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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남북한 경제통합은 정치  통일과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경제 통합을 

법제도  에서 바라보면 생산물(재화,용역)이나 생산요소(자본,인

력,토지)의 이동에 법제도  제약이 있어 별개의 경제단 로 기능하던 

지역에 그러한 제약을 제거함으로써 하나의 경제단 로 동질화시키고 궁

극 으로는 공동의 의사결정기구  법제도를 구축하는 것이다. 상황

에서 남북간 경제통합은 상이한 체제간 경제통합,남-북 국가간 경제통

합,분단국간 경제통합이라는 3가지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며,이로 인하

여 남북간 경제통합은 시장경제질서의 도입( 는 체제 환), 의의 경제

통합( 는 시장통합),경제성장의 세 가지 요소가 동시에 작용하며 이루

어져야 하는데,시장경제질서의 도입은 사실상 경제통합의 제조건으로 

작용하며,경제성장은 경제통합의 발 을 하여 필요한 조건이다.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인 사회  시장경제질서하에서 생산물(재화,용

역)과 생산요소(자본,근로자,토지)의 이동이라는 5가지 자유는 경제  

기본권으로 보장되거나 이와 직간 으로 연결되어 있는데,남북한 경

제통합시에는 남북한 계의 특수성이 반 되어 이러한 이동의 자유가 온

히 보장되기 어렵다. 한 경제통합이 통일에 선행하여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통일이 경제통합에 선행하느냐에 따라서도 경제통합의 양태는 달

라진다.이와 같은 문제 인식하에 본 고에서는 독일, 멘,베트남, 국,

유럽연합의 사례를 5가지 자유의 보장이라는 경제통합의 틀로 살펴보고 

남북한 경제통합에 한 시사 을 살펴본 후 재의 남북간 경제 련 법

제도를 비교하여 양자간 법제의 간극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확인한 후 

남북한 경제통합시 법제도  과제에 하여 고찰하여 보았다.

경제통합사례로 살펴본 독일, 멘, 국-홍콩,유럽-동구 공산권국가,

베트남 사례는 우리에게 제공하는 시사 도 많았지만 각국의 역사 ,정

치․사회․경제  조건들이 상이함에 따라 남북한의 경우에 그 로 용

하기에는 한계도 있다.시장경제질서의 도입은 통상 진  방식과 진

 방식으로 구분하는데,동독과 동유럽국가는 진  방식으로 시장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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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질서가 도입된 반면, 국과 베트남은 가격자유화  시장경제질서의 

도입에 있어 진  방식을 채택하 다.사유재산제를 도입함에 있어서 

통일 독일은 기에 몰수토지에 하여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하고,원물

반환이 어려운 경우 보상을 제공하 으며, 국과 베트남은 토지의 국유 

는 집단소유제를 유지한 가운데 배분당시 재의 유자에게 토지사용

권을 배분하는 방식을 사용하 다.사유재산제를 도입함에 있어 그 기반

이 되는 등기제도의 확립이 매우 요함은 멘과 동구의 사례에서 알 

수 있다.유럽연합은 경제통합의 모범사례로서 재화의 자유로운 이동측

면에서 세부과  수량제한을 지하고 반덤핑 세나 상계조치 신 

경쟁법의 엄격한 용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본 이동에도 원칙 으로 제

한을 두지 않고 솅겐조약 등을 통하여 인력 이동의 자유까지 보장하고 

있음은 남북한간 진  통합의 방향을 제시하는 사례라 할 것이다.

국은 홍콩․마카오에 장기간의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 독립 세구역으

로 특별행정구를 설치하 는데,이러한 독립 세구역의 형태는  다른 

형태의 남-북 국가간 결합으로서 우리와 북한간의 결합에서 시사하는 바

가 크다.특히 헌법에 특별행정구를 설치할 근거를 마련하고,우리의 국

회에 해당하는 인민 표회의에서 법률로 그 내용을 정하도록 한 은 참

고할 만하다.다만,우리는 동일한 시장경제체제에 의한 통일을 지향하고 

있어 국-홍콩과 같은 일국양제는 아니며, 국-홍콩간에는 호구제를 통

하여 거주이 의 자유가 상당히 제한되고 있는 상태여서 이러한 일국양

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이론  틀과 사례에서의 시사 을 바탕으로 남북한간에 

경제통합이 선행하고 정치  통일이 뒤따르는 경우와 통일이 선행하고 

경제통합을 추진해야 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법제도  과제를 살펴보았

다.이에 앞서 어떤 형태로 경제통합과 통일이 진행되더라도 우리가 지

향할 경제통합의 지도이념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

권,불가침의 기본  인권 확인․보장,사회  시장경제질서를 제시하

다.

 상황하에서는 진 으로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통일부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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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측면에서 가장 무난한 방안으로서 경제통합이 선행하고 통일이 그 

뒤를 따르는 경우 시장경제질서 도입,국제경제법  요인(민족내부거래

의 외 인정)등을 감안하여 우리가 체결하고 있는 타국과의 FTA,

국-홍콩간 CEPA나 국- 만간 ECFA등과 같은 경제 력 약이 하나의 

유용한 경제통합의 도구가 될 수 있다.즉,남북통일의 세 가지 특수성을 

고려할 때 시장경제질서 도입으로 이질  체제간 통합이라는 특수성을 

극복하고,남북경제통합으로 남-북 국가간 격차를 해소하며,경제 력

약으로 민족내부거래에 한 최혜국 우 반 제기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

만약 통일이 먼  이루어지고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경우라면 남북간 

1인당 국민총생산 규모 격차,노동․사회복지제도의 수 을 감안할 때 

독일과 같은 편입방식의 통일은 통일비용측면에서 사실상 용불가능하

다.그러므로 이 경우에도 경제통합은 진 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진

 경제통합의 일환으로 최근 경제학자들을 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한

시  분리운 방안’을 법제도 으로 검토해 보았다.즉,한시  분리 운

방식은 경제통합이 제 로 진행되지 않거나 재의 수 으로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통일이 가능해 지는 경우를 제로 하는 것으로서 체로 

북한지역내 독자  화폐의 한시  운용,북한주민의 남한으로의 취업을 

한 이주에 취업승인을 통한 제한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비록 한

시 이지만 북한 지역에 독자  화폐를 통용시키는 것이 헌법상 용인되

는 것인지 그리고,취업승인을 통하여 북한주민의 남한지역으로의 이주

를 제한하는 것이 거주이 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헌법상 지방자치조항과 충돌을 일으키는 부분은 없는지를 살펴 보

았다.

첫째,독자  화폐(은행권)를 한시 으로 운용하는 것은 국(스코틀

랜드,북아일랜드,기타 속령)의 사례와 우리 헌법에 화폐 련 명문규정

이 없고 습헌법으로도 보기 어려운 을 감안하면 헌법 반으로 보기

는 어렵다.둘째,거주이 의 자유는 이를 취업승인의 방식으로 제한한다

면 행 헌법상 거주이 의 자유의 본질  내용을 침해하고 직업선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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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비례의 원칙,남북주민간 평등권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북한 

체류 주민에 한 건물․토지 재산권 부여시 우 조치 제공,북한 체류 

주민과 이주민간 유사한 수 의 사회 보장 혜택의 부여 는 남한 지역

에서 북한 지역 주민을 고용하는 고용주에 한 경제  부담의 증가(남

한지역 주민 고용시와 동일한 부담 부여)등의 간 인 방식으로 인력 

이동을 억제할 것을 제안하 다.한편,‘한시  분리 운 방식’에서는 조

약승계와 련된 논 을 간과하고 있는데,남한만이 가입한 국제기구

(WTO,OECD,IMF등)와 북한만이 가입한 국제기구(77그룹,국제철도

력기구)상의 회원국 지 와 의무,남한이 자발 으로 제시한 기후변화

약에 의한 쿄토의정서상 감축 목표 등을 감안하여 각각의 경우에 조약 

승계방안을 제시하여 보았다.

경제통합보다 통일이 선행하는 경우 경제 통합의 과정을 진 으로 

리할 수 있는 헌법상 제도를 강구할 때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법치주

의 이념과 남북간 경제통합이 가진 세 가지 특수성을 히 고려할 필

요가 있다.세 가지 특수성을 지닌 남북간 경제통합을 박하게 추진하

는 것은 통일비용측면에서 불가능하므로 경제 역에서만큼은 잠정 으로 

북한지역을 별도 세구역으로 설정하여 동 지역에 설치될 지방자치단체

에 경제  분야에서만큼은 고도의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행 헌법이 규정한 지방자치제도에 의하여서는 이러한 지방자치

단체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통일헌법 제정시 이를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북한지역을 고도의 경제  자치권을 가진 별도 세구역

으로 설정한다는 측면에서는 홍콩과 유사하지만 북한 지역에 용되는 

경제질서는 사회  시장경제질서가 될 것이므로 국식 일국 양제와는 

구별됨을 유념하여야 한다.

주요어:통일,경제 통합,헌법상 경제질서,법제 통합,민족내부거래,

1국 2 세구역,남북한특수 계론,남북 경제교류 련법제

학  번:2009-3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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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제 1  연구의 목

통일은 우리가 측할 수 있도록 진 으로 달성될 수도 있고 독일

과 같이 측하지 못한 시기에 갑자기 다가 올 수도 있다.통일이 언제 

우리에게 다가오든 재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차분한 비일 것이다.

한,남북통일이 온 히 이루어지기 해서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방면에서 남북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통합이 달성되어야 하는

데,그 에서도 경제분야에서의 통합은 다른 분야의 통합에 물  토

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그 요성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그러

나,통일이 아무리 요하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형태의 통일이든 받아들

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우리 헌법 문은 평화  통일의 사명에 입각

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제4조는 한민국이 통일을 지향하며,자유민주  기본질서에 입각

한 평화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하여 무력  방식에 의

한 통일을 배제하고 있다.

한,우리 헌법상 자유민주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정책

은 경제  측면에서 볼 때에는 우리 헌법재 소가 밝혔듯이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에 입각한 통일정책을 의미하며,자

유민주  기본질서는 우리 헌법상 포기할 수 없는 기본원리이므로 계획

경제질서에 입각한 통일도 헌으로서 배제된다.화해 력의 단계,남북

연합의 단계를 거쳐 1민족 1국가의 통일국가완성으로 나아가는 진 ․

단계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이러한 통일정책을 실 하기 

하여 남한이 제시하고 있는 통일방안이다.이에 반하여 북한의 통일방

안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통한 연방국가의 차  완성을 지향하고 있

어 통일과정의 측면에서 보면 남북연합을 상정하고 있는 우리의 통일방

안과 진  방안이라는 측면에서는 유사 도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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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철학,주체,과도체제 유무,통일국가의 형태에 있어 우리와 완 히 다

른 통일방안이다.다만,남북한 통일방안의 거의 유일한 공통 이 단계  

통일이라는 은 장기간의 분단상황에 놓인 남북의 실을 감안할 때 단

계  통일만이 통일의 부담을 이고 민족의 재통합을 이루는 최선의 길

임을 부지불식간에 상호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 하겠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입각하여 진 으로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남

북 모두에게 더할 나 없이 바람직한 상황일 것이다.하지만 통일은 

측불가능한 변수가 많아 어느날 갑자기 통일의 상황이 박하게 찾아올 

수도 있다.통일 이 에 상당한 규모의 교류와 력을 진행하 음에도 

불구하고 통일 이후 정치․경제  측면에서 여러가지 시행착오가 발생하

고 이에 따라 통일후유증에 시달려야 했던 독일의 사례는 통일 비에 

있어 우리에게 좋은 타산지석이다.

어떠한 상황에서 통일이 진행되더라도 우리헌법상 자유민주  기본

질서,사회  시장경제질서,헌법상 법치국가원리 등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기본원리가 있다.특히,우리 헌법상 법치국가원리는 통일의 내용과 

과정에까지 용되는 기본 인 원리이다. 진 ․단계 으로 통일이 이

루어지는 경우에도 남북간 합의 내용에 따라서 이러한 기본원리와 충돌 

내지 긴장 계가 조성될 수 있지만 아무래도 박하게 통일이 추진될 경

우에 우리가 추진하는 통일의 방식이 우리 헌법이 포기할 수 없는 헌법

상 기본원리와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그 다고 어

렵게 찾아온 통일의 기회를 마다해서는 안 될 것이며,오히려 철 한 

비로 그러한 헌법상 기본원리와 상충되는 모순  상황을 해결하고 합헌

 방법으로 통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남북통일과정에서의 바람직한 경제

통합에 하여 남북한1)의 헌법과 경제분야 법제도를 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기존 연구를 보면 남북한간 경제질서의 통합과 련하

여 시장경제의 도입방안,사 경제부문의 육성방안,경제정책(재정, 융

1)본 고에서는 ‘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약칭하여 ‘남한’,‘북한’

는 ‘남’,‘북’으로 표기하고,포 하여 ‘남북’ 는 ‘남북한’으로 표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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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통합방안,노동시장통합방안,사회복지제도의 통합방안에 하여 

법학,경제학,정책학  시각에서 개별 ․미시 으로 논의한 연구들이 

있고 최근에는 진  통일 상황에 비한 연구들도 간혹 발표되고 있으

나,남북 통일시 채택할 사회  시장경제질서의 큰 틀에서 법제도  

을 가미하여 경제 통합에 하여 총 ․종합 으로 논하고 있는 연

구는 드문 실정이다.경제 통합에 있어서는 경제학․정책학  논의가 매

우 요하지만 경제를 운용하는 기본원리는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경제

질서가 무엇이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이러한 이유로 헌법과 경제 

련 법률을 포함한 법학  시각이 뒷받침되지 않은 경제통합 논의는 그 

방향성을 상실한 논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한편,법학  시각에서 남북

한간 법제도 통합에 하여 논하고 있는 기존의 연구들2)에서 법제도 통

합의 과정을 다룬 것을 찾기가 쉽지 않다.통일 비용 측면에서 단기간내

의 진  경제 통합이 성공할 가능성이 그 게 높지 않다면 경제통합의 

과정과 긴 히 연계되어 있는 법제도 통합과정도 그러한 방식을 취하기 

어렵다.그러므로,경제 련 법제도 통합에 있어서 실  가능한 안을 

찾아 보려는 것도 본 연구의 목  의 하나이다.본 고는 이러한 측면

에서 선행 연구들의 연구업  에 남북 통일과정에 있어서 경제통합에 

하여 법  고찰을 수행하고,경제통합  체제 환사례를 고찰한 후 

우리의 경우 바람직한 법제도  통합방안에 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재 우리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에 의하여 기본 으로 경제를 운

하고 있고,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질서에 의하여 경제를 운 하고 

있다.남북한 경제통합은 이러한 남북한  경제체제간의 간극을 좁히고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하지만,남북 경제공동체가 

지향하는 경제질서는 시장경제질서와 계획경제질서간 간 이 될 수 없

다.우리가 지향하는 남북한의 통일은 헌법 제4조에서 천명하고 있듯이 

자유민주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로서 자유민주  기본질서는 

경제  측면에서는 구체 으로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

2)최근까지의 법제통합 는 법률통합과 련한 선행연구들은 이규창 외,남북 법

제통합 기본원칙 가이드라인,통일연구원,2010.10,2-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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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를 포함한다.3)그러므로 남북한 경제통합의 지향 은 양자의 반반씩 

섞어 놓은 경제질서가 아니라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시

장경제질서라 할 것이다4).

해방 이후 곧 사회  시장경제질서를 구축해 온 남한지역과 사회

주의 계획경제질서에 익숙한 북한지역에 있어서 경제질서 통합은 손쉬운 

과제가 아니다.8.15해방 이후 남한의 경우 사회  시장경제질서를 구축

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이 지 하 지만 1960년  이후 민간자본이 

축 되고 민간의 역량이 확 되면서 시장으로 표되는 사회부문의 역할

이 차 증 되었다.그러므로,이미 사회  시장경제질서하에 있는 남한

의 경우에는 통일한국의 경제질서로의 응이 어려운 일은 아니다.하지

만 북한의 경우는 오랫동안 사회주의  계획경제질서하에 있다 보니 시

장 부문이 거의 무5)하다시피 하며,이런 상황에서 북한에 하여 곧바

로 남한과 같은 수 의 사회  시장경제질서를 용하는 것은 규범수용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그러므로,남북한 통일과정에서 는 통

일이 완성된 직후 북한 지역에서 시장경제질서의 구축을 한 활동이 필

요할 것이며,이러한 활동은 민간부문의 역량이 부족한 북한에서는 주로 

정부 부문이 이를 담당할 수 밖에 없다.북한지역에서 민간부문이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가질 때까지 과거 남한과 같이 경제개발계획에 의한 정부 

주도 경제발 을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하지만 이러한 경제개

발계획이 북한에서 재 경제를 운용하는 경제계획과 동일한 것은 아님

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3)헌재 2001.9.27.2000헌마238,2000헌마302(병합)

4)그 다 해도 남북한 경제공동체가 지향하는 경제질서가 소 ‘순수한’의미의 시

장경제질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5)북한경제의 시장화 수 에 한 연구는 주로 장마당을 심으로 진행되어 있으

며,최근에는 국 기업의 시장화 실태에 한 연구도 늘어나고 있다.기업소의 비공

식(시장)부문 활용과 련하여서 ‘국 기업들의 실질 인 시장화’가 진행되었다는 견

해도 있는 반면,‘국 기업들의 제한 인 시장화’에 불과하다고 보는 견해가 혼재해

있다.자세한 내용은 임강택,북한경제의 비공식(시장)부문 실태 분석:기업활동을

심으로,통일연구원,2013.12.다만,북한내 시장 부문에 한 공식화․제도화 수

은 여 히 낮아 이를 두고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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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기본으로 한다.통일과 련하여서는 정치학,

경제학,법학,사회학 등 다양한 학문  배경을 지닌 선행 연구들이 존재

하고 있다.본 연구는 이러한 문헌들을 일별하고 되도록 학제 인 

에서 분석하여 이들 선행연구들로부터 여러 가지 시사 을 얻고자 한다.

선행 연구들의 특징을 살펴 보면 경제학  측면에서 북한 경제체제 이행

에 하여 연구한 단행본이나 논문이 있으며,월남주민의 재산권 회복에 

하여 다룬 것들이 있는 반면 법학의 입장에서 남북한 경제통합시 거치

게 될 법제도  과정을 범 하게 다룬 선행 연구는 찾기 어렵다.우리

의 사회  시장경제질서와 북한의 사회주의 계획경제질서간 괴리를 남북

한 경제 통합과정에서 어떻게 수렴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차 한 과제

에 헌법정책론  인식틀과 법경제학  분석틀 등을 활용하여 나름 로의 

시각을 보태고자 한다.

한 본 연구는 사례 연구를 통하여 비교법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남북한간 경제 통합에 있어 시사 을 얻고자 한다.이를 하여 법치주

의원리에 입각한 통일사례의 형으로서 독일을 포함하여 베트남, 멘

이 어떠한 방식으로 경제통합을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고, 국-홍콩,

만과 유럽연합-동구권 국가의 사례를 통하여 남북한간 경제통합과정에 

많은 시사 을 제공할 법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제 3  연구의 前提

모든 경우의 수를 상정하고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때로는 효율 인 

논의를 해할 수도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제하에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남북한 통일로 만들어질 통일헌법에는 우리 행 헌법의 기본

원리인 자유민주주의의 국가의 기본원리가 그 로 용되며,구체 으로

는 국민주권주의,기본권존 주의,권력분립주의,법치주의,사회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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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문화국가주의,국제평화주의,시장경제원리 등이 모두 용되는 것

을 제로 한다.그러므로,경제 통합의 과정에서 상정하는 경제질서는 

행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경제질서와 동일한 형태의 시장경제질

서를 기본 제로 한다.각국의 헌법이 가지는 경제질서는 순수시장경제

질서,사회  시장경제질서,시장경제 환국의 경제질서,사회주의 계획

경제질서 등 다양한 스펙트럼의 경제질서가 있다.이 에서 시장경제질

서를 연구의 기본 제로 삼은 이유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질서로의 통합

은 국,베트남 등 과거 계획경제질서를 채택하 던 국가들이 냉  해

체 이후 모두 시장경제질서를 표방하며 체제 환을 추진하고 있다는 거

한 시  조류와 일치하지 않으며,계획경제질서로의 통합은 실

으로 북한 주도의 통일을 의미하기 때문이다.본 고에서는 실 으로 

남한이 주도하는 형태이든 합의에 의한 통일이든 경제통합을 통하여 통

일 한국이 추구하여야 할 경제질서는 사회  시장경제질서라는 을 

제로 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그러므로, 행 헌법하에서 헌법재

소의 헌법재 이나 법원 등 각 법원의 례를 통하여 축 되어 있는 

시장경제질서에 한 법해석이 통일헌법에서의 법해석에도 그 로 용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제한다.

둘째,우리나라는 헌법 제4조에 의거 평화  통일을 지향하므로 무

력  방식에 의한 통일방안과 그러한 통일방식에 있어서 추진되는 경제

통합에 하여는 다루지 않았다.무력에 의한 통일방식은 우리 헌법이 

상정하지 않는 통일방식이기도 하거니와 그러한 상황에서는  무기의 

가공할만한 괴력을 감안할 때 남북이 입을 경제 ․물질  피해는 상

상을 월할 것이고 그러한 상황에서의 남북 경제 통합은 완 히 새로운 

차원에서의 논의이기 때문이다.다만,평화 으로 통일하는 경우에 가능

한 형태로 합병형 통일과 병합형 통일을 상정할 수 있다.통상 국제법

으로 국가들이 합쳐지는 경우는 ‘합병(merger)형’과 ‘병합(annexation,

absorption)형’의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합병은 두 개 이상의 

국가가 결합하여 하나의 새로운 국가를 형성하는 것이고,병합의 경우는 

병합국이 종 로 동일한 국가로서 존속하는 것이다.이러한 구분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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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남북한이 旣가입한 국제기구의 회원국 지 나 국제 정의 승계와 

련하여 의의가 있다.

