은
법령집을 본격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소련을 비롯한 동구 공산권 국가들의 붕괴로
인하여 새로운 무역거래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목적에 기인한 것이다. 특히 2000년
이후로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은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북한은 각종의 특구를
지정하고 이와 관련한 특구법을 제정하면서 대외교류협력을 강화하고자 모색하였다.
북한 당국이 이처럼 법적･제도적인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구축하는 것은 대외적으로는
개방을, 대내적으로는 개혁을 시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며, 이를 통하여
경제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 사회에서 최고의 규범은 당규약이기 때문에 법의 역할에 한계가 있으며, 법령이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장식적 성격이 강한 것은 사실이다.47) 북한에서의 법규범
체계는 ①최고지도자의 교시, 당규약, 당강령 등, ②헌법, ③각종의 법령 순이다. 북한
헌법에서는 최고인민회의가 법령을 발의하고 결정하고, 국방위원회는 결정과 명령을
내며, 내각은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고 명시되어 있다.48) 북한의
46) 한승호･김관호, “북한 신년사(2013-2017)를 통해 본 김정은 시대의 농축수산업 분석”, 『평화학연구』18권 1호,
2017, p. 127.
47) “수령님께서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세워주신 우리의 인민정권과 그 정치실현의 수단인 법은 김정일 동지의
선군형명령도 밑에 끊임없이 강화발전되고 있다.” 평양백과사전출판사 편, 『광명백과사전(정치, 법)』3권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9) p. 390.
48) 북한 헌법 97조, 104조, 119조, 130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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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통해서는 최고기관을 명확하게 찾을 수는 없지만 헌법 제100조와 제104조를
통하여 국방위원회가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이며 결정과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49)
북한은 2009년 이후로 2012년, 2013년 2016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사회의 변화상을
반영하여 명시하고 있다. 북한이 법의 제정 또는 개정을 하는 것은 사회의 변화상에
맞게 현실적으로 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실태를 파악
하고 사회를 진단하는데 있어서 법제도 분석은 중요하다. 이중에서도 북한이 경제관련
법률을 지속적으로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것은 대내적인 측면과 대외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다.
대내적인 측면으로는 국가의 배급제가 제 기능을 상실하면서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변화나 동향이 김정은 중심의 정치체제에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북한 당국은
작금의 체제에 대항한 위협요인을 사전에 통제하기 위한 조치로 법적･제도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대외적인 측면으로는 외부의 투자를 유치하고 경제
에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적･제도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북한은 경제문제를 극복하고자 정책적인 측면에서, 법적인 측면에서,
제도적인 측면에서 변화된 면모를 대내외적으로 선보이는데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법제 정비를 통하여 변화된 면모를 대내외적으로 선보이고 있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는 구체적으로 찾을 수 없다. 북한 당국은 농업에서의 생산성을 증대
하고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변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49) 2016년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13기 4차회의에서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개칭하였다. 『로동신문』,
2016년6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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