셋째,본 고에서는 경제통합의 과정이 통일의 과정과 연 되어 있음

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반드시 연계되어 발생할 필요는 없으므로 정치  

통일과 경제  통합을 구분하며,이 양자와 법제도 통합이라는 개념도 

구분하고자 한다.엄 하게 말하면 통일은 경제  통합이나 법제도의 통

합을 당연히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세 가지 개념을 구분하여 살펴 으로

써 좀 더 깊은 분석이 가능하리라는 희망을 가져 본다.흔히 통일의 방

식을 설명할 때 진  통일과 진  통일,흡수통일과 합의통일로 나

어 설명하는데, 진  통일은 기능주의  근법을 기 로 경제분야 

등에서 기능  력을 강화하여 통합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것으로서 통상 으로 단계  통일과 동일시하거나 깊은 연 성

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설명한다.반면 진  통일은 체로 단계  통

일이 아닌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통일로서 흡수 통일과 혼용하여 사용되

기도 하고 통일비용 등에 한 비없이 이루어지는 통일을 의미하기도 

한다.본고에서는 진  통일은 경제  통합이나 법제도의 통합이  

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통일로 진  통일은 

그러한 통합이 상당히 진척된 상황에서의 통일로 정의하고자 한다.

넷째, 재의 남북한의 경제질서와 경제수 과 국제경제  지 가 

불변임을 가정한다.남북한의 경제질서와 경제수 이 변화하여 북한의 1

인당 국내생산이 상당한 수 으로 상승하고 외무역 한 크게 증가한

다면 이는 남북한 경제통합과 련한 여러가지 논의의 제를 변화시키

게 된다.특히,계획경제질서의 채택,국제무역체제로부터의 소외 등 

재의 북한의 경제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가지 요인들이 폭 개선되

거나 제거된다면 경제통합에 한 본 고에서의 설명의 부분이 설명력

을 잃을 수 있다.하지만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논의를 진행시키는 것이 

역량상 불가능에 가까워 본 고에서는 남북한의 경제질서와 경제수 이 

재에서 불변임을 가정하여 논의를 진행시키고자 한다. 한,남북한의 

국제경제  지 도 불변임을 가정하고 논의를 진행한다. 재의 남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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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국제경제  지 를 살펴보면 북한은 제2차 세계  이후 세계 경제

를 이끌어가고 있는 튼우즈체제의 축을 이루는 세계무역기구(WTO),

국제통화기 (IMF),국제부흥개발은행(IBRD혹은 WorldBank)의 회원이 

아니며,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ECOSOC, Economic and Social

Council)가 지정한 최빈개도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미․유럽연합 

등으로부터 개도국에 제공되는 일반특혜 세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Preferences)는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한,북한은 개도국간 

모임인 77그룹(Groupof77,한국은 1997년 4월 탈퇴)의 회원국이며,남-

남국가간 력합의체인 범개도국특혜무역제도(GSTP,GlobalSystem of

TradePreferencesAmongDevelopingCountries)에도 1989년 4월 19일

부터 가입하 다.6)반면 남한은 1960년  이후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

에 이룩한 모범 국가로서 사실상 선진국간 모임인 경제 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되어 있고,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면서 국제통화기 이나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주요 회원국이며 국제 력분야에서 수원국에서 공여

국으로 지 가 변경되어 있고,기후변화 약에서도 선진국에 하는 의

무를 부담할 것을 압박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남북한간 경제통합은  다

른 명칭의 ‘남-북’국가간 경제통합이라 할 수 있으며 최근 유럽연합에서 

그리스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살펴볼 때 경제 운용시 여러 가지 난제를 

제시할 것임을 상할 수 있다.

6) 범개도국특혜무역제도(GSTP)에는 남한도 여 히 가입국으로 남아 있으며,북한

의 가입일은 http://www.unctadxi.org/templates/Page____1760.aspx(2015.6.14.검색)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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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경제통합이론과 남북 계

제 1  경제통합의 기

1.경제통합의 개념

가.개념

경제학에서 통합(integration)이라는 용어는 주로 약정이나 카르텔 

는 흡수합병을 통하여 기업체의 결합(combination)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었으며,별개의 경제를 하나의 커다란 경제지역으로 결합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그다지 오래된 일은 아니다.1)

경제통합은 연구자에 따라서 “경제 으로 공동이해 계를 가진 국가

간에 상품  생산요소의 자유이동을 제약하는 요인들을 제거함으로써 

시장확 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경제 ․기술  이익을 향유하며 한 

통합체 체의 후생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국가간 경제 력의 한 형태”2)

라고 정의하기도 하고,“2개국 이상의 국가가 참여하고 국가가 통합추진

의 주체이며,무역과 투자자유화 등과 같은 시장개방을 통하여 재화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추진됨으로써 통화, 융,재정,산업 등 제

반 경제 역에서 참여국가들이 공동보조를 취하고 상호의존성이 심화되

는 과정이자 결과”3)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본 고에서는 경제 통합을 법 인 시각에서 “일반 으로 생산물(재화,

1)F.Machlup,"EconomicIntegration",MiroslavN.Jovanovi ed.,International

EconomicIntegration:CriticalPerspectivesontheWorldEconomy-Theory

and Measurement, Routledge, 1998, p.119, 마흐럽(F. Machlup)에 의하면,

1930-1940년 로 추정하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F.Machlup,AHistoryofThought

onEconomicIntegration,Macmillan,1977참조

2)이상만,통일경제:북한경제 체제와 남북 경제교류․통합모형,형설출 사,1995,

114면 참조

3)홍익표․진시원,남북한 통합의 새로운 이해,도서출 오름,2004,13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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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이나 생산요소(자본,인력,토지)의 이동에 법제도  제약이 있어 별

개의 경제단 로 기능하던 지역을 그러한 제약을 제거함으로써 하나의 

경제단 로 동질화시켜 나가며,나아가 궁극 으로는 공동경제정책을 추

진하는 공동의 의사결정기구  법제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자 한다.이러한 경제통합의 정의에서 볼 때 별개의 경제단 간 경제 통

합은 좀 더 구체 으로 하나의 헌법 에 의하여 일국내에서 보장되는 ①

재화의 자유로운 이동,② 용역 제공의 자유,③ 기업 설립의 자유·자본

의 자유로운 이동,④ 인력 이동의 자유,⑤ 토지거래의 자유(계약의 자

유)보장이라는 5가지 핵심 자유가 별개의 경제단 간에도 보장되는 것

이라 할 수 있으며,이러한 5가지 자유는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경

제질서인 사회  시장경제질서하에서 경제  기본권으로 보장되거나 직

간 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다.물론 우리 헌법상 사회  시장경제

질서하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국

가안 보장,질서유지 는 공공복리를 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

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인간이 사회를 형성하고 경제  생활 역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경제행 를 하는 한 최소한의 제한은 필수불가결하다.

남북한 경제통합은 재 별개의 경제단 로 기능하고 있는 남한 경

제와 북한 경제를 하나의 경제단 로 동질화시키는 것으로서 이 과정에

서 법제도의 동화가 필요불가결하게 수반될 것이며,필요시 공동의 의사

결정기구가 설립될 수도 있다.이러한 경제통합은 정치  통일이 이루어

지기 에는 남북한간 합의에 의하여 자유무역지역이나 세동맹,경제

연합을 창설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는 남북한간 재 수

의 경제 력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통일이라는 정치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북한 지역에 법제도 으로 사회  시장경제질서를 구축하고 이를 

남한의 경제질서와 동화하는 과정이 동시에 진행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그러므로,우리가 통일헌법상 사회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한

다고 상정할 때 남북한 경제 통합의 첫 단계는 어떻게 북한 지역내에서 

사회  시장경제질서가 도입되고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느냐 하는 것

이 핵심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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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통일’개념과의 구분

학자들간에 통합(integration)과 통일(unification)에 한 합의된 개념

이나 구별은 없어서 어떤 연구자는 통일을 통합의 궁극  완성상태나 결

과물로 이해하고,통합은 그러한 조건을 달성하기 한 과정으로 이해하

는 반면,어떤 연구자는 통합을 통일보다 훨씬 범 한 개념으로 이해

하여 남북한 통일이 실 되었다고 하더라도 남북한 통합은 통일 이후에

도 지속 이고 장기 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 한다.4) 자의 입장을 

취하게 되면 통일은 통합이 완성되는 결과물이므로 체 통일의 과정이 

상당히 오랜기간 진 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며,후자의 입

장에서는 정치  통일의 선후에 상 없이 통합은 지속 으로 진행되고 

리되는 과정이 될 것이다.

본 고에서는 기본 으로 법의 동화나 통합측면에서 경제통합은 경제

 측면에서 상품․용역 등 생산물의 이동과 인력,자본 등 생산요소의 

이동이 자유로운 상태가 되도록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는 법제도의 통합

으로 이해하고,통일은 남북한이 통일헌법을 채택하는 것 즉,헌법의 통

합5)으로 이해하고자 한다.즉,통일은 규범 으로 보면 남북한간 합의나 

통일선언 등으로 단일한 헌법 이 마련되어 그 규범력을 발휘하거나 남

한에서 시행되고 있는 헌법이 공간  범 를 확장하여 북한지역에서도 

사실  효력을 회복하는 순간에 완성되는 것이다6).통일국가가 그 국가

형태로 단일국가의 형태를 취하든 연방국가의 형태를 취하든 상 없이 

통일이 이루어졌다고 할 때는 법 인 측면에서는 단일한 헌법을 가지게 

4)홍익표․진시원,앞의 책(주 3),25면 참조

5) 석,“통일헌법상의 경제사회질서:헌법이론 분석과 헌법정책 제안”,한림

법학 포럼 제3권,한림 학교 법학연구소,1993,28면 참조.동 교수는 ‘헌법 으로

이야기하면 통일이란 기존의 분단된 양국에 이제 하나의 헌법이 제정되고 용된다

는 의미를 갖는다’고 한다.

6)그 다고 이러한 소 ‘흡수통일’의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북한내 법 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형태의 통일은 법치주의의 실 이라는

측면에서 거의 불가능하다는 을 뒤에서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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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이다.다만,헌법이 기본권,통치구조,경제질서 등 공동체의 유지와 

발 에 필요한 요소들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경제질

서와 련하여서는 법률이나 시행령에서 규정할 세세한 사항까지 헌법에 

담을 필요는 없다. 한,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경제질서는 본래 개

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 함을 기본으로 하면서 일정한 

경우에 경제에 한 국가의 개입을 정당화하는 경제질서이므로 북한이 

채택하고 있는 계획경제질서와는 달라서 국가 개입의 한계 한 존재할 

수 밖에 없다. 국가에서는 ‘경제헌법’이라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부분의 국가가 경제문제를 헌법에 수용하고 있지만,그 다고 하더라

도 모든 국가의 헌법상 경제질서가 일의 인 내용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그 내용  범 가 다채로운 실정이다.그러므로,남북통일에 있어 남북

이 채택할 단일헌법도 그것이 계획경제질서가 아닌 이상 ‘사회  시장경

제질서’라는 범주 하에 다양한 모습을 띨 수 있다.

이러한 용어 사용의 정의에 따른 통일과 경제통합의 차이 과 계

에 하여 간단히 서술하면 첫째,남북간 하나의 정치  통합체를 만드

는 통일은 격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지만 경제  분야의 통합은 

그 성질상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과정이다.둘째,경

제통합은 동북아,아시아태평양, 세계 등 주권  국가를 벗어난 지역

(region),나아가 세계(world)와도 결합할 수 있는 개념이지만,통일은 정

치 이고 토 인 의미에서의 하나됨이어서 주권  국가와 연 된 개념

으로 사용된다.셋째, 와 같은 차이 에도 불구하고 통일과 경제 통합

은 당연히 상호 향을 미친다.통일은 경제통합이 큰 폭으로 진행되는 

계기가 될 수 있고,경제통합은 통일을 앞당기는 진자(facilitator)가 될 

수 있다.그리고,‘경제헌법’은 통일과 경제통합이 만나는 교차 으로서 

통일에 의하여 경제 련 헌법조항이 단일화될 경우 경제통합의 커다란 

원칙과 원리가 합의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법제통합’과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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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통합’을 ‘두 개 이상의 상호 이질 인 법체계 내지 법질서를 단일

한 법질서로 만드는 작업’으로 정의하는 경우7)도 있고,‘법동화’를 법통

합과 혼용될 수 있다고 보면서 이를 ‘서로 다른 법역간의 법체제를 동질

화시켜서 궁극 으로는 법의 단일화를 지향하여 가는 과정’이라 정의하

는 경우8)도 있다.분단국간의 통합을 실질  통합과 형식  통합으로 구

분하면 형식  통합은 기본 인 통합의 를 완성하는 것으로 곧 법제

도의 통합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9)

‘법’을 형식  의미의 법률로만 보면 ‘법제’라는 용어가 더 넓은 의미

로 사용되며,‘법’이라는 용어를 법질서 는 법제도의 의미로 보면 ‘법

통합’은 헌법통합,법질서,법체계,법령과 제도의 통합을 의미할 수도 

있다.여기서는 ‘법제통합’은 법통합과 제도통합을 합친 용어로서 체로 

‘법통합’과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사용하고자 한다.형식  의미

의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은 우리 실정법체계에서 구속성에 있어 

차이가 있으며,일정 정도의 계질서를 가지고 있다.그러므로,‘법제통

합’을 논의함에 있어 가장 상 에 있는 실정헌법을 먼  통합하고 아래

로 내려오는 방식(top-down)의 법제통합과 조례나 규칙 등 하  법규범

을 우선 통합하고 로 올라가는 방식(bottom-up)의 법제통합을 상정해 

볼 수 있다.유의할 것은 상 법을 우선 으로 통합하는 방식을 취하더

라도 반드시 단일헌법 을 채택하여야만 헌법이 용되는 생활 역(특

히,경제생활 역)에서 법제통합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서

로 다른 헌법체계와 실정헌법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국가

들이 경제생활 역에서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자유무역 정을 체결하려

고 하는 경우나 우리가 이미 미국,유럽연합과 각각 자유무역 정을 체

결한 사실은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이는 경제생활 역에서 시장경제질

7)조은석 외,남북한 법통합 재산권문제 해결방안 연구,통일연구원,2002,3면

참조.법통합과 혼용되는 개념으로 법동화(Rechtsangleichung)가 있는데,동 자들

은 법동화는 엄 하게는 흡수내지 합류되어 들어오는 지역에 흡수하는 측의 법을

확장 용하는 문제로 본다.

8)법무부,독일 법률․사법통합 개 ,법무부,1992,39면 참조

9)황동언,“남북한 법제도 통합상의 과제”,통일 제194호,민족통일 앙 의회,

1997.11,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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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사  부문인 시장의 창의와 자율성을 

기본으로 하고 국가의 경제에 한 규제나 간섭은 부차 이며 보완 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본 고에서는 논의의 편의상 정치  통일과 경제통합,법제통합은 상

호 구분되는 개념으로 사용할 것이다.특히 통일과 경제통합을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이를 아래로부터 받치고 있는 법제도의 동화 내지 통합

을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선후 계를 생각해 보면 남북한 통일시

에는 3가지가 거의 병행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정치  통일이 경제

통합이나 법제통합에 우선할 수도 있고 경제통합이나 법제통합이 정치  

통일에 우선할 수도 있다.다만,경제통합과 법제통합간에는 법제통합이 

없는 경제통합은 가능하지만 법제통합이 경제통합을 우선하기는 어렵다

는 측면에서 체 으로 시간의 장단은 있겠지만 경제통합 이후에 법제

통합이 이루어진다.

2.경제통합 주요이론

가.주요 경제통합이론

경제통합을 바라보는 학자들의 견해는 크게 정치경제학  시각에서 

찰한 미르달(G.Myrdal),에르 (R.Erbes)등과 근 경제학  시각에

서 찰한 틴버겐(J.Tinbergen),발라사(B.Balassa),그리고 세동맹을 

심으로 보다 실  입장에서 경제통합을 찰한 바이 (J.Viner),미

드(J.E.Meade)등이 있는데10),이러한 견해  발라사가 제시한 다섯가

지 형태가 실에서 가장 많이 용되고 있다.이러한 통 인 이론들

은 동일한 경제체제간의 통합에 하여 주로 다루고 있다는 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이와는 별개로 이질  경제체제(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간 경

제통합은 어느 일방 체제의 이행(동구권),포기(베트남, 멘)나 진  

10)각각의 주요한 내용에 해서는 손병해,경제통합론:이론과 실제,제2 ,법문

사,1992,7-1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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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천( 국)의 모습을 띠고 있으며,더욱 복잡한 과정을 내포하고 있다는 

에서 차이가 있다.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유사체제간 통합에 한 발라사(B.

Balassa)의 논의11)를 간단히 정리하면,그는 경제권들이 력하여 하나의 

완 한 경제통합으로 이르는 과정을 크게 5단계로 구분하고 있다.첫째,

정당사자간 세(양  제한)를 철폐하고 역외 지역에 해서는 각자의 

세를 유지하는 자유무역지역(FreeTradeArea),둘째,역외 지역에 

하여 공동의 세를 설정하는 공동 세지 (CustomsUnion),셋째,생산

품의 이동뿐만 아니라 생산요소의 이동이 자유로운 공동시장(Common

Market),넷째,경제정책까지 상호조정하는 경제연합(EconomicUnion),

다섯째,화폐․재정․사회․경기 응정책의 통일과 회원국에 구속력있는 

결정을 내리는 국가  기구의 설립을 요구하는 완 한 경제통합(Total

EconomicIntegration)으로 나 어 설명하고 있다.

그는 한 ‘경제 통합’을 과정(process)과 상태(astateofaffairs)로서 

정의하는데,과정의 의미에서는 ‘상이한 국가에 속하는 경제단 간에 차

별을 철폐하도록 설계된 조치들’을 포함하고,상태의 의미에서는 ‘국가 

경제간 다양한 형태의 차별의 부재’를 의미한다고 한다.12)

남북한 간에 이러한 유사체제간 경제통합에 한 논의를 용할 수 

있을 지를 검토해 보면,발라사의 5단계 통합이론은 자본주의 경제체제

간 통합의 과정을 다루는 이론이기 때문에 남북한처럼 이질 인 경제체

제를 가진 경우에는 용하기 어렵다고 볼 수도 있고 남북한 간의 경제

통합이 진 으로 이루어져 첫째 단계에서 다섯째 단계까지 한 단계씩 

진 시켜 나간다면 동 이론을 용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

다.13)그러나,아무래도 동 이론은 이질 인 체제간 경제통합시에는 그

로 용되기가 어렵고 보완될 필요가 있다.첫째,이질 인 경제체제간 

통합은 시장 기능이 해체․축소되거나 없어졌던 지역에 우선 시장 기능

11)Balassa,B.,TheTheoryofEconomicIntegration,GeorgeAllen& Unwin

Ltd.,1969

12)Balassa,ibid.,p.1

13)홍익표․진시원,앞의 책(주 3),2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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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도입․확산하고 재산권을 확립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시장 기

능이 없거나 약한 경제질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재화와 용역이 계획

단 별로 분 되어 있고 가격이 신호로서의 기능도 하지 못하므로 그러

한 국가내에 단일한 재화와 용역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역내에서

의 경쟁도 존재하지 않는다.헌법상 기본권에 기 를 둔 경제  자유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경쟁법이 필요하지 않다. 한,사유재산권이 확립

된 경제권과 그 지 못한 경제권간의 경쟁은 후자 경제권내 기업에 한 

산제약이 연성이어서 즉 산제도가 없어서 기업의 경 실패에 하여 

책임을 물을 수가 없고 생산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국가 보조가 이루어

지므로 사유재산권이 확립된 경제권이 매우 불리하다.국제무역에서도 

이러한 경제체제에 하여는 무역구제조치(반덤핑 세 는 상계 세)를 

부과할 경우에 시장경제지 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그러므로,이질 인 

경제체제간 경제통합시에는 시장기능이 없거나 약한 경제체제에 우선 시

장 기능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둘째,발라사의 이론은 경제력이 유사한 

지역간의 통합을 상정하는 반면,이질 인 경제체제간 통합은 경제력에

서 차이가 클 수 밖에 없는 지역간 통합일 가능성이 크다.셋째,발라사

의 논의에서 화폐통합이나 재정․통화정책의 통합은 네다섯번째 단계에

서 등장하는 개념이지만 독일 통일의 경우에서는 이러한 통합이 (경제  

효과나 시기의 바람직성은 논외로 하더라도)일시 으로 단계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실례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경제통합은 련당사자의 수에 따라 양자간 통합과 다자간 통합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양자간 경제통합은 통상 한-미 자유무역 정과 같이 

두 개 경제단 간 자유무역 정의 형태로 이루어진다.다자간 통합은 주

로 세계무역기구(WorldTradeOrganization;WTO)라는 다자간 틀안에

서 지역주의화 추세에 따라 인  국가들끼리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북미자유무역 정(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NAFTA), 남미공동시장(MERCOSUR), 유럽연합

(European Union;EU),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South-East

AsianNations,ASEAN),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Economic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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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U)등이 주요한 경제 통합의 이다.유럽연합이 가장 통합도가 높은 

형태로 이루어져 발라사가 분류한 경제연합으로 발 해 있는 상황이며,

최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유라시아경제연합 한 경제연합을 향하여 야

심차게 나아가고 있다.그 외의 다자간 통합체는 남미공동시장을 제외하

고는 부분 자유무역지역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나.경제통합의 단계

발라사는 경제통합의 단계로 자유무역지 ,공동 세지 ,공동시장,

경제연합,완 한 경제통합의 5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이를 상술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자유무역지 (Free Trade Area)는 자유무역 정(Free Trade

Agreement)의 체결을 통하여 정 체결국간 상품  용역(최근에는 투

자 포함)의 무역에 하여 세 등 무역장벽을 제거하여 통합을 이루면

서 역외국에 하여는 각자가 독자 인 무역정책을 유지하는 형태를 말

한다.14)즉, 세와 무역에 한 일반 정 제24조 제8항(b)에 의하면 자

유무역지 는 ‘구성 역들을 원산지로 하는 생산품에서의,이들 역 상

호간 실질 으로 모든 무역에 한 세  기타 제한  거래의 규제가 

제거된 둘 는 그 이상의 세 역군’15)으로 이해된다.유의할 것은 자

유무역지 는 통 으로 상품에 있어 세장벽이 제거된 지역을 의미하

는 개념으로 이해되었으나,최근 세계무역기구에 통보되는 자유무역 정

을 살펴보면 표 , 합성평가,통 행정 등의 상품 교역과 련한 비

세조치들도 포함하며,상품뿐만 아니라 용역,투자,인의 이동에 하여

도 규정하고 있고,당사자간 조화를 추구하는 경제정책의 범 도 경쟁,

14)김동훈 외,BRICs의 FTA에 한 법 분석(1),한국법제연구원,2007.4,29쪽

참조

15)원문은 “A freetradeareashallbeunderstoodtomeanagroupoftwoor

morecustomsterritoriesinwhichthedutiesandotherrestrictiveregulationsof

commerce(except,wherenecessary,thosepermittedunderArticlesXI,XII,XIII,

XIV,XV andXX)areeliminatedon substantially allthetradebetween the

constituentterritoriesinproductsoriginatinginsuchterritorie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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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노동정책까지 확장하는 가 많다.16)

공동 세지 (CustomsUnion)17)는 회원국 사이의 무역장벽을 제거

하면서 역외국에 하여 공동의 외 세제도를 부과하는 등 공동의 무

역정책을 추진하는 형태를 말한다.즉, 세와 무역에 한 일반 정 제

24조 제8항(a)에 의하면 공동 세지 는 ‘둘 는 그 이상의 세 역을 

단일 세 역으로 체한 것으로서,공동 세지 의 구성 역간 실질

으로 모든 무역에 하여 는 최소한 그러한 역들을 원산지로 하는 

생산품에서의 실질 으로 모든 무역에 하여 세  기타 제한  거래

의 규제가 제거되고,공동 세지 의 각 구성원에 의하여 실질 으로 동

일한 세  기타 거래의 규제가 당해 지 에 속하지 않는 역과의 무

역에 용되는 것’18)으로 이해된다.공동 세지 는 공동무역정책을 추

진하기 하여 사무국을 둘 필요가 있다.

공동시장(CommonMarket)은 회원국 사이에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

소 이동의 자유까지 보장되는 형태이다.공동시장이라고 일컬어지기 

해서는 재화와 용역 이외에 노동과 자본이라는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

동을 보장하여야 하는데,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해서는 근로자의 거

주․이 의 자유 보장,직업의 자유 보장,자격증의 상호인정 등이 필요

16)여하한 명칭을 사용하든 세계무역기구체제하에서 자유무역지 를 창설하는 지역

무역 정(RTA,regionaltradeagreements)은 세계무역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지

역무역 정 통보목록은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region_e/region_e.htm

(2015.6.14일 검색)을 참조.

17)CustomsUnion은 ‘세동맹’으로 번역되기도 하는데,여기서는 공동 세지 로

번역한다.

18)원문은 “A customsunionshallbeunderstoodtomeanthesubstitutionofa

singlecustomsterritoryfortwoormorecustomsterritories,sothat

(i)dutiesandotherrestrictiveregulatonsofcommerce(except,wherenecessary,

thosepermittedunderArticlesXI,XII,XIII,XIV,XV andXX)areeliminated

withrespecttosubstantiallyallthetradebetweentheconstituentterritoriesof

theunion oratleastwith respecttosubstantially allthetradein products

originatinginsuchterritories,and,

(ii)subjecttotheprovisionsofparagraph9,substantiallythesamedutiesand

otherregulationsofcommerceareappliedbyeachofthemembersoftheunion

tothetradeofterritoriesnotincludedintheunio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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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은 직․간 투자의 자유, 송 의 자유를 포

함한 기업(설립)의 자유 등이 보장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지닌다.

경제연합(EconomicUnion)은 공동시장에서 발 하여 융정책,재정

정책,사회정책,경쟁정책 등 경제정책 반에 한 상호 력이 이루어지

는 형태이다.경제연합은 이  단계에서 합치된 무역정책 이외에 재정․

융정책이 조화를 이루며,이에 더하여 사회복지정책까지 일치시키는 

것이므로 사회  기본권과 련이 있다.재정․ 융정책의 조화를 하

여 유럽연합의 유로와 같은 단일화폐를 채택하기도 한다.

완 한 경제통합(TotalEconomicIntegration)은 각 회원국들이 경제

주권을 포기하고 하나의 단일경제단 가 되는 최종단계로 국가  기구

를 설치하여 완 한 경제  통합을 이룩하는 형태이다.완 한 경제통합

이라고 지칭하기 해서는 재화,용역,자본,인의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

어야 하고,각종 표 , 합성평가,표시 고,공정거래제도가 일치하여야 

하며 단일한 사회정책,조세정책과 더불어 련 법제도의 통합을 완수하

여야 한다.

제 2  남북한 경제통합의 특수성

1.남북한간 국민경제생산모형의 차이

가.시장경제질서의 생산모형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하는 자본주의하에서 국민경제 순환모형은 순수

자본주의를 가정할 때 정부는 생산과 소비,수요와 공  등의 의사결정

이 이루어지는 시장부문(가계,기업)으로부터 세 을 거두어 들여 정부지

출을 통하여 공공서비스를 공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생산요소의 공

과 생산은 원칙 으로 가계와 기업간 계에서 발생한다.가계는 소비주

체로서 소비를 하고 생산요소의 최종 인 소유주체로서 토지,노동과 자

본 등 생산요소를 공 하며,납세의 의무를 부담하면서 정부로부터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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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를 제공받는다.가계는 개인이 출산,육아,교육,취업,결혼,은퇴,사

망에 이르는 생의 체 주기를 하는 넓은 의미의 경제활동의 수행 

주체이기도 하다.19)

기업은 생산주체로서 가계가 공 하는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를 

활용하여 생산물을 만들어 낸 후 이를 공 한다.기업이 필요로 하는 생

산요소는 다른 기업으로부터 공 받기도 한다.기업의 생산물은 가계나 

다른 기업 는 정부에게 공 된다.생산물 매 수입으로 임 ,지 ,

이자,배당 등 생산요소를 공 받은 가를 지불하고 투자활동에 나선다.

기업 한 정부에 법인세를 납부하며 그 가로 공공재를 공 받는다.

<그림 1>시장경제질서의 국민경제 생산 모형

정  부

가  계 기  업

조    세
생산요소 공공재

소  득

소비지출,생산요소

소 비 재,소  득

공 공 재
정부지출

조    세
정부구매

*출처:이지순,거시경제학,2012,64면 그림 3-1에서 해외부문을 제외하고 

인용

정부는 기업과 가계에서 거두어들인 세 을 재원으로 시장실패가 있

어 민간부문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공공재의 공 ,외부효과가 있는 

재화의 공 을 담당한다.20)보건,교육,국방,법질서유지,환경 보호,사

회간 자본 등이 그러한 재화나 용역의 좋은 이다.

19)이지순,거시경제학,2012,65면 참조

20)이지순, 의 책,6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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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계획경제질서의 생산모형

이에 반하여 계획경제질서를 채택하는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앙집

권  계획경제체제이므로 정부가 계획을 통하여 사회에 필요한 물자의 

생산과 소비,수요와 공  등 모든 의사결정을 담당하고 가계,기 ,기

업소 등은 경제활동의 자율성이 원칙 으로 인정되지 않는 상명하달식 

체제이다.자본주의와 달리 가계나 기업은 정부와 별개의 경제주체로서

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원칙 으로 좁은 의미의 정부가 하달하고 

지시하는 계획에 의거하여 생산물을 생산하고 소비한다.모든 재화와 생

산요소가 국가소유로 되어 있고 가계는 이미 결정된 국가계획을 단 (기

,기업소 등)에 소속되어 실행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림 2>계획경제질서의 생산분배 모형

의의 정부

의의 정부( 는 공산당)

잉여
계획

지시
잉여

계획

지시
잉여

계획

지시

동

농장
기업소 사업소

의식주,

임  등
노동

가   계

*출처:기존 책자들을 심으로 직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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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공산주의 생산 모형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앞의 그림이다.

앞의 그림에서는 자본주의에서의 국민경제순환모형과는 달리 지시와 보

고 계를 명확히 나타내고 있으며,경제가 유기 으로 순환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 생산을 담당하는 조직인 동농장,기업소와 사업소 

 가계가 의의 정부 개념에 포함됨을 보여주고 있다.

계획경제하에서 생산물시장과 화폐 융시장의 계에 하여 부연하

면 통 인 사회주의 경제에서 원․부자재 조달 등 기업간 거래는 앙

계획에 의하여 무 거래로 이루어진다.그리고,가계는 배 으로 생필

품을 받거나 기업이나 기 으로부터 받은 임 으로 국 상 에서 소비재

를 으로 구입하게 되는데,이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의 액상 균형 

계획’의 형태로 체 인 경제계획에 포함된다.21)기업의 모든 거래는 

앙은행에 의해 세부 으로 통제되며 가계가 국 상 에 지불한 도 

다시 은행으로 환수되어야 하므로 원칙 으로는 국가가 통제하지 않는 

화폐 흐름이 생겨날 수 없다.

2.남북한특수 계와 경제통합

가.‘하나의 한국’과 남북한특수 계

남북한은 서로 상이한 체제와 이념을 가지고 있어 상 방을 규범

으로는 인정할 수 없지만, 실 으로는 통일을 지향하며 화와 력의 

실체로서 서로를 인정할 수 밖에 없다.우리 헌법상 북한은 국가가 아니

므로 남북 계에 국제법을 용할 수는 없으며,그 다고 한반도 체에 

단일한 국내법을 용할 수도 없는 것이 법규범  딜 마이다.하지만 

국제 으로 남북한은 국제연합의 회원국으로서 엄연히 국가  실체를 가

지고 국제법 주체로서 활동하고 있다22). 한,우리 헌법 제3조와 제4조

21)김병연․양문수,북한 경제에서의 시장과 정부,서울 학교출 문화원,2012,19

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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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견 상호 모순되어 보이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도 있어 양 조항을 둘

러싸고 남북통일과 남북한 계에 한 다양한 해석이 시도되어 왔으며,

남북한특수 계론은 남북 계의 특수성을 규범  측면에서 설명하는 헌

법이론으로서 헌법규범과 헌법 실,남북한의 국내법  지 와 국제법  

지 의 모순  괴리에 응하여 법률문제에 한 해결방안과 규범  기

을 제시하고 있다.23)이러한 남북한 계특수를 도출함에 있어 남한 

는 북한이 단독으로 한제국의 법통성을 승계하 다고 보는 견해,신생

국가로서 한반도에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한다는 견해,남한과 북한이 각

각 부분국가를 구성하고 있다는 견해,남북한을 하나의 분단체로 보는 

견해 등이 제시되고 있다.24)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교류․ 력에 한 합의서(이하 ‘남북

기본합의서’라 한다)25) 문에서 표 되어 있듯이 남북 간에는 ‘방사이

의 계가 나라와 나라사이의 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

정 으로 형성되는 특수 계’라는 을 명확히 하고 있고,이러한 이 

헌법,국 법,남북 계 발 에 한 법률 등 국내법에 제도 으로 반

되어 있지만 국제법  에서는 ‘하나의 한국’이라는 명제가 아직 확

고하게 자리잡고 있는 것은 아니다26). 한,‘민족내부거래’논리의 국제

 취약성을 제기하며,북한에 한 세 면제 등이 세계무역기구 정상 

최혜국 우의무 반 가능성이 높으므로 우리의 국제법상 의무를 수하

기 하여 세계무역기구 정상 의무면제(Waiver)를 획득하거나 남북간 

지역무역 정 는 자유무역 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들27)이 제기되

22)국제연합의 회원자격이 ‘평화애호국’에 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국제연합 가입

이후 남북한 계가 ‘국가 국가’로 환되었다는 견해가 국내외 으로 제시된다.

박명규․이근 ․ 재성 외,연성복합통일론:21세기 통일방안구상,서울 학교 통일

평화연구원,2012,65면 참조

23)이효원,통일법의 이해,박 사,2014,91-126면 참조

24)각 견해의 상세 내용은 이효원,“남북한특수 계론의 헌법학 연구”,서울 학

교 박사학 논문,2006.2,62-65면 참조

25)남북기본합의서에 하여 우리 헌법재 소(일종의 공동성명 는 신사 정에

하는 성격)과 법원 례(법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조약 는 이에 하

는 것으로 볼 수 없고)는 법 효력이 없는 신사 정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26)박명규․이근 ․ 재성 외, 의 책(주 22),6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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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기도 하다.

다만,과거 기의 국제연합총회 의결을 보면 ‘하나의 한국’이라는 

명제는 이미 국제 으로도 상당한 동의를 얻어 왔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

다.즉,분단 이후 이어진 국제연합 총회에서의 일련의 결의28)는 ‘한국문

제(Koreanquestion)’에 하여 한반도상에 실효 인 할권을 행사하는 

두 실체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재의 분단상태는 언젠가는 해소

되어야 할 잠정 ․부정  상태에 불과하며,한반도상에는 ‘한국이라는 

하나의 주권국가(thesovereignStateofKorea)’만이 존재하며,국제연합

의 여는 표성있는 정부형태하의 통일되고 독립 이며 민주 인 한국

의 수립에 국한된다는 입장을 취해 오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29)

역사 으로 볼 때 한반도상에는 ‘조선’,‘한제국’,‘한민국’의 이름

으로 독립국가가 존재해 왔지만,우리가 스스로를 외 으로 표시하거

나 타국이 우리를 칭하 던 문명칭30)으로 알 수 있듯이 국제법 으로

27)최원목,“남북한 경제 력 정책과 한국의 자유무역 정 추진과의 계”,국제법

학회논총 제47권 제3호,국제법학회,2002.12;최원목․박찬호,FTA체결에 따른 남

북한 련 국내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8; Park, Pil Ho,

“Questionson Inter-Korean Tradeand MFN Treatmentin theWorld Trade

Order”,국제거래법연구 제18집 제2호,국제거래법학회,2009등 참조

28)Chung,In Seop,Korean Questionsin the United Nations:Resolutions

Adopted atthe PrincipalOrgans ofthe United Nations with Annotations

(1946-2001),SeoulNationalUniversityPress,2002

29)박명규․이근 ․ 재성 외,앞의 책(주 22),64-65면 참조

30)우리 국호의 문명칭으로 조선왕조때는 “Corea”(조 수호통상조약),“Korea",

“Kingdom ofChosen(조미수호통상조약)”이 혼용되었고, 한제국은 "Empire of

Korea",“ImperialKorea"( 한제국 발행 우표),“Korea",“Corea”를 혼용하 으며,

상해임시정부시 한민국은 주로 “RepublicofKorea" 는 “Korea”를 혼용하

다.Chung,Henry,compiled,Korean Treaties,H.S.Nichols,Inc.,1919;

DepartmentofState,TreatiesandOtherInternationalAgreementsoftheUnited

StatesofAmerica:1776-1949,Vol.9,USGPO,1972.3;근 한국외교문서 편찬

원회 편,근 한국외교문서 3-5,동북아역사재단,2012;정용욱,“19세기 말 20세기

외국문헌에 나타난 우리나라 국호 문 표기”,국제한국학연구 제2권,명지 학

교 국제한국학연구소,2004;오인동,꼬 아,코리아 서양인이 부른 우리나라 국호의

역사,책과함께,2008.7;유 익 외,이승만과 한민국임시정부,연세 학교출 부,

2009.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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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Korea 는 Corea'라는 이름의 주권국으로 승인되어 왔다.이는 최

소한 한제국시기부터 국가의 동일성  계속성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

가 되며, 한민국 임시정부 시기 한민국의 문명칭과 재 ‘한민

국’의 명칭이 동일하다는 은 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지 의 ‘한

민국’에 잇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국제 으로 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과 국제법상 강행규범인 ‘민족자결원칙’내지 ‘국내문제불

간섭원칙(Principleofnon-interventionindomesticaffairs)31)’을 활용하

여 남북한특수 계를 국제 으로 확고하고 일 되게 주장할 필요가 있

다.특히,‘민족자결권(rightofself-determination)’은 제2차  이후 국

제연합헌장에 ‘민족자결원칙’이 규정된 이래 1976년 발효한 두개의 국제

인권 약32)제1조 제1항에 규정됨으로써 성문화된 규범이 되었으며,33)

1974년 5월 1일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된 ‘신국제경제질서수립선언

(Declarationon theEstablishmentofaNew InternationalEconomic

Order)34)’과 뒤이어 1974년 12월 12일 국제연합총회결의 3281(XXIX)호로 

채택된 ‘국가의 경제  권리의무헌장(CharterofEconomicRightsand

DutiesofStates)35)’에서도 민족자결권 내지 국내문제불간섭원칙을 규정

31)‘내정불간섭원칙’으로도 일컬어지지만 본 고에서는 경제문제 등도 있을 수 있으

므로 ‘국내문제불간섭원칙’이라 부르기로 한다.

32)두개의 국제인권 약은 1)경제 ․사회 ․문화 권리에 한 국제규약(A규

약),2)시민 ․정치 권리에 한 국제규약(B규약)을 말하며,양 약 제1조 제1

항에는 “Allpeopleshavetherightofself-determination.Byvirtueofthatright

they freely determinetheirpoliticalstatusand freely pursuetheireconomic,

socialandculturaldevelopment(모든 민족은 자결권을 갖는다.모든 민족은 이 권

리에 의하여 그들의 정치 지 를 자유로이 결정하며,그들의 경제 ․사회 ․문

화 발 을 자유로이 추구한다)."라고 되어 있다.

33)신용호,“한반도 통일과 민족자결권”,법학논총 제12집,한양 학교 법학연구소,

1995참조

34)UnitedNations,A/RES/S-6/3201,6thSpecialSession,1974.5.1.동 선언 4.d는

“신국제경제질서는 ‘모든 국가가 자국의 발 을 하여 가장 합하다고 생각되는

경제․사회체제를 채택하고 그 결과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을 권리(The

rightofeverycountrytoadopttheeconomicandsocialsystem thatitdeems

the mostappropriate forits own developmentand notto be subjected to

discriminationofanykindasaresult)’에 한 완 한 존 을 기 로 하여 건설된

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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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이러한 민족자결권의 행사주체는 남북한에 있어서는 한민족 

체,남한주민,북한주민의 3자를 상정할 수 있는데,논리 으로 통일시

에는 북한주민의 의사가 가장 우선할 수 밖에 없다.36) 체 한민족의 민

족자결권의 행사로 한반도 통일국가를 형성하기 해서는 과거 정부수립

시 배제되었던 북한주민의 의사가 가장 요할 것이기 때문이다.그러므

로,통일국가 형성에 있어 남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통

일이 되기 해서는 체 한민족의 민족자결권이 행사될 수 있는 정치환

경을 만드는 것이 매우 요한 일이다.37)국제사회에 하여 일 되게 

‘하나의 한국’이라는 원칙하에 ‘내한거래(intra-Koreancommerce)'는 ’국

내상거래(domesticcommerce)'라는 견해를 지속 으로 설득해 나가는 것

이 우리 헌법 해석에 충실한 것이다. 한,‘신국제경제질서수립선언’  

국제연합총회결의 3281(XXIX)호로 채택된 ‘국가의 경제  권리의무헌장’

상 규정된 민족자결권 내지 국내문제불간섭원칙을 원용하고 타 분단국

(독일, 국)의 사례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다만, 국도 만과의 계

에서 확고하게 ‘하나의 국’원칙을 일 되게 주장해 오고 있지만 독일

의 경우처럼 ‘민족내부거래’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양안경제 력기

본 의(兩岸經濟合作架構協議)’38)를 체결하 음을 유념하여야 한다.이는 

국과 만의 력을 정부가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형태로 해 놓은 

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35)UnitedNations,A/RES/29/3281,29thSession,1974.12.12.동 헌장 제2장 제1조

는 “모든 국가는 여하한 형태의 외부 여,강제 는 없이 그 민족의 의사

에 따라서 그 경제체제 정치,사회,문화 체제를 선택할 주권 이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진다(EveryStatehasthesovereignandinalienablerighttochoose

itseconomicsystem aswellasitspolitical,socialand culturalsystemsin

accordancewiththewillofitspeople,withoutoutsideinterference,coercionor

threatinanyform whatsoever).”고 규정하고 있다.

36)신용호,앞의 논문(주 33),26-27면 참조

37)김병기,“통일후 북한지역 토지소유문제 해결을 한 몰수재산처리법제의 이론

과 실제”,2014토지공법학회 학술회의 자료,2014.3,8면 참조

38) 문명은 ‘Agreement'로 번역하지만 원문은 ‘協議’로 되어 있어 있으며,서명주

체도 ‘해 양안 계 회(海峽兩岸關係協 )’와 ‘재단법인해 교류기 회(財團法人海峽

交流基金 )’로 되어 있어 형식 으로는 국가간 조약으로 보기 어렵게 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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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설은 체로 ‘하나의 한국’이라는 명제를 지지하며,이에 기

반을 두고 민족내부거래를 포함한 남북한특수 계를 지지하는 입장이 많

다. 재의 남북한정부를 1919년 한민국 임시정부를 연속하는 2정부론

의 입장에서 통일 때까지의 잠정정부로 인식하는 한국주의  39)이 

제시되기도 한다.‘체로서의 한국’의 입장에서 남북한특수 계론을 반

하여 남한과 북한이 체로서의 한국의 부분을 이루는 구성요소로서 

국제법 으로는 국가성이 인정되지만 국내 으로는 국가간의 계가 아

닌 특수한 계라는 입장40)도 한국주의  과 일맥상통한다. 한,

국가 승계문제에 하여 남북한은 한반도 상에 오직 하나의 국가만이 존

재하고 이 국가는 선행국가( 한제국 는 조선)와 동일성․계속성을 보

유한다는 에는 일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하면서 외 으로 이와 

같은 입장의 일치 는 합의가 방 간에 발생하는 문제와 련하여 남

북한이 상호 제3국에 비하여 우선 인 권리를 갖는다는 법  논거를 제

공한다는 견해41)도 동일한 취지이다.다만,이러한 우리의 입장이 국제

으로 리 인정받기 에는 남북간 민족내부거래에 하여 타국이 최혜

국 우 반을 제기할 가능성을 완 히 배제하지는 못한다.

나.남북한 경제통합의 특수성

남북한간 경제의 통합은 몇 가지 측면에서 유럽연합(EU),북미자유

무역 정 등과 같은 국제법 으로 주권을 가진 국가간의 기존의 경제통

합사례들과는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이러한 특수성은 남북간 경제

통합에 있어 국제법  원칙을 그 로 용할 수 없도록 하며,남북한교

류 력단계에서는 남북한특수 계론의 입장에서 그러한 국제법  원칙을 

변용하도록 한다.아래에서는 남북간 경제통합이 국가간 경제통합과 다

39)이헌환,“ 한민국의 법 기 :헌정의 연속성과 남북한정부의 계”, 북 학

교 법학연구 통권 제31집,2010.12참조

40)김병기,앞의 논문(주 37),14면 참조

41)이근 ,“1948년 이후 남북한 국가승계의 법 검토”,서울국제법연구 제16권 제

1호,서울국제법연구원,2009,160-161면 참조



- 28 -

른 특수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남북한간 경제통합은 이질  체제간의 경제통합이라는 특수성

을 보유하고 있다.남북한간 경제통합은 이질 인 경제체제간 통합으로

서 유사체제간 통합이나 다자간 통합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유사체제간 

경제통합은 이질 인 경제체제간 통합에 비하여 용이하고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다.헝가리를 포함한 8개 동유럽 국가가 유럽연합에 가입

할 때 유럽연합은 시장경제체제에 기반한 가입조건,즉 코펜하겐 기

(민주주의,법의 지배 등 정치  조건,시장경제 등 경제  조건,후보국

의 능력)을 제시하 는데,이는 이질 인 경제체제를 운용해 온 국가에

게는 빠른 시일내에 갖추기 어려운 조건이다.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와 계획경제질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간 통합에 있어서는 시

장경제의 도입 등 통합을 한 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둘째,남북한간 경제 규모  수 의 차이로 인하여 국제 으로 개

도국과 사실상 선진국간 통합이라는 의미에서 ‘남-북 국가’간 경제통합이

라 할 수 있으며,이에 따라 그 통합과정에서 경제수 에서 뒤쳐져 있는 

북한 지역의 경제 성장을 한 배려가 필수 이다.덧붙여 설명하면 남

북한 통일은 경제 으로 선진국과 유사한 수 에 다다른 경제권과 최빈

개도국 수 을 약간 상회하는 경제권과의 결합이라는 특수성을 보유하고 

있는데,국제 으로 세계무역기구내에서 최빈개도국에 한 여러가지 혜

택이 제공되는 것은 최빈개도국의 역량을 제고하고 성장의 기회를 제공

하기 한 것이다. 재 북한은 국제경제무 에서 여러 이유로 여타 개

도국이 리고 있는 일반특혜 세제도의 혜택을 리지 못하고 있다.한

편, 외개방이 북한 경제의 성장을 진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측면에서 

매우 요하지만 북한 경제의 자생력 확보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는 그 

속도를 조 할 필요성이 있다. 한,남한은 과거 개방된 국제경제체제를 

십분 활용하여 성장함으로써 각종 국제 정상 개도국 지 에서 벗어나 

사실상 선진국에 하는 의무42)를 부담할 것을 요청받고 있는 반면 북한

42)특히 한국은 1997년 기후변화 기본 약에 한 쿄토의정서상 개도국으로 분류되

어 강제 감축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지만 세계 제7 의 이산화탄소 배출국(2011년

기 )이어서 국제 압력을 받아 오다가 2009년 코펜하겐 제15차 당사국 회의에서



- 29 -

은 오히려 국제경제체제로부터 더욱 멀어져 있는 상황이다.이러한 상황

에서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북한 지역에 하여도 남한과 같

은 수 의 법률과 제도를 시행한다면 북한 경제와 산업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낮은 임 )을 활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고 남한이 부담해야 

하는 국제  의무로 인하여 경제 성장에 한 제약 요인이 크게 증가하

게 된다.이러한 제약은 사실 뒤에서 설명하는 분단국가간 경제통합이라

는 세 번째 특수성과도 어느 정도 련이 있다.

북한이  상황에서 부담하기 어려운 국제  의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남한은 ‘경제 력개발기구 약(Convention on the

OrganisationforEconomicCo-operationandDevelopment)’가입시 서

비스  자본거래의 자유화를 약속하고 외환시장을 개방하 으며,권고

사항이긴 하지만 경제규모 확 에 따라 개도국 원조를 지속 으로 확

하기로 하 다. 한 각종 국제 약에서 그 당시까지 리던 개도국 

지 (보조 정,기후변화 약,77그룹,GSP)문제도 쟁 으로 두되었

었다.43)특히,경제 력개발기구가 채택하고 있는 ‘경상무역외거래자유화

규약(CodeofLiberalizationonCurrentInvisibleOperations)’과 ‘자본이

동자유화규약(CodeofLiberalizationonCapitalMovements)’은 회원국

을 구속하는 효력을 갖는 결정의 형태로 채택되어 내국민 우의 원칙,

무차별 우의 원칙, 진  자유화의 원칙 등이 용되며,이 밖에도 경

제 력개발기구는 동 기구가 채택한 결정,권고,선언 등으로 일정한 의

무를 부과하고 있다.44)물론 각 회원국별로 가입시 일정한 사항에 한 

202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를 망치 비 3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하 다.상

세 내용은 정인섭,신 국제법 강의:이론과 사례,박 사,2014.1,702-703면 참조

43) 한민국이 OECD가입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는 크게 세가지로 나뉘는데,첫째,

OECD 약 자체에 근거한 의무(목 지지,제 규약 수락,분담 부담),둘째,권고

의무(GATT 11조국 IMF8조국의 의무, 는 개발국 원조의무),셋째,경상

무역의 거래 자유화 자본이동 자유화 실시 의무(경상무역외거래자유화규약,자본

이동자유화규약)이다.자세한 사항은 이성덕,“경제 력개발기구(OECD)가입에 따

른 입법 과제와 응방안”,법제연구 제6호,한국법제연구원,1994.6,158면 이하;

재정경제원 외경제국,OECD가입 이후의 국내제도개선과제,1997.2; 외경제정책

연구원,OECD가입의 분야별 평가와 과제,1996.11,17-19면 참조

44)2016년 1월 재 농업,반부패,화학,경쟁,소비자정책,기업지배,에 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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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나 용면제를 받을 가능성은 있지만,우리의 경우 OECD 가입시 

권고  의무 던 세  무역에 한 일반 정 제11조국(수량제한 철

폐),국제통화기  제8조국(외환 시장 규제 철폐)으로의 이행을 완료한 

상태 기 때문에 통일 이후 북한지역으로 이러한 의무를 그 로 확장

용할 경우 북한 지역 경제의 안정  운용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북한 

지역내 외환  자본시장의 개방으로 인한 충격은 우리가 겪었던 1997년 

외환 기에 버 가는 충격일 것이며,북한지역이 남한과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곧바로 남한의 외환  자본시장에도 이러한 충격이 달될 

것이다.

우리가 자발 으로 부담하겠다고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도 북한 지역

에까지 용하기는 어렵다.오히려 북한 지역에서는 상당 기간 경제 개

발로 인하여 온실가스 배출이 폭발 으로 증가할 개연성이 크다.북한 

지역을 남한 지역과 별도 지역으로 설정할 경우 배출과다업종을 북한에 

재배치하는 방안,배출권 거래제도 는 청정개발체제(CDM;Clean

DevelopmentMechanism)를 활용하는 방안 등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활

용폭이 넓어질 수 있다.

한, 외무역에서 우리가 회원국인 세계무역기구설립 정을 조약

승계방식에 따라 북한지역에 곧바로 확장 용하는 경우 이는 자본주의

체제를 겪어 보지 못한 북한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다.즉,세계

무역기구설립 정은 북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산물 시장을 크게 확 시

킨다는 정 인 측면이 있는 반면 세평가,시장 근,농업,섬유  

의류,투자장벽,원산지기 ,통 행정,동식물검역,기술장벽  무역구

제,서비스, 자상거래,경쟁정책,정부조달,지식재산권,노동,환경,투

명성 등 북한의 기존 제도에는 생경하거나 부합하지 않는 다양한 정조

항들이 한꺼번에 용되어야 한다.다만,구공산권국가들의 사례를 살펴

보면 세계무역기구 가입에 장시간이 소요되었으므로 북한 지역이 상당히 

환경, 융시장,국제투자 다국 기업,과학기술정책, 소기업,무역 등 35개 분

야 약 274개의 법규가 시행 인데,그 환경 분야가 44개로 가장 많다.더 자세

한 사항은 http://webnet.oecd.org/OECDACTS/Instruments/ListBySubjectView.aspx

(2016.1.23검색)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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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국제경제체제로부터 배제될 가능성도 있다.

셋째,분단국간 경제통합이라는 특수성이 있다.남북한은 분단국이 

통합한다는 에서 일반 인 국가간 경제통합과는 다르고 경제통합과 정

치  통일과정이 병행하거나 선후 계로 이어질 수 있다.남북한이 통일

하는 경우 두번째 특수성에서도 잠깐 언 하 듯이 조약과 국제기구에서

의 회원국 지  승계에 있어 특수성을 지니게 되는데,‘조약의 국가승계

에 한 비엔나 약’은 아직 일반 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아니지만 하

나의 거로서 기능하고 있다.남북한이 통일하는 방식은 국제법상 합병

형과 병합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합병형의 경우 남북한이 기존에 체

결한 경제 련 조약을 통일한국이 어떻게 통합하여 승계하고 남북한이 

동시가입하거나 일방만이 가입한 국제기구의 지 를 통일한국이 어떻게 

승계할 지 여부가 요한 논 이 될 것이다.병합형의 경우에도 개방경

제를 취하여 온 남한이 기체결한 세계무역기구설립 정과 자유무역지역

정 등의 무역 정 등을 북한지역에도 그 로 확장 용할 지 는 북

한이 그동안 체결하 던 경제 련 조약이나 북한만이 가입되어 있는 77

그룹 등 국제기구의 회원국 지 를 어떻게 승계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살

펴볼 필요가 있다.45) 한,해방 후 북한에서 ‘무상몰수,무상분배’의 원

칙에 의거하여 토지개 이 실시되었고,기업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권도 

1946년 8월 10일 국유화에 한 법령을 공포하여 무상으로 몰수하여 국

유화하 는데 이러한 몰수재산의 처리문제 한 분단국의 특수성을 반

하는 것이다.그리고,민족내부거래라는 상거래의 특수성 한 분단국의 

특수성을 반 하여 제기되는 것이다.만약 남북이 분단국이 아니라면 일

반 인 국제무역의 법  틀안에서 수출입거래를 하면 되겠지만,남북간 

계는 국가와 국가간의 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 인 특수 

계이므로 민족내부거래라는 특수한 개념으로 이러한 분단국으로서의 경

제통합의 특수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45)논리 으로는 경제 력개발기구,국제통화기 ,세계은행 등 남한만이 가입되어

있는 경제 련 국제기구의 회원국 지 처리 문제도 상정해 볼 수 있으나,회원국으

로서의 권리나 의무의 범 가 바뀔 수는 있어도 ‘회원국으로서의 지 ’자체가 바

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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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에서 남북한간 의의 경제통합은 시장경제질서의 도

입, 의의 경제통합( 는 시장통합),경제성장의 세 가지 요소가 어느 

정도 동시에 진행되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본 논문에서는 시장경제질

서의 도입은 경제통합의 제조건으로,경제성장과 련한 부분은 경제

통합의 발 조건이라는 측면에서 다루고자 한다.

다.남북한특수 계론과 경제 련법제

남북한특수 계론은 기본 으로 남북이 통일되기 이  남북한간 다

양하게 발생하는 법  계에서 구체 으로 어떤 법규범이 용될 것인

지를 결정하는 논의로서 헌법 제3조와 제4조의 규범조화  해석을 통하

여 도출된다.통일이 이루어지면 남북한특수 계론이 기 로 하고 있는 

규범  모순 상황은 사라질 것이며,통일 이후에 남북한간 경제통합을 

원활히 하는 법제도에 한 고민이 필요하다.

남북통일이 까지의 경제통합과 련하여서 남북한특수 계론이 유

용한 규범  기 을 제시하는데,남북한의 계는 남북 계발 에 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것처럼 “국가간의 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

하는 과정에서 잠정 으로 형성되는 특수 계”로서 북한의 이  지

를 바탕으로 국내법과 국제법 원칙이 상이하게 용되는 계이므로 남

북한특수 계론의 입장에서 남북한경제분야 교류 력에 있어 국내법 원

칙을 용할지 아니면 국제법 원칙을 용할지를 단할 필요가 있다.46)

남북한특수 계론은 ① 국내법  규범 역에서 소극  의미로 남북한

계에 하여 국제법원칙을 용할 수 없고,② 극  의미로 북한의 이

 지 가 반 되어 반국가단체로 활동하는 규범 역에서는 헌법 3조

와 국가보안법 등 국내법이 용되고,평화통일을 한 화와 력의 

동반자로서 활동하는 규범 역에서는 북한의 실체를 규범 으로도 인정

하고 있으므로 국제법원칙을 용하되 남북한 계의 특수성을 반 하여 

46)남북한 특수 계론의 입장에서 남북교류 력에 한 규범체계를 헌법학 으로

제시한 연구로 이효원,남북교류 력의 규범체계,경인문화사,2006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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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변용하거나 탄력 으로 용할 수 있는 법  근거 는 여지를 법

률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며,③ 국제법  규범 역에서는 남북한 일방 

는 방과 제3국,국제기구과의 법률 계에는 국제법원칙이 용된다

고 한다.47)이러한 남북한특수 계론의 입장을 반 하여 살펴보면,남북

간 경제통합과 타국과의 경제통합간에는 큰 차이 이 있다.즉,우리가 

타국과 자유무역 정을 체결할 경우에는 외국인인 상 국 국민과 기업에

게 우리 헌법에 의거하여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부여되는 조약에 기반한 

권리가 부여될 뿐이다.이와 달리 우리 헌법상 북한주민도 한민국의 

국민이므로 원칙 으로는 이들에게도 우리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아무래도 경제분야에서는 북한이 평화통일을 한 화해와 력의 동

반자로서 활동하는 규범 역이 많을 수 밖에 없으므로 국제법원칙을 변

용하거나 탄력 으로 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을 것이며,이를 한 

법  근거도 법률에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남북교류 력에 한 법률이 

경제분야 규범 역에서 국제법 원칙을 용할 수 있는 법  근거를 담

고 있는 표  법률이다.즉,남북교류 력에 한 법률 제26조에 의거

하여 교역에 하여 동 법에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 외무역

법」 등 무역에 한 법률을 용하고(제1항),물품 등의 반출이나 반입

과 련된 조세에 하여는 조세의 부과․징수․감면  환  등에 한 

법률을 용하며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 등을 반입할 때 「 세법」에 따

른 과세 규정과 타법률에 따른 수입부과 에 한 규정은 용하지 않고 

있으며(제2항),남북한간 투자,물품 등의 반출이나 반입,그 밖에 경제에 

한 력사업과 이에 따르는 거래에 하여는「외국환거래법」,「외국

인투자 진법」,「한국수출입은행법」,「무역보험법」,「 외경제 력

기 법」,「법인세법」,「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수출용원

재료에 한 세 등 환 에 한 특례법」,「국세기본법」,「국세징수

법」,「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주세법」,「교육세법」,

「식물방역법」,「가축 염병 방법」(이상 제3항)을 용하도록 되어 

47)이효원,앞의 논문(주 24),357-358면을 요약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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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국제법 원칙을 용하되 남북 계의 특수성을 반 하여 용되는 

법률들을 열거하고 있다.다만, 용되는 법률에 「불공정무역행 조사 

 산업피해구제에 한 법률」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불공정교역행

가 발생하여도 이를 시정하거나 반입 증가로 인한 산업피해가 있거나 

덤핑  보조  등으로 인한 산업피해가 있어도 동 법에 따른 조사  

구제조치를 신청할 수 없다.48)이는 남북간 거래가 국제법상 국가간 거

래가 아니라는 특수성을 반 한 것이라 할 터인데,통상 국내법상 불공

정행 가 있을 경우는 경쟁법으로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지만 북한

에 우리의 경쟁법을 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난 이 있다.

한편,헌법재 소와 법원이 법  구속력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남

북기본합의서  3개 부속합의서는 남북한 상호간에 직․간 으로 국

가성을 인정하는 바탕 에 경제․사회․문화분야의 교류․ 력을 추진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49).남북기본합의서는 실 인 남북분단 상황을 

인정하면서 남한 지역에서는 남한의 법률이,북한 지역에서는 북한의 법

률이 용된다는 원칙을 직  는 간 으로 확인50)하고 있으며,

한,남북한이 체결한 합의서로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한 합의서’,

‘남북 사이의 소득에 한 이 과세방지 합의서’,‘남북 사이의 상사분쟁

해결 차에 한 합의서’,‘남북 사이의 청산결제에 한 합의서’등 4개 

경제 력 합의서와 ‘개성공업지구와 강산 지구의 출입  체류에 

한 합의서’등 9개 합의서의 내용에도 직 으로 남북한은 각각 자신

의 지역에서 각각의 법률이 용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51)

48)다만,남북교류 력에 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4호에 남북교역에 하여 통일

부장 이 가격·수량·품질,그 밖의 거래조건 등에 하여 필요한 조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경우 의 하나로 “반출 는 반입시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

우”가 규정되어 있다.

49)남북기본합의서 제1조는 “남과 북은 서로 상 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제1장 남북화해’의 이행과 수를 한 부속합의서 제1조는 “남

과 북은 상 방의 정치,경제,사회,문화,체제(제도)를 인정하고 존 한다”,제3조

는 “남과 북은 상 방 당국의 권한과 권능을 인정․존 한다”,제5조는 “남과 북은

상 방의 법질서와 당국의 시책에 하여 간섭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0)이효원,앞의 책(주 46),194-195면 참조

51)이와는 반 로 2012년 2월 10일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 계와 상속 등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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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남북한 경제통합의 이론  틀

1.경제통합의 제조건

남북간에 경제통합이 이루어지기 해서는 북한지역에 시장경제질서

의 도입이 선행되어야 한다.경제운용원리나 소유권제도측면에서 시장경

제질서와 계획경제질서간 간극이 매우 크므로 이러한 간극을 그 로 두

고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그러므로,시

장경제와 계획경제라는 이질 인 경제체제간 통합은 어느 일방의 경제질

서의 타방의 경제질서로의 환으로부터 시작된다52).시장경제를 계획경

제로 환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우수성, 재의 국제경제질서 등을 감안

할 때 실  가능성과 규범  필요성이 없으므로 본 고에서는 북한에 

시장경제질서를 도입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보기로 하겠다.

사회주의에서 표방하는 시장경제질서와 자본주의에서 얘기하는 시장

경제질서의 의미는 약간 다를 수 있겠지만,이제 북한을 제외하고는 

세계 모든 국가들이 체제와 무 하게 시장경제질서를 표방하고 있다.일

특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데,이는 헌법 제3조 토조항에 의거하여 북한 지

역에 하여 남한의 련법이 용됨을 제로 하는 것이며,동 법의 제정 이유에서

도 “북한은 민사 계에서 하나의 법 실체는 가지고 있으나 국가로 인정할 수

는 없으므로 외국을 제로 하는 「국제사법」의 규정 등을 용할 수 없다”고 밝

히고 있다.

52)물론 논리 으로 생각해 보면 양 경제질서의 간지 으로의 통합을 상정해 볼

수도 있다.하지만 1990년 사회주의권 몰락이후 경제질서의 측면에서는 실

으로 시장경제질서가 계획경제질서를 체해 가고 있음을 감안하여 본 고에서는 북

한에 시장경제질서를 도입하는 경우로 논의를 한정하고자 한다. 한,본고에서는

남북한간 경제통합에 한 연구라는 에서 정치․경제 변화를 모두 내포하는 체

제 환(transformation),체제이행(transition)이라는 용어보다 시장경제질서의 도입이

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체제 환은 정치체제나 경제제도의 변화만이 아니라 사

회의 공식 ․비공식 연결망구조나 문화,지배 가치와 신념체계의 변화를 포

하는 넓은 개념이며,체제이행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로의 변

화, 체주의에서 민주주의로의 공식 제도 변화를 의미한다(윤 규 편,사회주의

체제 환에 한 비교연구,한울아카데미,2008,10면 각주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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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으로 시장경제질서는 개인의 경제  자유(사  자치의 원칙)를 최

한으로 보장함을 목표로 하며,사유재산제,직업선택의 자유,이윤추구의 

원리,시장경제와 가격기구,노동의 상품화 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데,이 

에서 시장경제와 가격기구가 경제질서의 핵심  치를 차지하고 있

다.53)54)시장경제질서의 도입은 넓은 의미의 경제통합에서는 경제조정방

식과 소유권 체계를 자본주의 체제화55)하는 것이고,헌법상 경제질서 측

면에서는 일국의 경제질서를 앙계획경제질서에서 시장경제질서로 환

하는 과정을 말하는데,이는 우리 헌법재 소가 얘기하고 있는 ‘사유재

산제’와 ‘시장경제’에 입각한 경제질서를 확립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헌법상 시장경제질서의 주요 요소는 계약체결의 자유,가격결정의 

자유 등 기업의 자유와 경제행 의 자유,이를 보장하기 한 사유재산

제도의 도입 등이다.우리 헌법재 소는 “헌법상의 경제질서에 한 규

정은,국가행 에 하여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경제질서의 형성에 개인

과 사회의 자율 인 참여를 보장하는 ‘경제  기본권’과 경제 역에서의 

국가활동에 하여 기본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 국가에게 극 인 경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경제에 한 간섭과 조정에 

한 규정’(헌법 제119조 이하)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시하 는데56),경

제  기본권은 기본 으로 경제  자유와 평등,그리고 재산권 등 경제

 삶에 련된 사항을 직  규율하는 기본권을 의미57)하며,구체 으로 

53)우리 헌법재 소도 “우리 헌법이 사유재산제도와 경제활동에 한 사 자치의

원칙을 기 로 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이는 국민 개개인에게 자유스러운 경제활동을 통하여 생활의 기본 수요를 스스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고 사유재산의 자유로운 이용·수익과 그 처분 상속을 보장

해 주는 것이 인간의 자유와 창의를 보 하는 지름길이고 궁극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증 시키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이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시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헌재 2002.7.18.2001헌마605참조

54)헌법의 테두리에서 악한 ‘시장질서’의 개념에 해서는 이장희,“시장질서의

헌법 의미와 구체화 방향”,안암법학 제36호,2011.9참조.동인은 ‘시장질서’를 헌

법상 경제질서의 한 부분으로서 ‘사 거래질서로서의 시장질서’와 ‘공 질서로서의

시장질서’의 측면을 동시에 가지며,양자는 상호보완 계에 있다고 보고 있다.

55)베르 푸쉬라․김원식 편,통독의 경제 평가와 한반도 통일,후리드리히 에베

르트 재단․ 외경제정책연구원,1993,14면 참조

56)헌재 2004.10.28.99헌바9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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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이 의 자유,직업선택의 자유,근로의 자유,재산권 보장,기업의 자

유(기업설립과 경 의 자유), 업의 자유,경쟁의 자유,계약의 자유,소

비자의 권리 등이다.58)시장경제에서는 계약의 자유가 필수 인 요소인

데,계약의 자유는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일반  행동자유권과 제23

조의 재산권 행사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된다.59)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생산품을 얼마에 팔 것인가, 구와 거래할 것인가 등의 경제  

의사결정은 자본주의에서 개인이나 기업이 경제  분야에서 보유하고 있

는 핵심  의사결정들이다.이러한 의사결정이 자율 으로 이루어질 경

우 경제 주체들은 그러한 의사결정의 결과를 온 히 자신의 몫으로 받아

들인다.헌법상 이러한 의사결정의 자유를 통칭하여 기업의 자유라 하며 

세부 으로는 생산․제조  매의 자유,나아가 경쟁의 자유로 나  

수 있다.60)

북한 경제가 발 하고 남한 경제와 성공 으로 통합해 나가기 해

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 하고 기업활동의 자유

를 보장하는 경제질서가 되어야 한다.주택,식료품가격,의류가격,교통

비용,에 지가격,통신가격 등 사회주의 경제체제하에서 국가가 그 공

가격을 결정하거나 무상으로 제공되었던 재화나 용역을 민간이 공 하거

나 민간의 창의를 살리는 방향으로 공 하고 그 가격결정권을 포함한 

업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거주이 의 자유 한 국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거주와 체류지를 정할 수 있는 자유로서 정치․경제․사회․문

화 등 모든 생활 역에서 개성신장을 진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되고 있

는 다른 기본권들의 실효성을 증 시켜주는 기능을 한다.61)

1989-1991년 동부 유럽과 구소련에서 속히 진행된 사회주의 체

제 붕괴로 말미암아 동유럽과 러시아는 진 인 시장경제질서로의 환

이 일어났던 반면, 국․베트남은 기존정치체제를 유지하면서 진 인 

57)이장희,국가의 경제개입의 헌법 근거와 한계,헌법재 연구원,2014,15면 참조

58)이장희, 의 책,15-16면 참조

59)정종섭,헌법학원론,박 사,2014,227면 참조

60)이세주,기업의 경제활동 보장과 제한에 한 헌법 검토,헌법재 연구원,39

쪽 참조

61)헌재 2004.10.28.2003헌가18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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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시장경제질서를 도입하 다.시장경제질서 도입은 순차 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인데 체로 시장경제의 제도  여건을 먼  확립하고,

미시 인 기업조직과 자본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며,마지막으로 거시경제

역의 산업구조조정과 사회구조정책을 고려하는 순서이다.62)

마크 크라머(MarkKramer)는 동유럽 국가의 시장경제질서 도입시 

공통 으로 취한 정책으로 ① 거시경제의 안정화,② 가격과 상업거래의 

자유화,③ 소기업의 사유화,④ 소기업 설립에 한 장벽 제거,⑤ 규

모 국 기업의 구조조정  청산( 는 가능한 경우 사유화),⑥ 증권거래

소와 상업은행을 포함한 시장 기구나 인 라의 구축 등을 제시하고,이 

 처음 네 가지 정책은 기에 시행하여야 하며,그 지 않을 경우 큰 

가를 치르게 된다는 견해를 피력하 다.그는 더 나아가 규모 국

기업의 구조조정은 매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불확실한 것이어서 만약 

규모의 사유화 로그램을 조기에 채택한다면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

시킨다고 하 다.63)

세계은행은 ‘1996년도 세계개발보고서:계획에서 시장으로(World

DevelopmentReport1996:From PlantoMarket’에서 경제질서 이행

62)정 화,“통일후 북한의 재산권 문제에 한 헌법 연구”,서울 학교 박사학

논문,1995,35면 참조.동 논문에서는 체제 환의 3단계 모형으로 세 가지를 제시하

고 있는데,뢰쉬(D.Lösch)의 견해로 ① 법률․행정개 ․기업분할 등 제도 조건

형성 ② 가격자유화,통화가치안정, 외경제개방 ③ 사유화,통화․재정정책 조치,

사회정책,구조정책의 순서이고,크라코 스키(M.Krakowski)의 견해로 ① 시장경

제 동작을 한 법 ,제도 장치(시장의 유효경쟁보장,사유재산 계약자유의 보

장, 앙은행의 독립성 확보)② 가격자율화를 한 경쟁 경제구조 제(국 기업

사유화가 필수)③ 구조조정을 언 하고 있고,지베르트(HorstSiebert)의 견해로 ①

제도 간 자본의 형성(사경제주체의 행 규범,회사법․재정․재산권문제,공공부

문과 사경제부문간의 계,생산요소시장에 한 제도 장치, 앙은행 등 융제

도),② 통화가치의 안정(과잉통화흡수,통화․ 융의 안정성,이원 인 융제도,

앙은행의 독립성 보장,효율 인 자본시장육성)③ 실물경제의 응(기업의 생산․

투자․고용의 응력,새로운 기업의 시장진입제고,기존기업의 경 역 조정)을 제

시하고 있다.

63)MarkKramer,“TheChangingEconomicComplexionofEasternEuropeand

Russia:Resultsand Lessonsofthe1990s”,SAIS Review 19(No.2),1999,

pp.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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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ition)에 있어 세 가지 핵심 개 을 제시하고 있다.첫째,경제를 안

정화시키면서 가격․거래  시장진입을 정부규제로부터 자유화하는 것

이다.자유화는 다른 모든 시장개 의 혜택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첫번

째 단계이다.하지만 시장은 높은 인 이션과 거시경제  불확실성하

에서는 제 로 작동하기 어렵다.그러므로 안정화는 자유화의 필수 인 

보충요소이다.둘째,재산권을 명확히 하고 필요할 경우 이를 민 화하는 

것이다.사람들과 기업은 시장의 힘에 효율 으로 반응하려면 명확한 소

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국가는 특히 법의 지배(ruleoflaw)를 포함

하여 시장거래를 뒷받침하고 소유권을 형성하는 많은 제도들을 창출해야 

한다.셋째,시장경제질서 도입의 고통을 완화하기 하여 사회서비스와 

사회안 망을 재형성하는 것이다.극도의 빈곤을 해결하고,건강과 교육

을 증진하며 근로자들이 시장체제의 요구에 응토록 지원하는 것은 경

제성장과 사회  정의를 동시에 충족시킨다. 한 근로자의 지식,기술,

동기,건강에 따라 결정되는 노동생산성은 경제성장에 있어 핵심  역할

을 수행한다.64)

이처럼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시장경제로 환시키기 해서는 경쟁

을 한 규칙과 제도를 설정한 후 토지․건물을 사유화하고 국유기업을 

민 화하며 안정 인 화폐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65)그러한 면에서 사

유재산제도의 확립은 체제 환시 효율 인 시장경제의 형성을 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데,서구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사유화(민 화)66)와 사회

주의 국가의 시장경제질서 도입과정에서의 사유화는 구별할 필요가 있

다.자본주의 국가에서 사유화는 이미 시장이 안정 으로 주도  역할을 

하는 와 에 국민경제의 일부인 국유재산 는 국유기업을 민간부문에 

이 함을 의미하지만 시장경제질서 도입과정에서의 사유화는 모든 경제

주체를 한 게임의 규칙을 바꾸고 시장경제를 한 제도를 창출하고 경

64)World Bank,World DevelopmentReport1996:From Plan to Market,

OxfordUniversityPress,1996,p.7-8;WorldBank,WorldDevelopmentReport

1996:From PlantoMarket,ExecutiveSummary,1996,p.2

65)정형곤,체제 환의 경제학,청암미디어,2001,77면 참조

66)사유화와 민 화는 엄 한 의미에서는 구분되지만 여기에서는 구분의 의미가 없

어 혼용하여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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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반에 걸친 소유권의 이 을 포함하는 의미이다.67)시장경제질서 도

입과정에서의 사유화와 련하여 가장 요한 이슈는 사유재산권을 설정

하여 형식 인 소유자를 국가에서 민간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

게 유능한 민간의 경제주체에 그러한 소유권을 넘겨  것인가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이는 경제통합의 효율성과도 직결되는 문제인데,사유재산

제도의 정립을 통하여 희소한 생산 자원을 효율 으로 사용하고 경제

체의 효용을 증가시켜 사회 체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한

다는 것이다.68) 한 효율성 제고와 더불어 분배의 형평성에 해서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통일한국의 경우 통합 기 북한지역에 있어

서 토지나 주택의 원소유자와 재이용자간 형평성있는 분배가 경제 체

의 효율성 제고에 있어 결정 인 변수가 될 수 있다.

생산물  생산요소에 한 재산권을 제 로 설정해 주는 것은 경제

 생활 역에서 가장 요한 문제이다.69)해방 후 북한에서는 소  ‘무

상몰수,무상분배’원칙에 의거 토지개 을 실시하고 농업의 집단화를 

더욱 강화하여 1958년에는 사회주의  토지소유제를 완성하 고 재도 

북한은 토지임 법에 의거하여 외국투자가에게도 토지이용권만을 보장하

고 있다.한편,사회주의 계획경제질서를 채택해 온 국가들에서는 국가에 

소속된 기업소,사업소의 단 가 경제계획에 입각하여 상부에서 하달된 

명령과 지시에 의거하여 생산을 담당하고 있다.기업소는 원료조달,생

산,유통,가격 결정의 자유가 없으며,계약에 있어 사  자치의 원칙도 

용되지 않는다.남북한간 경제통합 이 이라도 북한 내부 으로 재화,

용역,토지,건물,자본에 한 사유재산권을 어떻게 정립하는가에 따라 

재보다 더 높은 경제발 의 속도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한,사유

재산권이 제 로 보장되지 않을 경우 투자 험으로 인하여 제 로 된 투

자가 일어나기도 어렵고 지속 인 경제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그러므

67)정형곤,앞의 책(주 65),77-78면 참조

68)정형곤, 의 책,78면 참조

69)사유재산권 보장은 시장경제질서와 불가분의 계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자 한다.경제 생산활동의 결과가 특정 정치․사회 제도와 련되어 있다고 하면

서 제도의 요성을 강조하는 학 로서 신제도주의 경제학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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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남북한 경제통합의 제조건으로서 사유재산권의 보장을 포함한 시

장경제질서의 도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2.경제통합의 기본 틀

공산주의 체제하에서는 동일한 체제 내에서도 토지라는 생산요소의 

사인간 이 이 자유롭지 못하고 거주이 의 자유가 제한됨으로써 노동이

라는 생산요소의 이동 한 자유롭지 못하여 용역의 이동도 자유롭지 못

하다.게다가 공산주의 국가 모두가 민간 역 특히 시장부문이 제 로 

형성되어 있지 않아 일정기간 정부주도의 경제정책을 채택할 수 밖에 없

고,이 경우 시장주도의 경제정책을 채택한 나라와 발라사가 말하는 경

제통합을 달성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두 개의 경제권이 서로 이질 인 경제질서하에 경제를 운용해 온 경

우 사실 발라사가 주창하는 첫 번째 경제통합단계인 자유무역지역의 창

설조차도 용이하지는 않다.자유무역지역은 세 등 양  장벽을 철폐하

여 교역을 자유롭게 하는 것인데,그 동안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한 국가

들은 세계무역기구 설립 정( 는 그 이 의 GATT 정)이나 자유무역

정 체결을 통하여 농산물을 제외한 부분의 상품이 무 세로 교역되

고 있으며 비 세장벽도 낮은 실정이다.그러나,개 개방을 시작했던 해

( 국은 1978년,베트남은 1986년)부터 20년에 가까운 는 그 이상의 기

간이 경과한 후에야 세계무역질서에 편입될 수 있었던 국(2001년)이나 

베트남(2007년)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의 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기존에 

계획경제질서를 채택하 던 국가들에게 무역자유화의 노정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물론 WTO는 단순한 무 세만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투자,지식재산권,서비스, 생검역 등 각종 무역과 련한 제도

를 망라하고 있으며,가입을 추진하는 국가는 개별 회원국과 별도로 

의를 진행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는 은 감안할 필요가 있다.

경제통합의 각 단계는 경제질서를 형성하는 헌법상 조항  련 법

제들과 긴 히 연결되어 있는데,앞에서도 언 하 듯이 우리가 북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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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합을 추구하는 경우는 통상 인 외국과의 경제통합과는 매우 큰 

차이가 있어 북한 기업이나 주민의 경우에게도 제한과 한계가 있기는 하

지만 우리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사회  시장경제질서를 채

택하고 있는 우리 헌법상 기업과 개인에게 보장되고 있는 경제  기본권

은 정치  통일이 이루어진 후에는 북한지역의 기업과 개인에게도 당연

히 보장되어야 할 것이지만 통일이 이루어지기 이 에도 한민국 국민

으로서의 우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이러한 측면에서 아래에서는 

남북한특수 계론의 에서 남북간 경제통합시 각 생산물과 생산요소

별로 련이 있는 우리 헌법상 경제  기본권  법제도를 상술하고자 

한다.70)

가.재화의 자유로운 이동

재 일반 으로 국제간 재화의 이동은 세계무역기구설립 정과 이

에 기반한 양자간 자유무역 정71)에 의하여 주로 규율되고 있다.자유무

역 정은 외가 있기는 하지만 세계무역기구 회원국간 체결하는 정이

므로 재화의 자유로운 이동은 세계무역기구설립 정의 규범안에서 가능

한 것이다.달리 말하면 상품 교역에 있어서는 1994년 세  무역에 

한 일반 정에 더하여 무역에 한 기술장벽에 한 정(표 ,기술 

규제, 합성평가제도),무역 련 투자조치에 한 정, 세평가,선

 검사,원산지 규정,수입허가 차,반덤핑,보조   상계조치,긴

수입제한조치 등에 한 정들이 회원국간에 용되고 있으며,자유무

역 정은 련 분야에서 세계무역기구설립 정보다 강화된 규범을 확립

70)이론 틀의 일부 내용은 헌법재 연구원이 주최한 2015통일학술 회 자료집에

수록된 발표자료 졸고,“남북간 거래 활성화에 비한 법제도 과제”,헌법재 연구

원,2015.6.17에도 포함되어 있다.

71)김동훈 외,한-EU FTA의 법 문제 에 한 연구,한국법제연구원,2007.9,

37-39면 참조.자유무역 정(FTA,FreeTradeAgreement)은 정의 당사국간 상

품,서비스,투자,나아가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도록 세 비 세 등

의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목 으로 체결되는 정 는 조약이며,경제분야의

조약의 일종으로 경제통합을 한 주요한 국제경제법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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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정이다.그러므로,세계무역기구 회원국과 비회원국과의 자유무역

정 체결은 회원국간의 자유무역 정 체결보다 더 범 한 분야를 다

루어야 하고,세계무역기구설립 정의 규범 내용을 포 하고 있어야 한

다.특히,국가간 자유로운 상품의 이동이 가능하기 해서는 수출국에서 

제조된 상품이 수입국의 표 ,기술규제를 충족시켜야 하며,이를 하여 

합성평가72)제도 나아가 상호인정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한,세계무역기구설립 정하에서 상품(goods)과 농산품(agricultural

products)간 취 이 다르다는 과 국제 무역에 있어서는 반덤핑,상계

세 등 무역구제조치와 긴 수입제한조치73),농산물에 한 특별긴 수

입제한조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분단국인 남북간 재화의 자유로운 이동  이에 한 제한은 남북한

특수 계론의 에서 규범 으로 우리 헌법상 경제  기본권과 직간

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우선 우리 헌법상 재화의 자유로운 이동과 

련된 기본권을 살펴보도록 하겠다.우리 헌법은 경제  자유의 보장에 

한 포  규정으로 제119조 제1항을 두고 “ 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

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 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하

고 있으며,제11조 제1항에서 경제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다. 한,제2

장 기본권에서는 거주이 의 자유,직업선택의 자유,근로의 자유 등의 

경제  자유권을 규정하고 있으며,국민 개개인의 자유실 의 물질  바

탕으로 재산권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이에 더하여 기업(설립과 경 )의 

자유, 업의 자유,경쟁의 자유,계약의 자유,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등의 

경제  기본권이 있는데74),우리 헌법재 소는 특히 주세법의 자도소주 

72)제품,용역,공정,체제 등이 표 ,제품규격,기술규정에서 정한 규격이나 기

에서 정한 요구사항을 얼마나 충족하는가를 평가하는 활동을 말한다.ISO에서 제정

한 공식 용어정의는 “제품,공정 는 서비스가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키는 정도에

한 체계 인 심사”로 되어 있다.

73)긴 수입제한조치는 특정 상품의 수입이 증하여 수입국의 반 인 경제여건

이나 경쟁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우려가 있을 때, 세 무역에 한 일

반 정 제19조에 의거하여 수입국이 당해 상품에 해 일시 으로 수입제한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김 순․김민서,WTO법론,삼 사,2006,158-159면 참조

74)이장희,앞의 책(주 57),15-2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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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명령제도가 헌법에 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75)에서 원칙 으

로 경쟁의 자유를 업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를 포함하는 직업의 자유로

부터 도출한다.즉,우리 헌법재 소는 “직업의 자유는 업의 자유와 기

업의 자유를 포함하고,이러한 업  기업의 자유를 근거로 원칙 으

로 구나가 자유롭게 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경쟁의 자유는 기본권의 

주체가 직업의 자유를 실제로 행사하는 데에서 나오는 결과이므로 당연

히 직업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고,다른 기업과의 경쟁에서 국가의 간

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소비

자는 물품  용역의 구입·사용에 있어서 거래의 상 방,구입장소,가

격,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소비자가 시장기능을 

통하여 생산의 종류,양과 방향을 결정하는 소비자주권의 사고가 바탕을 

이루는 자유시장경제에서는 경쟁이 강화되면 될수록 소비자는 그의 욕구

를 보다 유리하게 시장에서 충족시킬 수 있고,자신의 구매결정을 통하

여 경쟁과정에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은 한 소비자보호의 

포기할 수 없는 요 구성부분이다”라고 시하고 있어 경쟁의 자유와 

이로부터 생되는 물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직업의 자유로부터 도출하고 

있다.

남북간 재화의 자유로운 이동에 하여는 두 가지 설명방식이 가능

하다.첫째,남북간 거래는 국제법상 국가간 거래가 아니므로 규범 으로

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북한 주민의 직업의 자유가 그 근거가 되어 물

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도출할 수 있다.다만,북한 주민의 직업의 자유는 

 자유는 아니어서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을 용받아 국가안 보

장․질서유지 는 공공복리를 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남북교류 력에 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남북간 물

품의 반출․반입의 승인제도가 그러한 제한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한,

이러한 설명방식에서는 우리 헌법 제127조 제2항이 “국가는 국가표 제

도를 확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그리고 소비자안 을 보

장하기 하여 국가표 기본법,산업표 화법,제품안 기본법,품질경  

75)헌재 1996.12.26.96헌가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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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산품안 리법, 기용품안 리법,어린이제품 안  특별법,계

량에 한 법률 등을 시행하고 있는 을 고려하여 특히 북한지역으로부

터의 물품의 반입시 국내법상 표 ,인증,제품안 성 등과 련한 기

을 수하고 있는지에 한 제품검사를 실시할 필요도 있다.

둘째,남북한특수 계론의 입장에서 남북간 거래가 국제법상 국가간 

거래가 아니라는 은 동일하지만 북한이 평화통일을 한 화와 력

의 동반자로서 활동하는 규범 역인 물품의 반출입에 국제법원칙을 용

하되 남북한 계의 특수성을 반 하여 이를 변용하거나 탄력 으로 

용할 수 있는 법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할 수 

있다. 재 남북교류 력에 한 법률 제26조 제1항은 “교역에 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하여는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외무역법」등 무역에 한 법률을 용한다”고 하여 국제

법  원칙이 용되는 법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다

만,남북간 특수성을 반 하여 동 조 제2항에서는 세법상 과세 규정과 

다른 법률에 따른 수입부과 은 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두 가지 설명방식은 해석 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지만 아직 낮은 수

에 머무르고 있는 남북간 경제 교류의 황을 감안할 때는 실정법인 

남북교류 력에 한 법률을 용함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다만,향후 남북간 물자 교류가 폭발 으로 증가할 경우에는 

두 가지 설명방식에 따른 응방식은 달라질 것이다. 를 들면 재 남

북간 교류에 해서 반덤핑조치,상계조치,긴 반입제한조치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상정해 보자.국내 으로는 덤핑은 일반불공정행 의 

하나로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 (독 규제법 제23조 제1항 제2

호)이며,그 세부 유형으로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부당염매(별표 1의23

호 가목)76)와 유사하다. 한,보조  지 은 국내법 으로는 독 규제법

76)부당염매라 함은 자기의 상품 는 용역을 공 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그

공 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히 낮은 가로 계속하여 공 하거나,기타 부당하게

상품 는 용역을 낮은 가로 공 함으로써 자기 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 를 가리킨다.권오승,경쟁법 제10 ,법문사,2013,31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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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부당한 지원행 (독 규제법 제23조 제1항 제7호)와 이를 구체화하여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부당한 지원행 77)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자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이 국내 경쟁법상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어렵

다고 주장할 수 있으며,후자의 입장에서는 남북교류 력에 한 법률 

시행령에 용할 법령으로 「불공정무역행 조사  산업피해구제에 

한 법률」을 추가 규정하면 가능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나.용역의 자유로운 제공

통 으로 용역78)은 비교역재로 인식되어 왔으나,기술의 발 ,국

가독  용역 공 의 감소  상품과 독립된 용역의 공 이 가능하게 

된  등이 이러한 인식을 바꾸게 되었다.79)국제 으로 용역무역은 

세의 감소나 철폐를 일차 목 으로 하는 상품무역과는 달리 내국민 우,

시장 근,국내규제,외국자격의 인정, 업 행 등이 그 자유화에 있어 

핵심 인 요소가 된다.80)

세계무역기구 용역무역에 한 일반 정에서 정의하는 용역 제공의 

형태는 네 가지이다.‘방식 1(국경간 공 )’에서는 한 회원의 역으로부

터 다른 회원의 역(from the territory ofone Memberinto the

territoryofanyotherMember)으로의 용역의 공 ,‘방식 2(해외 소비)’

에서는 소비자의 이동(intheterritoryofoneMembertotheservice

consumerofanyotherMember)을 통한 용역 공 ,‘방식 3(상업  주

재)’에서는 상업  주재를 통한 용역 공 (byaservicesupplierofone

Member,throughcommercialpresenceintheterritoryofanyother

Member),‘방식 4(자연인의 주재)’에서는 자연인의 주재(by aservice

supplierofoneMember,throughpresenceofnaturalpersonsofa

77)부당한 자 지원,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부당한 인력지원,부당한 거래단

계 추가 등을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 계인 는 다른 회

사를 지원하는 행 를 말한다.

78)용역 자체는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하게 한다는 을 유념하여야 한다.

79)김 순․김민서,앞의 책(주 73),191-192면 참조

80)김 순․김민서, 의 책,207-21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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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berintheterritoryofanyotherMember)를 통한 용역 공 81)을 

말한다.용역의 자유로운 제공이 가능하다는 것은 의 네가지 방식의 

용역 공 이 자유로와야 한다는 것인데,그러기 해서는 각 용역과 

련한 국내규제(자격요건과 차,용역의 기술표 ,면허요건)등이 일치

하거나 그러한 국내규제가 상호인정82)되어야 한다. 한,각 공 방식별 

특수성을 반 하여 방식 1(국경간 공 )에서는 상품과 유사하게 국경을 

넘어서 용역의 공 이 가능하도록 우편이나 통신의 자유 등 매개수단을 

통한 용역 자체의 이동이 보장되어야 하며,그러한 용역의 공 이 발생

할 때 용역 수입국에서의 용역과 련한 표  등 국내규제를 수하여야 

할 것이다.방식 2(해외소비)는 자연인의 이동을 얼마나 어떤 기 으로 

허용할 지와 련되어 있다.방식 3(상업  주재)은 용역분야에서의 투자

의 자유화를 의미한다.방식 4(자연인의 주재)에서는 특히 자연인의 이동

을 허용할지 여부에 더하여 택시 면허,의사 면허,변호사 면허 등 각종 

자격증제도의 상호인정여부가 핵심  과제가 된다.

국내법 으로 용역 제공은 상법상 상인(자연인  법인)에 의하여 이

루어지고,용역의 자유로운 제공도 재화의 자유로운 이동과 마찬가지로 

기업의 자유, 업의 자유,경쟁의 자유,계약의 자유 등에 의하여 보장

된다.하지만,용역83)은 실질 으로 자연인의 행 를 떠나서 생각하기가 

어려우므로 거주․이 의 자유와 련된다는 에서 재화의 자유로운 이

동과는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남북간 용역의 자유로운 제공을 

해서는 용역의 각 공 방식별로 자 ․비 자  수단에 의한 통신의 

자유 보장,소비자의 이동을 보장하기 한 국내 의 자유 등 거주․

이 의 자유 보장,기업설립과 경 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각자의 

법률에 의거하여 부여한 각종 자격증의 효력 상호인정 등이 이루어져야 

81)세계무역기구 서비스무역에 한 일반 정 제1조 제2항

82)세계무역기구 서비스무역에 한 일반 정 제6조,제7조

83)국제연합 앙상품분류(UN CPC)를 모델로 만든 한국 재화 서비스 분류

(KCPC,KoreanCentralProductClassification)에 의하면 용역은 건축물 건설서

비스,도소매 숙박서비스,음식 서비스,운송 련서비스, 융 련서비스,

부동산서비스,임 리스 서비스, 문․기술 사업지원서비스,통신․방송

정보서비스,공공․사회 개인서비스로 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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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84).

남북한특수 계론의 입장에서 볼 때 북한은 평화통일을 한 화해와 

력의 동반자이면서 반국가단체로서의 이  지 85)를 가지므로 용역

의 자유로운 제공도 국가보안법,남북교류 력에 한 법률,남북 계발

에 한 법률 등의 규율을 받게 된다.특히 북한은 계획경제질서하에 

국가와 민간간 책임과 권한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국 무역을 

실시하고 기업소를 운 하고 있으므로 사인이나 기업소가 제공하는 용역

이더라도 이를 국가의 지령이나 책임하에 제공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경우가 부분이다.이와 함께 자연인과 한 련을 가지고 있어 남

북 모두에게 민감한 사안으로서 이  지 가 첩되어 나타나는 경우

가 많을 것이므로 재와 같은 남북 치상황에서는 법률 용에 있어서

도 개별 사안별로 심사를 통해 단할 수 밖에 없다(남북교류 력에 

한 법률 제9조).

특히 앞에서 언 한 자연인이 직  이동하는 방식 4(자연인 주재)는 

국가안 보장과도 깊이 련이 있어 실 되기 매우 어려운 서비스 공  

형태이다. 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정착지원에 한 법률에는 방식 

4(자연인 주재)에 의한 남북간 용역 공 과 련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자

격인정에 한 조항86)을 두고 있는데,동법  시행령의 련 조항에 의

84)방식 1(국경간 공 )은 남북간 방송 로그램의 송이나 화나 인터넷과 같은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남한의 변호사가 북한의 기업이나 주민을 상으로 법률 자문

을 하는 것 는 설계서비스가 체화된 건축도면을 인터넷으로 송하는 경우를 상

정해 볼 수 있고,방식 2(해외소비)의 표 인 는 북한으로의 ,남한으로의

,유학가서 교육을 받거나 병을 치료하고자 병원에 직 가서 치료를 받는 경우

등이다.방식 3(상업 주재)에 의한 서비스의 공 은 법인의 설립․인수․유지나

지사 는 표사무소의 창설․유지 등을 통한 서비스의 공 을 의미하며,그 핵심

은 투자를 통한 국내자본의 이동문제로서 자연인의 이동과 필연 으로 연계되는 것

은 아니다.방식 4(자연인 이동)에 의한 용역의 공 은 근로자,의사,변호사가 직

이동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용역공 자격요건을 일치시키거나 문직 자격

인정에 한 합의가 있어야 하고,근로자의 이동이 자유로와야 한다.

85)북한의 이 지 와 남북한 계가 형성되고 규율되는 규범 역에 해서는

이효원,앞의 책(주 46),146면 참조

86)제14조(자격 인정)① 보호 상자는 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나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 는 그 자격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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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보호 상자가 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계기 의 장은 ‘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북한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이나 

그 자격의 일부를 (필요시)자격인정심사 원회의 심사를 거쳐 자격 인

정 여부  자격인정을 한 보수교육 는 재교육 필요 여부를 통일부

장 에게 통보하고,통일부장 은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북한이탈주민에 하여 자동 으로 자격을 인정해 주지 않고 

심사를 통하여 자격을 인정해 주는 제도를 두고 있다.

다.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자본 거래는 직 투자,이와 련된 자본이익과 원 의 송 ,부동산

거래,자본시장에서의 증권거래,단기 융시장거래,기타 양도성증서와 

비증권권리의 거래,공동투자증권의 거래,국제무역  서비스제공 련 

신용, 융상의 신용  부,담보․보증  보충 융, 계정의 거래,

외국환거래,생명보험 련 확정연  송 ,개인  자본이동,자본자산의 

실물이동,비거주자소유 쇄자 의 처분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87)88)

법 인 에서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의미하는 투자의 자유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재산권 행사의 자유 는 업의 자유에 포함89)되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설립과 경 )의 자유에 포함될 수 있다.경제 

실 으로는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은 국내 으로는 단일한 계산단 인 화

폐를 사용하고 자유로운 계좌간 이체를 가능하게 하는 융산업의 기반

이 발달해 있어야 사실상 보장될 수 있다.국제  경제통합의 에서

② 통일부장 은 자격 인정 신청자에게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 인정

을 하여 필요한 보수교육 는 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을 시행하기 하여 필요한 경우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 인정 여부를 심사하기 한 원회를 둘 수 있다.

87)박원암,“OECD자본이동자유화규약의 검토”,국제거래법연구 제5집,국제거래법

학회,1996,39-72면

88)상품매출과 련한 경상거래는 그러한 거래가 있게 한 상품 거래에서 생하는

거래이므로 여기서는 상품거래에 수반하지 않고 자본 자체의 이동을 목 으로 하는

거래만을 말한다.

89)이장희,앞의 책(주 57),1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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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직 투자  간 투자를 모두 포함하는 투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

해 주는 것이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에 있어 핵심이 된다.

우리나라는 경제 력개발기구에 가입하면서 동 기구가 채택한 구속

력있는 결정인 ‘자본이동자유화규약’을 받아들 는데,동 규약은 국제  

자본이동에 있어 요한 포  다자규약으로서 기능하고 있다.한편,무

역 등 국경간 경상거래의 지불제한 철폐라는 국제통화기  제8조국의 의

무에 배되지 않는 한 회원국간 자본이동에 하여 규제를 할 수 있다.

자본이동자유화규약은 앞에서도 언 하 듯이 직 투자뿐만 아니라 단기

자본거래,선물,스왑,옵션 등 새로운 거래형태까지 포함한 거의 모든 

자본 거래에 하여 용되고 있으며,90)우리나라의 자본시장 자유화에 

크게 기여하 다.이에 반하여 북한은 경제 력개발기구 는 국제통화

기 의 회원도 아니며,국제간 자본 이동은 말할 것도 없고 국내 으로

도 강력한 자본이동통제하에 놓여 있는 상태여서 남북간 자본이동은 규

범 으로도 장애요인이 있지만 북한내 융체제의 낙후성으로 인하여 사

실상으로도 큰 제약이 따른다.

라.인력 이동의 자유

노동이 요한 생산요소  하나임을 감안할 때 경제통합에 있어 인

력 이동의 자유는 핵심 으로 다루어야 할 이슈이다. 한,남북 경제통

합에 있어서 북한 주민도 한민국 국민이라는 남북한특수 계를 반 할 

필요가 있다.어느 국가내에서 인력 이동의 자유는 거주이 의 자유,직

업선택의 자유,근로3권과 련되어 있는데,원칙 으로 거주이 의 자

유,직업의 자유의 주체는 내국인이다.외국인도 일부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91)되기는 하지만 일반 으로 외국인의 입국은 국내법상 출입국 리

90)박성욱,“자본이동 리에 한 국제기 으로서의 OECD 자본 자유화 규약의 가

능성과 한계”,주간 융 리 제21-8호,한국 융연구원,2012.2.25,5면 참조

91)헌재 2011.9.29.2007헌마1083등,“직업의 자유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직장

선택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과도 한 련을 가지는 만큼

단순히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외국인도 제한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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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등을 통하여 규율되고 있고 국제 으로는 조약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재 세계무역기구 ‘용역 무역에 한 일반 정’은 체로 용역 공 을 

하여 필수불가결한 인력의 이동만이 보장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자연인의 이동에 한 부속서(Annex on MovementofNatural

PersonsSupplyingServicesundertheAgreement)'는 제2항에서 ’용역

무역에 한 일반 정이 회원의 고용시장에 근하고자 하는 자연인에게 

향을 미치는 조치에 해서는 용되지 아니하며 한 항구 인 차원

에서 시민의 지 ,거주 는 고용에 한 조치에도 용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제3항에서 ’회원들이 동 정하에 서비스를 공 하

는 모든 범주의 자연인의 이동에 용되는 구체  약속을 상할 수 있

다(maynegotiate)‘고 하여 의무가 아닌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는 에서

도 알 수 있다.92)

평화통일을 한 화해와 력의 동반자로서의 북한과의 력이 확

될수록 자연인 이동의 필요성이 증 할 것인데 이와 련하여 북한 주민

에 하여 어떠한 우를 부여할 것인가가 남북한특수 계론의 요한 

이슈라 할 것이다.우선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므로 남북통일과 경제

통합이 상당히 진척된 어느 시 부터는 외국인의 경우와는 다르게 남한 

주민과 평등하게 취 하여야 하겠지만  시 에서는 북한의 이  지

도 고려하여야 한다.북한을 이탈한 북한 주민은 1997년 1월 13일 제

정된 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 따라 이들에 한 특별한 보호  지원을 제

공하고 있고, 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받으려는 의사를 표명한 북한 주민

은 우리국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93)반면 북한을 이탈하지 않은 주민에 

하여는 남북한특수 계론에 의하여 평화통일을 한 화와 력의 동

로라도 직장 선택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청구인들이 이미 법하

게 고용허가를 받아 법하게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우리나라에서 일정한 생활 계

를 형성,유지하는 등,우리 사회에서 정당한 노동인력으로서의 지 를 부여받은 상

황임을 제로 하는 이상,이 사건 청구인들에게 직장 선택의 자유에 한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제한 으로 직업의 자유 일부인 직장 선택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고 시하 다.

92)김 순․김민서,앞의 책(주 73),201면 참조

93)이효원,앞의 책(주 23),178-18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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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자로서 인정하여야 할 규범 역에서도 외국인에 하는 우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만약 북한을 이탈하지 않은 주민에 해서도 내국인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게 된다면 교류 력 자체가 불가능해 질 수도 있

다. 한,북한이 보유한 이  지 로부터 생되는 실  제약 즉,

단순 객이나 방문객 등 일시 체류자가 아닌 노동인력의 이동은 반국

가단체의 일원으로서 활동하는 북한 주민과 평화통일을 한 화와 

력의 동반자로서 활동하는 북한 주민을 구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신 히 근할 필요가 있다.

마.토지 거래제도의 통일

완 한 경제통합이 이루어지기 해서는 주요한 생산요소의 하나인 

토지에 하여도 그 토지거래의 자유(계약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하지만 토지는 유한성,고정성,비 체성,재화생산의 본원  기

로서의 성질94)을 보유하고 있어서 우리 헌법은 제23조,제119조,제120

조,제122조,제123조 등에서 토지에 하여 다른 재산권에서보다 더 강

하게 체 이익을 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가  규제에 한 근거

를 마련하고 있다.95)토지는 특히 자유로운 이동이 불가능하고, 한 그 

제한이나 의무 부과의 범 가 넓다는 에서 국내 으로도 농지에 한 

시장,산업용지에 한 시장,주택용지에 한 시장이 사실상 분리된 시

장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그리고,법제도 으로 토지에 한 사  

소유를 인정하는 남한과 토지에 한 국가  동단체의 소유만을 인정

하는 북한간에 토지거래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그

러므로,본고에서는 다른 생산요소와는 달리 ‘토지의 자유로운 이동’이 

아닌 토지와 련한 거래제도를 통일한다는 의미에서 ‘토지 거래제도의 

통일’로 칭하고 이에 따라 타국의 사례를 검토하고자 한다.

94)성낙인,헌법학,박 사,2014,1269면 참조

95)헌재 1989.12.22.88헌가13,헌재 1999.10.21.97헌바26.우리 헌재는 토지의 특성

으로 고정성,인 성,본원 생산성,환경성,상린성,사회성,공공성, 토성 등의

특성을 열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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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경제통합의 발  조건

가. 외무역의 개방

제2차 세계  이후 세계 경제의 성장과 발 은 외무역의 개방과 

외국인투자의 자유화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한 세계교역의 증가세가 

생산 증 에 선순환의 효과를 가져 오면서 결국 사회주의권과의 체제 경

쟁에서도 승리하는 원동력이 되었는데,이러한 세계교역의 개방을 이끈 

주요한 국제법규범으로는 1947년 세  무역에 한 일반 정,1994년 

세계무역기구설립 정 등이 있으며,이제 세계교역은 규범화된 개방시

를 향유하고 있다.

재의 남북간 경제 격차를 감안할 때 남북간 경제통합은 ‘남-북 국

가’간 경제통합이라는 특수성이 있다고 언 하 다.남북간 경제통합이 

그 경제 격차를 극복하고 성공 으로 정착하고 발 해 나가기 해서는 

그러한 경제통합 이후에도 남북 경제가 지속 으로 성장하여야 하며 특

히 북한 지역의 경제가 남한 지역에 비하여 더 빠른 속도로 지속 으로 

성장․발 하여야 한다.이를 하여서는 생산물의 시장을 확보하는 것

이 가장 요한데,남북 경제를 합치더라도 내수 시장의 규모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제시장 확보를 하여 외무역을 극 개방할 필요가 있다.

즉,우리나라는 거의 량의 에 지자원을 해외에서 수입해야 하기 때문

에 외무역에 한 의존도가 높을 수 밖에 없다.남한보다는 상 으

로 많은 자원을 보유한 북한지역과 경제통합이 되더라도 외무역 의존

도가 획기 으로 낮아지지는 않을 것이다.시장경제질서 자체가 경쟁과 

개방을 두 축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반 하여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헌법도 제125조에서 국가가 외무역을 육성하며,이를 규

제․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동 조항에는 외무역과 련한 

국가의 권한에 규제․조정권한도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외무역의 육성이 원칙이다.이미 상당한 개방수 을 달성한 남한에 비하

여 북한에서 특히 외무역의 개방에 역 을 두어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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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외국인투자의 개방

외국인투자의 자유화 한 기본 으로 국경을 넘은 자본과 기업의 

이동을 가능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세계 후생을 총체 으로 증진시키고 

로벌생산망의 형성을 진하고 있다.특히,기업의 국경간 이동은 법

으로 외국인직 투자96)로 나타나는데,이러한 외국인직 투자는 고용,기

술이 ,국제수지에 미치는 효과 이외에도 선진 경 기법 도입으로 인한 

생산성향상  기업간 경쟁 진효과를 지니고 있다.외국인투자의 개방

은 화폐의 흐름을 원활히 한다는 측면에서 앞에서 언 한 외무역의 개

방이 생산물(재화,용역)의 흐름을 원활히 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동유럽국가 등 구공산국가들은 시장경제 편입과정에서 지 은 해체

된 공산권 국가들간 경제 력기구인 ‘공산권경제상호원조회의(ComEcon,

CommunistEconomicConference)’체제에서 벗어나 세  무역에 

한 일반 정,세계무역기구설립 정으로 표되는 자본주의 다자간 국제

무역규범질서를 수용하고 외국인투자 한 극 자유화함으로써 경제발

의 원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우리나라는 경제 력개발기구 가입  

1997년 외환 기를 계기로 극 인 자본시장 자유화정책을 추구하 으

며,외국인 직 투자에 하여는 기존의 ‘외국인투자  외자도입에 

한 법률’을 폐지하고 1998년 9월 ‘외국인투자 진법’을 제정하여 극  

유치정책으로 환하 으며 경제의 개방성도 높아졌다.

96) 행 외국인투자 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외국인투자’를 1)외국인이

한민국법인 는 한민국국민이 경 하는 기업의 경 활동에 참여하는 등 그 법인

는 기업과 지속 인 경제 계를 수립할 목 으로 그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서 투자 액이 1억원 이상으로 의결권있는 주식총수나 출자

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는 임원을 견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계약이

나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원자재나 제품을 납품하거나 구매하는 계약 는 기술의

제공․도입 는 공동연구개발계약을 체결하는 것,2)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

업 는 그 모기업과 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출자 계가 있는 기업 는 외국투자

가 는 외국투자가와 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출자 계가 있는 기업이 해당 외국인

투자기업에 부하는 5년 이상의 차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 55 -

다.국유재산의 사유화

경제통합이 발 하기 해서는 통합된 경제권내 개인과 기업이 유사

한 치에서 경쟁을 이룰 물  토 가 형성되어 있어야 하고,그들이 경

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잘 발휘할 수 있어야 하므로 북한내 국유 토지,

건물의 재사유화방안은 남북 경제통합의 지속  발 가능성을 가름하

는 핵심 요소이다. 한,공산주의경제에서 국가는 심 이면서 시장참여

자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데,국가부문과 가계․기업부문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국가가 참여해서는 안 되는 역에 있는 기업소

와 그러한 기업소가 사실상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법인 환’과정97)을 

거쳐 사유화함으로써 개인과 기업에게 상호 경쟁의 수단과 장을 마련해 

 필요가 있다.

우선 북한지역내 국유화되어 있는 토지,건물을 재사유화함에 있어

서는 뒤에서 상술하겠지만 다양한 논 이 제기되는데,기존 논의는 상당

부분 과거 북한정권 확립과정에서 몰수되어 국유로 환된 몰수토지98)를 

어떻게 원소유자에게 반환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에 집 되어 왔으며,이

는 통일과 련하여 법학계에서 논의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분야99)

이기도 하다.과거 통일독일 사례를 참조하면 기존 에 더하여 경제

통합의 발  에서 통일과정에서 북한주민에 한 경제활동 기반의 

확보,재산권문제 조기 해결을 통한 투자 진,분단 후 토지가치의 상승

을 한 북한주민의 기여에 한 보상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기업매각은 매각 는 비매각 방식 등으로 진행될 수 있는

데,어느 방식에 의하더라도 한계와 문제 을 지니고 있다.즉 매각에 의

한 사유화방식은 북한내 자본가계층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입주체

97)북한 기업소의 법인 환에 하여는 김익성,“구동독 국 기업의 회사 환에

한 법 연구”,서울 박사학 논문,2013을 참조

98)보상 상이 되는 무상몰수는 1945.8.15일 이후 소련군정 당국이나 정권 수립 이

후 북한 정권에 의하여 토지개 을 통하여 무상몰수된 토지와 북한 정권하에서 정

치․사상 이유로 몰수된 토지를 포함한다.

99)토지재산권과 련한 기존의 연구는 김병기,앞의 논문(주 37),4면 각주 2에 잘

요약되어 있다.기업재산의 사유화와 련한 법 논의는 상 으로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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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남한 기업이나 외국계 자본을 집 될 가능성이 높다.비매각 사유화

에 의할 경우 바우처 방식은 기업의 소유권을 아주 범 하게 배분하여 

신속히 사유화를 진행시키는 장 이 있다.그러나,비매각 사유화는 기

에 북한주민 에서 자본주의기업시스템에 익숙한 경 자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므로 장기 으로 기업의 생존을 어떻게 보장하느냐 하는 어

려운 문제가 있으며,투자가 개방되는 업종에서는 경쟁력 높은 남한 기

업 는 외국 기업과 경쟁하여 생존하여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라.사회  기본권의 보장

사회  기본권을 보장하는 자본주의 국가와 달리 공산주의 국가에서 

사회복지는 경제정책  측면과 사회정책  측면이 혼재되어 있으며,권

리가 아닌 국가로부터의 시혜로 여겨지고 있다.그러므로,남북한과 같이 

이질  체제간 경제통합이 제 로 발 해 나가기 해서는 사회복지제도

를 포함한 사회정책의 환은 일상 인 분배정책의 측면뿐만 아니라 기

본 인 제도 설계의 변화도 고려하여 정부와 민간의 책임을 명확히 구분

하여야 하며,통합과정에서의 고용 진방안과 실업 책도 필요하다.

북한에서도 복지 여는 권리가 아닌 국가로부터의 선물처럼 여겨지

고 있으며, 여의 형태,내용,수  등이 국가에 의하여 결정되는 구조

로서 식품,주택,에 지 등 생활에 필수 인 기본 재화에 한 국가보조

가 주요 요소를 이루고 있다.100)우리 헌법은 사회  기본권의 핵심으로 

사회보장수 권을 규정하고 있으며,남북한 경제통합시 헌법상의 사회복

지국가원리는 당연히 북한지역에도 용되어야 할 기본원리이고 그 일부

로서 사회보장수 권도 인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구체 인 부 수 에 

있어 남한과 동일한 수 의 부를 제공할 지 여부 혹은 어느 정도의 수

까지 제공할 지 여부는 경제통합의 발 가능성 측면에서 매우 신 히 

결정할 문제이다.왜냐하면 노동생산성의 수 에 맞지 않는 과도한 사회

100)오정수․정연택,사회주의 체제 환과 사회정책:동유럽국가와 독일통일의 경

험,집문당,1999.8,22-2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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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부의 제공은 과도한 비용 지출로 이어져 경제통합의 안정성을 해

치고 경제통합의 발 을 해하기 때문이다.

제 4  경제통합과 남북통일,법제통합

1.남북한의 통일방안

가.우리의 통일방안

우리가 추구하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내 과 장기간의 분단

상황을 감안하여 서로 다른 두 체제가 진  방법을 통해 상호 신뢰를 

조성하는 과도기를 거쳐 기능 으로 통합한 후 통일에 이르는 방법을 제

시하고 있다.동 방안은 1989년에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으로 공식

화하 다가 1994년에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정식명칭:한민족공동체 

건설을 한 3단계 통일방안)으로 발 되어 재까지 계승되고 있다.101)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는 통일철학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우고 

통일에의 근시각으로 민족 공동체의 건설을 제시하 는데,민족공동체

는 남과 북이 같은 민족으로서 공동체를 발 시켜 민족 구성원 체의 

결합과 공동생활의 방식과 권역을 완성해 나간다는 개념이다.102) 한,

통일의 기본원칙으로 자주․평화․민주를 제시하고 있는데,'자주'란 민

족자결의 정신에 따라 우리 민족의 역량에 따라 자주 으로 통일이 이루

어져야 한다는 것이며,'평화'란 통일이 쟁을 배제하고 반드시 평화

인 방법으로 추구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민주'란 통일이 민주  통

101)아래의 내용은 통일교육원,통일문제 이해 2013,통일부 통일교육원,2013.8,

16-19면 참조.2010.8.15제시된 3 공동체 통일구상도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기본

틀과 방향성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환경에 맞는 통일방안의 실행계획을 제시한 것

이다.3 공동체 통일구상에 해서는 박종철 외,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새로운

근과 추진방안:3 공동체 통일구상 심,통일연구원,2010참조

102)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상세 내용은 통일원,1995통일백서,통일원 통일정책실,

1995,80-9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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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통일이 이루어진 후에도 모두가 주인이 되어 

인간답게 살아갈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건설해야 함을 말한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진 이고 단계 인 통일과정을 추구하

여 「화해 력단계」,「남북연합단계」,「통일국가 완성」의 3단계 과정

을 설정하고 있다.제1단계인 화해 력단계103)에서는 남북이 상호 

감과 불신을 해소시키며,남북화해를 제도 으로 정착시켜 나가면서 경

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실질 인 교류 력을 실시하여 화해․공

존을 추구하는 것이다.1단계 과정을 거치며 상호신뢰가 더욱 축 되면 

통일 완성의  단계로 평화를 제도화한 남북연합단계로 발 해 나갈 수 

있다.제2단계인 남북연합단계104)105)에서는 평화를 제도화하고 민족공동

체를 형성해 나가는 과도기  통일체제로서 하나의 완 한 통일국가 건

설을 목표로 하는 잠정 인 연합을 구성하여 민족공동생활권을 형성하면

서 사회․문화․경제 방면에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게 된다.남북연합

단계에서는 양자 합의에 따라 법 ․제도  장치가 체계화되고 남북정상

회의․남북 각료회의․의회 표간회의 등 공동 기구에서 국가통합을 

한 여러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마지막 3단계인 통일국가완성단계에서

는 남북 두 체제를 완 히 통합하여 하나의 정치  공동체를 이루고 1민

족 1국가로의 통일을 완성하게 된다.남북 의회 표들이 마련한 통일헌

103)지 의 남북 계에서는 「남북기본합의서」와 「6․15공동선언」 등 기존의

합의서를 성실하게 이행․실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제성호,남북한 계론,집문

당,2010,151면 참조

104) 남북연합의 법 성격에 해서 제성호 교수는 이를 첫째,'국가연합

(confederation)'의 한 형태로 이해하는 견해(이장희 교수,장명 교수),둘째,'체제

연합'으로 규정하는 견해(이홍구 장 ,김학 교수),셋째,국가연합과 ‘연합

(theBritishCommonwealthofNations)’의 간형태로 설명하는 견해(과거 국토통

일원의 견해),넷째,부진정 국가연합 는 민족공동체로서의 準국가연합으로 설명하

는 견해(제성호 교수)로 구분한다(제성호, 의 책(주 103),153-154면 참조).이효원

교수는 기본 으로는 국가연합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되나 그 실질 내용에

비추어 국가연합보다 내부 결속이 높은 연합체로 보는 견해이다(이효원,앞의 책

(주 46),66-68면 참조).

105)남북연합(TheKoreanCommonwealth)은 교과서 개념의 국가연합도 아니고

연방국가도 아닌 제3의 형태로서 독특한 분단체제간의 과도 통일결합체이다.통일

연수원,1991통일문답,통일연수원,1991,26-2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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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라 민주  차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고 통일정부,통일국회를 

구성하여 통일 국가를 완성하는 것이다.통일국가의 미래상은 자유민주

주의와 복지주의를 기반으로 하여 구성원 모두의 자유와 복지,인간존엄

성이 최 한으로 보장되는 선진민주국가이다.

나.북한의 통일방안

김일성은 1960년 8월 14일 남통일공세차원에서 「남북연방제」 채

택을 최 로 제안하 으며,다시 1973년 6월 23일에는 「조국통일 5  

강령」의 일환으로 「고려연방제」를 제안하 다.이후 북한은 남한의 

정치․사회  불안을 틈타 1980년 10월 10일 조선노동당 6차 당 회에서 

기존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보완하여 「고려연방제 통일방안」106)(정

식명칭: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을 제시하 다.

북한이 주창하는 통일방안은 근본 으로 '先남조선 명,後남북합작

통일'을 그 기조로 하고 있다.즉,북한이 제시하는 연방제 통일방안의 

기 에는 주체사상에 기 한 「남조선 명론」이 깔려 있다.이는 한

민국의 역을 ‘미제국주의의 식민지’ 는 식민지상태에서 해방되지 못

한 지역으로 보고 미해방지역인 '남조선'을 명에 의하여 해방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그러므로 우리가 진 ․단계 으로 통일을 추진하는 

것과 달리 북한은 즉각 이고 인 인 방식으로 연방국가를 만들려는 

것이다. 한 북한은 통일의 패러다임으로 연방제를 제시하는데,이는 '1

민족,1국가,2제도,2정부'로서 남과 북에 존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

로 두고 연방제 통일을 이루어 나가며( 국의 1국 양제와 유사),남북한 

동수의 표와 당한 수의 해외 표로 '최고민족연방회의'를 구성하고,

그 산하에 상임조직으로 '연방상설 원회'를 조직하여 동 원회에서 남

과 북의 지역자치 정부를 지도하고 군사․외교권 등을 할한다는 것이

다.107)

106)이는 1991년 1월 1일 김일성이 신년사에서 거론한 「느슨한 연방제」에 비

하여 「높은 단계 연방제안」 는 '완성국가 성격의 연방제 통일방안'으로 부르기

도 한다.제성호,앞의 책(주 103),14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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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상정하는 통일주체는 '조선민족'인데,여기에는 롤 타리아 

계 이 통일을 주도한다는 계  념이 내포되어 있으며,북한이 견지

하는 통일원칙은 '자주․평화통일․민족 단결'이다.북한이 주창하는 '

자주'는 외세배격 입장이고,'평화통일'은 한반도에서의 쟁 험 제거이

며,'민족 단결'은 각계 각층 인민간 자유 ․왕래  이를 한 반공

법․국가보안법 등 사상 ․제도  장벽의 제거를 의미한다.북한의 고

려연방제 통일방안에서는 통일의 최종형태가 연방으로서 통합을 한 과

정이 무시되어 통일에 이르는 과도기구는 없으며,통일국가의 구체 인 

미래상이나 통일국가의 모습 한 제시되어 있지 않다.

다.남북한 통일방안의 비교

아래의 표는 남북한 통일방안을 비교한 표인데,이를 보면 통일 과

정이 차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을 남북한 모두가 인정한다는 유

사  이외에는 남북한 통일방안은 통일철학,통일주체,과도체제,통일국

가의 형태 등 모든 면에서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경제통합의 측

면에서 보면 우리의 통일방안은 정치 부문의 통일과 경제공동체를 형성

하고 발 해 나간다는 경제  부문의 통합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방안인

데 반하여 북한의 통일방안은 서로 다른 2경제제도의 기 에서 추

진108)되는 것이므로 사실상 경제  통합없이 정치  통일만을 앞세우는 

방안이라 할 것이다.

유념할 것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발표된 1994년에 이미 남북간 

격차가 상당해서 그 당시 통일이 되었더라도 즉각 인 경제통합을 이루

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었을 것이라는 이다.즉,1993

년 기 으로 남북한간 인구는 남한이 44,195천명,북한이 21,103천명이었

고,국내총생산은 남한이 310조원,북한이 16.4조원이었으며,1인당 GNI

107)여기서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의 세부 내용은 제성호,앞의 책(주 103),

158-180면 참조

108) 심지연,남북한 통일방안의 개와 수렴,돌베개,2001,368면에 실린

1980.10.10.김일성이 주창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의 세부 내용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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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남한이 700만원,북한이 77.9만원이었는데,109)우리의 최 임 법이 

1986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고 1988년 1월 1일부터 동법에 의한 최 임

제가 실시된 을 감안하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발표되었던 1994년 

8월 15일에는 시간당 1,085원,8시간 근무시 1일당 8,680원의 최 임 이 

용110)되어 1994년에 이미 북한 근로자의 평균소득보다 우리 근로자의 

최 임 이 더 높았으므로111)지 에 비하여는 상 으로 경제통합에 

소요되는 비용이 작았을 것이지만 여 히 경제통합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었을 것이다.

우리의 공식 인 통일방안에서는 통일 국가의 미래상으로 ‘자유․복

지․인간존엄성이 보장되는 선진민주국가’를 내세우고 있다.이는 자유

민주주의,사회복지국가원리,국민주권주의 등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를 

잘 반 하고 있으며,‘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고 선언하고 있는 우리 헌법 문의 정신을 충실

히 실 하는 것인데,“우리 헌법은 자유민주  기본질서의 보호를 그 최

고의 가치로 인정하고 있고......그 내용은......구체 으로는 기본  인권의 

존 ,권력분립,의회제도,복수정당제도,선거제도,사유재산과 시장경제

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사법권의 독립 등을 의미한다‘고 천명112)하

고 있는 우리 헌법재 소의 입장과도 일치하는 것이다.공식 인 통일방

안에는 반 되어 있지 않지만 문화국가원리,국제평화주의라는 우리 헌

법의 기본원리와 헌법 문의 정신에 따라 향후 통일 한국은 의 미래

상에 더하여 ’항구 으로 세계평화와 인류공 에 이바지‘하고 문화민족

으로서의 우리 민족의 상을 드높여야 할 것이다.

109)통계청 북한통계(http://kosis.kr/bukhan/index.jsp)참조(2015.8.2일 검색)

110)연도별 최 임 액은 http://www.minimumwage.go.kr/stat/statMiniStat.jsp(최

임 원회 홈페이지,2016.1.23일 검색)참조

111)1994년 최 생계비는 1인 가구는 매월 205,402원,4인 가구는 666,684원으로 추

정되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최 생계비 계측조사연구,1994.12,220면 참조).한편,

생활보호법이 폐지되던 1999년 생활보호 상자는 소득(인/월)23만원,재산(가구)

2,900만원을 기 으로 선정되었다(손건익,“국민기 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의 비

교”,보건복지포럼 통권 제37호,1999.10,21면 참조)

112)헌재 1990.4.2.89헌가113,헌재 1994.4.28.89헌마22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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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남북한 통일방안의 비교

남 북

명칭

한민족공동체건설을 한

3단계 통일방안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고려연방제 통일방안)

통일철학 자유민주주의(인간 심) 주체사상(계 심)

통일주체 민족구성원 모두 롤 타리아 계

통일원칙 자주․평화․민주 자주․평화․민족 단결

통일과정

화해 력⇒남북연합⇒1민족 

1국가의 통일국가완성의

3단계 과정

연방국가의 차  완성

민족사회 건설 우선

(민족통일→국가통일)

국가체제조립 우선

(국가통일→민족통일)

과도체제 남북연합 없   음

통일국가

실 차

통일헌법에 의한 민주  

남북한 총선거

연석회의 방식에 의한 

정치 상

통일국가의 

형    태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통일국가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의 연방국가

통일국가 

미 래 상

자유․복지․인간존엄성이 

보장되는 선진민주국가
없   음

*출처:통일원,1995통일백서,통일원 통일정책실,1995,90면에서 인용

2.경제통합과 남북통일

통상 경제통합은 그 속도에 따라서 진  방식과 진  방식으로 

나 는데, 진  경제통합은 경제자유화,경제개 ,그리고 시장  사

회경제  안정화 정책 등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진  체제 환이 

단기간내에 마무리되고 남북한 간 노동, 융,사회복지,화폐정책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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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도 속히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113)이러한 방식의 특징은 시장

경제체제로의 진  환으로 인하여 즉각 인 규모 지원이 필요하

며,임 ,재화․서비스 가격의 상승으로 물가가 높아지며, 규모 실업

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다만,경제통합의 비가역성으로 실행

가능성만 높다면 정치 으로는 매력 인 방식이 될 수도 있다.

이와는 달리 진  경제통합은 북한의 경제체제를 시장경제로 환

하는 과정과 이를 남한 경제와 통합하는 과정을 진 이고 단계 으로 

추진하는 것을 말하는데,이에는 북한경제가 일정기간 과도기를 두고 남

한경제와 분리된 채로 운 되면서 단계 으로 남한경제와 통합하는 소  

‘한시  분리’방안도 포함될 수 있다.이러한 방식의 특징은 첫째,소  

‘통일비용’이 장기에 걸쳐 다양한 주체들에 배분됨으로써 정부가 직  

지불해야 하는 연간 재정  부담이 어들 것이다.둘째,노동생산성 수

에 따른 임  지 으로 가격경쟁력을 유지하여 북한 스스로 경제성장

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셋째, 진 으로 통합이 진행되

는 와 에 북한 주민이 체제개 에 항하며 경제개 이 지연될 경우 오

히려 통일 부담이 만성 으로 발생하고 남북 주민간 소득 격차가 장기간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 진  경제통합의 표 인 는 유럽연합 회원

국간의 경제통합이다.남북한간 경제통합이 진 으로 이루어진다면 발

라사가 주장하는 경제통합의 단계와 유사한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

다.우선 경제교류나 경제 력을 증진하고 이에 따라 재화의 이동이 자

유로운 자유무역지역을 형성하며, 세동맹의 단계를 거쳐 노동․자본 

등 생산요소의 이동이 자유로운 공동시장을 형성한 후 경제정책까지 일

치시키는 완 한 단일시장으로 나아갈 것이다.

113)홍익표․진시원,앞의 책(주 3),211-212면 참조.동인들은 진 경제통합을

‘남북한 간의 진 인 화폐통합이 우선 추진되면서 융,재정 사회정책,노동정

책 그리고 경제 제도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진 경제통합을 ‘북한경제

가 독자 인 화폐를 가지고 남한경제와 분리된 채로 운 되면서 시간을 두고 서서

히 남한 국제경제체제로 편입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한편 경제통합과 체

제 환은 엄 히는 구분할 수 있는 개념으로서 동인들은 체제 환방식도 그 속도에

따라 진 , 진 으로 구분하여 남북한 경제통합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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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통일비용’논의

‘통일비용’논의는 진  경제통합의 실행가능성과도 맞닿아 있는

데,통일비용은 통일 이후 남북한 간의 경제력 격차114)를 해소하고 실질

 통합을 이룩하기 해 필요한 비용115)116)이며, 의로 보아 정부 재정

지출만을 의미하고, 의로 보아 체제통합시 ․장기 차원에서 북한의 

경제  복지생활수 을 남한의 정수 으로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총

비용이다.117)남북한 통일시에도 독일 통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막 한 

지출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이러한 통일비용은 여러가지 기 으로 분류

할 수 있으며,첫째,지출 목   시기에 따른 분류( 기 리비용,체제

환비용,경제  투자비용),둘째,비용의 회수가능성에 따른 분류(소멸

성 비용과 투자성 비용),셋째,지역으로 구분한 분류(남한  북한 지역

의 통일비용),넷째,비용 부담 주체에 따른 분류(민간투자,정부투자,정

부의 민간에 한 이 지출,그리고 기타정부지출)로 구분된다.118)한편 

추계하는 방식에 따라 i)북한지역의 주민소득이나 GDP의 일정한 목표

를 설정하고 이 목표 도달시까지의 소요비용을 통일비용으로 보고 동 비

용을 거시지표들을 심으로 추계하는 방법(학자에 따라 민간투자를 포

함시키기도 하고 정부지출만 계산하는 경우가 있음)이 있고,ii)통일과정

에 필요하리라고 여겨지는 개별 인 비용항목을 찾아내어 이 개별항목별 

비용을 계산한 다음 합산하는 방법으로 크게 구분된다.119)

114)2014년 기 으로 남한의 인구는 북한의 약2배,명목GNI는 43.7배,1인당 GNI는

21.4배,무역총액은 144.3배를 기록하고 있다.더 자세한 사핳은 한국은행 홈페이지

참조(http://www.bok.or.kr/broadcast.action?menuNaviId=2236,2016.1.23일 검색)

115)김욱․황동언,“통일비용과 재원조달”,통일경제 1997년 여름호, 경제연구

원,1997,79면 참조

116)통일비용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통일비용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게 되

지만 연구자에 따라서 가정과 통일비용의 범 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 인 비교는

어렵다.다만,어떻게 통일비용을 정의하든 통일비용보다 통일편익이 더 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117)제성호,“통일재원 조달의 방식과 법제화 방안”,2011년 남북법제연구보고서,

법제처,2011.8,371면 참조

118)김욱․황동언, 의 논문(주 115),79-8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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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두개의 다른 경제체제가 통합할 때 나타나는 비용을 비상사태 

는 기 리비용,제도통합 는 체제 환비용,그리고 경제  투자비

용 등의 세 가지로 별하는 견해들도 있고,120)통일과정에서 가장 긴

하게 소요되는 직 비용,직  기 생활비 보조 등 사회보장비용,정부기

구 유지비용,사회 인 라구축비용으로 구분하는 견해도 있다.121)

최근의 비용 추계를 보면 연구자들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

며, 게는 74조원에서 많게는 5,935조원까지 추산하고 있는데,122)장기

으로 통일편익이 통일비용보다 더 크다는 에 하여는 모든 연구자

들이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통일 비용 내지 경제통합비용에 한 

기존 연구들이 가지는 한계로는 남한을 주로 한 통일비용과 편익을 기

술하고 있다는 과 남북의 가계,기업,정부,해외 등 경제주체간 정

한 부담의 분배에 하여는 논의하고 있지 않다는 이다.123)

경제통합에는 부담이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이러한 부담은 경제주

체간 그리고 남북한간에도 공평하고 효율 으로 배분되어야 한다.124)이

러한 원칙하에 경제통합의 부담을 히 나 는 방안에 하여 논의

하기 하여 다음의 표와 같이 경제통합의 부담을 그 지출 성격  주체

119)김유찬,“통일비용의 산정과 감방안”,바람직한 통일 비와 추진방안,국가안

보 략연구소,2010.11.22,64면 참조.동 연구자는 어느 나라든 자본주의하에서는 지

역별 1인당 GRDP의 수 이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인 소득균

등화 목표를 설정하여 통일비용을 계산하는 방식보다는 체제가 환되면서 시장경

제체제가 안정 으로 확립되고 작동하게 될 때까지의 재정지원비용만을 계산하는

것이 하다는 견해이다.김유찬, 의 논문,80-81면 참조

120)신창민,통일비용 통일편익,국회 산결산특별 원회,2007.8.31,3-5쪽;박태

규,“한반도통일에 따른 소요비용의 추계와 재정조달방안”,한반도 통일시의 경제통

합 략,한국개발연구원,1997,443면 참조

121)김유찬, 의 논문(주 119),86-90면 참조

122)김은 ,“통일비용 련 기존연구자료”,KDI북한경제리뷰,2010.8월호,64-64

면 표 참조

123)이는 분석의 편의상 암묵 인 제로 북한주민이나 기업,정부는 비용을

분담하지 않고 남한의 정부나 민간이 체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아서 그런 것이다.

124)이와는 다른 차원에서 통일기 을 사 조성하는 방안에 한 반 론도 있음을

참고하기 바란다.박진,“통일기 의 유용성 분석”,한국개발연구 제17권 제1호,한국

개발연구원,1995,127-144면;조동호,“통일 기 은 미리 조성되어야 하나?”,KDI

정책포럼 제63호,1994,1-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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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출 성격

투자성 지출 소모성 지출

북

한

정부

정부 투자

-북한내 사회간 자본

조성 등

정부 지출

-사회보장지출

-각종 제도 통합 비용

기업
자본재 구입,공장 건설 등 

민간 투자

임  지 ,고용유지,사회보험

 일부 부담,법인세 납부,기

업의 사회  책임 활동

가계 교육 투자 세

남

한

정부

정부 투자

-남한내 사회간 자본

조성 등

정부 지출

-북한 사회보장지출 지원

-공무원 견 지원

-각종 제도 통합 비용

기업
민간 투자

-생산 시설 투자

민간 경상 지출

-북한주민 지원

-사회  책임 활동

가계
-소규모 자 업 투자

-국공채 투자

민간 경상 지출

-북한주민 민간 지원

해

외

정부/

국제기구

일청구권 자 (유동 ),

해외 정부 차
가능성 낮음

민간
북한지역 외국인투자,

국공채 투자
북한 주민에 한 구호지원

에 따라 분류해 보고자 한다.이러한 분류는 기존의 통일비용 논의에서 

크게 다루지 않았던 투자성 지출과 소모성 지출의 구분을 한 축으로 하

고,각 경제주체별 항목을 구분하 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표 2>지출 성격  주체에 따른 분류

의 표에서 나타난 지출 항목별 부담은 사실 경제통합의 구체  내

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가장 큰 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실업

률,화폐교환비율과 사회보장제도의 통합방식이다.특히 사회보장제도의 

통합은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의 제도 설계 내용에 따라 정

부,기업,가계가 각각 부담하는 사회복지 지출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므로,실업률을 낮추기 한 정책  노력이 항상 선행되어야 한다.

실업률이 낮을 경우 정부가 지출해야 할 재의 사회보장지출규모가 그

만큼 작아지고 경제의 장기  발 가능성도 높아져 미래의 사회보장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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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체

사업기반 

인 라지출
12.3 9.9 8.6 10.0 13.1 13.1 13.1 12.8 11.6

경제개발 2.5 4.8 7.6 7.5 8.0 6.9 6.3 6.6 6.4

사회복지정책

을 한 지출
45.4 54.0 54.0 53.8 49.4 50.3 50.0 49.3 50.9

비비 28.1 22.4 20.1 19.5 23.8 24.3 24.9 25.6 23.4

미할당 11.7 9.0 9.6 9.0 5.7 5.4 5.7 5.8 7.6

규모도 이고 경제의 선순환구조를 창출할 수 있다.

<표 3>동독 지역을 한 목 별 이 지출(1991～1998년)

(단 :%)

*출처:베를린자유  한국학과 통일연구 ,독일 통일 20년 계기 독일의 통

일․통합 정책 연구:제1권 분야별 연구,통일부,2011,447면에서 인용

의 표에서 보듯이 독일의 경우 1991년부터 1998년까지 동독지역에 

한 이 지출의 50% 이상을 사회복지정책을 한 지출이 차지하고 있

고,인 라구축을 한 지출은 11.6%,경제개발을 한 투자는 6.4%에 

그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독일에서 통일

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을 한 3가지 방법이 있었다.첫째,국가부채를 

통한 조달 방식이고,둘째,세 ,수수료,기부  혹은 특별기부 을 통한 

국가수입 확  방식이며,셋째,긴축재정, 산재편성  공공 서비스의 

민 화방식이다.125)다음 쪽의 표는 독일에 있어서 공 채무의 개상황

을 보여주고 있는데,첫째,신탁공사의 채무가 1994년 2,300억 마르크에 

달하는 ,둘째,동독지역 주정부와 동독 지역 지방정부의 공  채무가 

1995년에 각각 590억 마르크,460억 마르크로 체 채무에서 차지하는 

비 이 낮은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신탁공사는 당  출범시 통일비

용의 부분을 부담할 수 있을 것으로 측하 으나,표에서 보듯이 오

히려 상당액의 부채만을 남겼다.통일 비용을 지출할 경우 그 혜택은 동

독 지역에 집 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동독 지역 주정부가 부

125)베를린자유 한국학과 통일연구 ,독일 통일 20년 계기 독일의 통일․통합

정책 연구:제1권 분야별 연구,통일부,2011,44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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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연방정부 490.5 542.2 586.4 606.7 670.5 738 805

주정부(서독) 307.6 326.4 344.6 364.7 389.5 414.5 443

주정부(동독) - - 3.6 19.3 35.5 56.5 59

지방정부(서독) 111.5 114.4 119.6 126.8 137 146 154

지방정부(동독) - - 7.6 12.2 24 34.5 46

ERP-특별자산 6.8 9.3 16.3 24.3 34 43 49.5

독일통일기 - 19.8 50.5 74.4 88 92 90.5

채무청산기 - 27.6 27.5 91.7 109 121 393.5

총 공 채무 916.4 1039.7 1156.1 1320.1 1487.5 1645.5 2040.5

신탁 리공사 - 14 39 107 145 230 -

동독주택산업 - 39 42 47 52 52 21

총 부채

(넓은 의미에서)
916.4 1092.7 1237.1 1474.1 1684.5 1927.5 2061.5

담한 공  채무가 체 채무에서 차지하는 비 이 낮아 독일 통일시 수

익자부담원칙이 제 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4>독일에서의 공  채무 개상황(1989년-1995년)

(단 :독일마르크,십억)

*주:ERP는 유럽부흥계획을 말함

*출처:베를린자유  한국학과 통일연구 ,독일 통일 20년 계기 독일의 통

일․통합 정책 연구:제1권 분야별 연구,통일부,2011,452면에서 인용

통일 비용과 련하여 가  투자성 지출(인 라 투자,경제개발투

자)에 우선순 를 둘 필요가 있으며,남북 주민간,북한 주민내 세 간 

부담을 히 배분하여야 할 것이다.특히 경제개발비용의 수익자부담

원칙(북한지역 자체부담 원칙)과 자체신용에 의한 기채 조달원칙,보충  

지원원칙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혜택과 부담의 주체를 연결하여 북한 

지역에서 혜택을 보는 사업은 북한 지역에서 우선 부담하도록 하여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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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필요한 경우 남한 정부가 채무 보증을 서는 형태로 북한 지역을 

리하는 기 이 차 을 도입하거나 채권 발행을 통하여 경제개발재원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다만 채권시장을 통하여 재원을 조달하는 경우 

국채이자율수 에 따라 부담이 증가하거나 국제 채권시장의 수요 여력에 

따라 필요한 수 만큼의 조달이 어려울 수 있다.

나.기존 경제통합방식 논의

1) 진  경제통합의 실행 가능성

남북한간에도 독일과 유사한 방식의 속한 경제통합이 가능할지 여

부에 하여 간단히 살펴보면 독일의 경우는 통일 당시 동독의 인구가 

서독 인구의 약 1/4정도 으며,1인당 소득 한 동독 마르크와 서독 마

르크간 환율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 차이가 남북한간 차이보다 

훨씬 작아 경제 으로 속한 통합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었다.이에 

반해,우리의 경우는 북한의 인구가 남한의 거의 반에 가깝고,1인당 

소득 격차 한 동서독보다 훨씬 커서 동서독식으로 속하게 통합하는 

것은 남북한특수 계론의 입장에서 볼 때 사실 ․규범 으로 실행 불가

능하다.북한주민의 법  지 에 하여는 헌법 제3조의 규범  효력이 

제4조에 비하여 우월 으로 용되어 헌법 제4조는 제3조와의 계에서 

유동 이고 가변 이다.즉,북한주민도 우리 헌법 제3조에 따라 한민

국 국민으로 인정되지만 헌법 제4조에 따라 그 특수성이 반 되어 구체

 기본권 행사는 제한될 수도 있다.126)한편,단일헌법 이 채택되어 통

일국가가 완성되면 북한주민도 그 구성원으로서 헌법 제4조의 특수성을 

반 할 필요가 없고 구체  기본권을 통일헌법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남

한주민과 동등하게 향유할 수 있게 된다.평등권은 통일헌법에서도 당연

히 보장될 기본권으로서 경제통합과 련하여서 통일 이후 사회 부행정

126)북한주민의 헌법 지 에 한 상세한 논의는 이효원,앞의 책(주 23),

170-18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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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남한 주민에 제공되는 사회  부는 통일헌법에 별다른 유보가 

없다면 북한 주민에 해서도 동등한 수 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남북한특수 계론의 규범  측면을 염두에 두면서 재의 격

차가 그 로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속한 통합이 가능한지를 살펴보자.

2014년 남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968만원이고,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 138.8만원이며127)고용노동부고시 제2015-39호(2015.8.5)에 

의하면 최 임 법에 따른 남한의 최 임 은 시간당 6,030원으로서 주

40시간제이면 월  1,260,270원이고 이를 연소득으로 환산하면 15,123,240

원이다.2014년 북한 인구는 2,466.2만명이므로 남북한에 동일한 최 임

법이 용된다고 한다면 북한 인구의 부분이 최 임  이하에서 근

무하고 있는 것이다.2015년 재 개성공단에서의 북측 근로자의 월 최

임 이 73.87불임을 감안하면 속한 경제통합으로 북한주민에 하여 

남한의 최 임 법을 그 로 용할 경우 기업이 부담할 인건비 수 이 

게 보아 10배 이상 증가한다는 을 알 수 있다. 한 국민기 생활보

장법에 근거한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142호(2014.8.29)에 의하면 2015년 

남한의 월 최 생계비는 1인가구 617,281원,4인가구 1,668,329원으로서 

통일 과정에서 속한 경제통합의 방식을 통해 북한 지역 주민 모두에게 

남한의 국민기 생활보장법에 의한 최 생계비를 용한다는 것은 재정

형편상 불가능하다.

남한의 경우에도 지역에 따라서 1인당 지역내총생산액의 수 이 차

이가 있는데,2014년 가장 높은 지역(울산 역시,61.10백만원)과 가장 낮

은 지역( 구 역시,18.94백만원)간 수  차이가 약 3.2배에 이르고 있

다.128)경제  역에서 남북한간 법률 통합은 북한 지역의 1인당 총생

산액 수 이 남한의 1/4정도에 근 하는 수 에 이르 을 때 실 으

로 가능해 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2) 진  경제통합의 불가피성

127)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bukhan/index.jsp,2016.1.23일 검색)참조

128)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kr지역통계,2016.1.23일 검색)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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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남북한 경제 격차  북한의 경제 여건이 불변인 상황에서 

진  경제 통합은 남한과 북한의 사정을 감안할 때 실행가능성이 거의 

없는 방식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진  경제 통합을 추진한다면 노동

시장의 혼란이 야기되고 남한 근로자의 임 수 이 하락하거나 실업률이 

상승할 것이고,남한근로자에 용되는 최 임 수 이나 사회 부수

을 낮출 수 밖에 없다.북한 지역에서도 생산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임  

인상으로 높은 실업률이 발생하고 이는 커다란 사회불안요인이 될 것이

다.화폐 융시장에서도 원화의 안정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 물가가 

상승할 것이며,북한 지역으로의 외환의 유출입을 히 리하지 못할 

경우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해치고 외환 기를 불러올 수도 있다.

재화,용역,자본,인력 등 4가지 요소 에서 인력과 자본의 이동을 

일정 기간 제한함으로써 속한 경제통합에 따른 부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다만,뒤에서 언 하듯이 통일이 선행하고 경제통합이 뒤따를 경우 

인력이동의 제한과 련하여서는 거주․이 의 자유의 본질  내용을 침

해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고 남한 주민과 북한 주민에 한 평등권의 보

장이라는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다. 한,인력과 자본 이동에 한 지나

친 제한은 북한 지역으로의 투자에 큰 향을 미칠 것이고,더군다나 남

북주민간 평등권 보장을 하여 남한 인력의 북한으로의 이동이 제한되

는 경우에는 북한지역의 신속한 경제발 에 제약요인이 될 수도 있다.

진  경제통합은 통일부담 측면에서 남북한간에 불가피한 차선책

이다.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정치  통일이 이루어지기 에 남북한간 

재화,용역 등 생산물과 자본,인력 등 생산요소간 통합이 상당수 으로 

진행되어 남북한간 경제  수 의 격차가 크게 감소하여 통일부담이 남

한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정도로 축소되는 것이다.이는 평화 인 방식

으로 남북한 합의하에 진 으로 통합해 나간다는 진  통일 시나리

오이며,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주요 내용이기도 

하다.하지만 이러한 시나리오는 최상의 상황을 가정한 것이므로 그보다 

좋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 을 경우에 진  경제통합은 불가능하고 

진  경제통합만이 선택가능한 방안이 될 것이다.어떤 방식에 의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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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 측면에서는 통일이 이루어지더라도 남북한간 경제의 통합은 

진 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유로존 통합의 사례를 

보더라도 섣부른 통합은 경제력이 낮은 지역의 화폐․ 융정책  수단을 

제약하여 경쟁력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 모두에게 경제  부담을 안기

기 때문이다.

통일과정을 구분하여 분단해소 단계,체제통합단계,국가완성 단계로 

나 는 견해가 있는데,분단해소 단계는 통일 상을 진행하여 남북이 통

일국가를 선포하는 순간까지이며,체제통합단계는 통일선언 이후부터 각 

분야의 통합이 진척되는 단계이며,국가완성단계는 실질 인 통일의 마

무리 단계로 북한의 제반 지표가 남한에 근 하여 단일국가로 진행되기 

직 까지를 말한다.129)이러한 구분도 암묵 으로 진  통일만이 가능

한 시나리오라는 것을 상정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통일이 선행되고 남북 경제통합을 뒤에 추진하는 경우에 있어 통일

부담을 낮추기 해서는 신속하게 북한내에 시장경제질서를 도입하고 

내외 투자를 활성화하여 북한내 일자리를 창출하고,국제경쟁에서 생존

할 수 있도록 기업조직을 환하고 북한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해서 최근 일정기간 과도기를 

설정하여 남북한경제를 분리하여 운 하자는 방안에 한 연구들130)이 

증가하고 있는데,북한경제 분리운 방안은 통일 후 일정기간 한시 으

로 북한경제를 남한경제와 분리하여 운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131) 한,

명시 으로 과도기의 설정을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진  경제통합이 바

람직하지 않거나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결론짓는 연구도 다수 존재한

129)김규륜 외,통일 비용․편익의 분석 모형 구축,통일연구원,2012,83-88면;조

한범 외,정치․사회․경제분야 통일비용․편익 연구,통일연구원,2013,15면 참조

130) 표 인 연구로는 홍택 편,남북한 경제통합 연구:북한경제의 한시 분리

운 방안,한국개발연구원,2012;고일동 편,남북한 경제통합의 새로운 근방법:독

일식 통일의 문제 과 극복방안,한국개발연구원,1997;안 홍․문성민,“통일이후

남북한 경제통합방식에 한 연구”, 융경제연구 제291호,한국은행,2007.1;Sung

MinMun& ByoungHarkYoo,"TheEffectsofInter-KoreanIntegrationType

onEconomicPerformance:theRoleofWagePolicy",WorkingPaperNo.477,

TheBankofKorea,2012.7

131) 홍택 편, 의 책,3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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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32)앞에서 언 하 듯이 이 게 남북한 경제를 분리하여 운 하는 

방안도 결국은 진  경제통합의 한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경제통합과 법제통합

남북통일과 경제통합의 과정이 서로 구분되어 진행될 수 있듯이 경

제 련 법제의 통합133)도 통일과정 는 경제통합과정과 구분되어 진행

될 수 있다.이는 경제는 기본 으로 사실의 역이고 법제도는 규범의 

역이라는 차이가 있고 남북한이 통일과정에서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기 로 이를 보완한 시장경제질서를 지향하더라도 이를 만족시키

는 경제질서의 모습이 일의 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를 들면,미국,

유럽연합,일본 등이 채택하고 있는 경제질서는 모두 시장경제질서의 한 

유형으로 구분되고 있지만 그 구체  양태나 이를 뒷받침하는 개별법제

는 조 씩 차이가 난다.

우선 경제통합이 정치  통일에 앞서 이루어지는 경우를 가정한다면 

진 으로 경제통합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하여 남북간 

경제 련 법제의 통합도 내용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통일에 앞서 이루

어질 것이다.경제법제통합을 이루는 수단은 국가간 자유무역 정과 유

132)문성민․문우식,“남북한 화폐통합방식에 한 연구:사례분석을 심으로”,경

제논집 제48권 제1호,서울 학교 경제연구소,2009,40면에서 국-홍콩 사례를 들

어 남북한이 정치통합을 이룰 경우 1국 2통화체제를 유지하면서 통화통합을 단계․

진 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고, 홍택․이 선 편,한반도 통일시의

경제통합 략,한국개발연구원,1997,192-196면에서는 즉각 이고 진 인 통화통

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고 있으며,노용환․백화종,통일 후 남하이주의 정책과

제-사회보장제도의 한시 분리운 을 심으로,보건사회연구원,1998,70면은 북한

지역의 개별 기업 근로자들의 사회보험기여 분담능력이 갖추어질 때까지 사회

보장제도의 한시 분리운 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33)제성호 교수는 “법통합이라 함은 두 개 이상의 상호 이질 인 법체계 내지 법

질서를 단일한 법질서로 만드는 작업으로 하나의 법질서가 다른 법질서를 체하거

나 양자가 충된 제3의 법질서가 새로이 만들어지거나 어느 하나의 법질서가

충․변형된 형태로 다른 쪽에 부과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제성호,“남북

통일과 법체계 통합”,통일정책연구 제9권 제1호,통일연구원,2000.6,10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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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 내용의 ‘남북경제 력합의서’이며,동 의서는 국가간 조약은 아니

지만 남북 계발 에 한 법률에 따라 남북간에 구속력 있는 합의서의 

일종으로 체결할 수 있다.그 세부 내용은 경제통합의 정도에 따라 재화

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법제,용역의 자유로운 제공을 보장하는 

법제,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법제,인력이동의 자유를 보장하

는 법제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헌법상 기본권조항과 련되기도 하고 

경제조항과 련되기도 하며,구체  법률과 련되기도 한다.

한편,통일이 경제통합에 앞서 이루어진다면 법제 통합도 거의 이루

어지지 않은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기실 남북 법제통합에 있어 가장 큰 

장애요인은 북한에서는 법치주의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 법이 기본 인 

생활규범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다.북한도 법의 필요성과 법

이 가지는 사회통합의 기능을 인정하기는 할테지만,계 성에 기 한 북

한의 법은 법에 한 정치의 우 를 인정하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법의 

일반  속성을 가지고 있다.134)이에 더하여 북한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

들에서는 볼 수 없는 수령 1인 독재체제를 구축하고 있고 이는 주체사상

이라는 북한 특유의 사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이러한 체제  특성으로 

인하여 비공식규범이지만 수령의 교시나 지시,당의 지시가 매우 요한 

규범이 되고 공식  규범인 법은 오히려 이러한 비공식  규범의 실천을 

한 수단  도구로 보일 정도가 된다.135)북한 주민의 행동을 규율하는 

비공식  규범 가운데 가장 요한 것은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

 원칙”136)인데,경제분야에서는 김정은의 ‘지지도’를 통한 지시가 다

른 무엇보다 더 요한 규범이나 지침이 될 수 밖에 없다.일례로 ‘안

134)법무부,베트남 개 개방법제 개 ,2005,513면 참조

135)북한 사회의 법의 지 ,공식 규범과 비공식 규범에 하여는 이규창,“분

단 65년-북한법의 성격과 기능의 변화”,북한법연구 제13호,북한법연구회,2011,

270-274면 참조

136)‘10 원칙’은 김일성의 교시나 김정일의 지시를 신성불가침한 지상명령으로 만

들며 일인독재와 세습체제를 수호하게 하는데,북한은 2013년 6월에 동 원칙을 10조

60항으로 축소,통합하면서 김정은 국방 원회 제1 원장의 권력 세습을 정당화하고

체제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고 한다.연합뉴스,“북,‘유일사상 10 원칙’첫

개정···세습 정당성 강조”,2013.8.12일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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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업체계’도 1961년 12월 김일성이 지지도 후 확립한 공장 리지침

이었다.

경제통합을 해서는 북한내 시장경제질서의 도입이 제되어야 하

며,시장경제가 효율 으로 작동하기 해서는 사유재산제가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한,사유재산제를 뒷받침하는 재산법,계약법,상법,외국

인투자법,경쟁법  산법 등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137)좀 더 세분

화하면 첫째,시장기구에서는 소유권의 특정이 요하므로 헌법에 의한 

사유재산권 보장,국유기업의 주식회사로의 환,국제  수 의 지식재

산권 보호가 필요하다.둘째,재산권의 정립과 함께 시장에서의 자발  

교환을 한 계약법이 필요하다.계약법의 기 로서 계약의 자유는 자기

결정과 자기책임성을 제로 한다.셋째,경제조직으로서의 회사의 설립

차,종류,내부 조직기 ,이사회의 권리 의무,합병과 청산  해산 등

의 규칙을 포함하는 회사법, 산법,외국인투자법이 필요하다.이는 개

별경제주체들이 헌법상 결사의 자유를 보장받는 것이 출발 이다.넷째,

시장에서의 독 을 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쟁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

가.기존 법제 통합 논의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경제 련 법제와 경제 비 련 법제를 구분

하지 않고 일반 인 법률 제도의 통합원칙과 통합분야  통합 차를 제

시하고 있다.통일독일의 법통합 사례를 분석하여 남북한의 법통합은 

진 이고 단계 으로 추진하는 것이 실 이지만 체 으로 그 기간은 

최 한 단축할 것을 제시하는 견해138),통합의 원칙으로 ① 남한법의 원

칙  확장 용,② 일부 법의 용 유보 ③ 일부 북한법 규정의 한시  

효력 인정을 제시하는 견해139),남한 주도에 의한 조기 통일시에는 남한

137)정 화․김계환,북한의 시장경제이행,집문당,2007.10,35-51면 참조

138)제성호,앞의 논문(주 133),101-134면 참조.제 교수는 북한 변사태에 따른

흡수통일이 실 되더라도 법질서의 즉각 이고 총 인 통합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한다.

139)박수 ,“통일한국의 법률통합”,법조 통권 제530호,2000.11,7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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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원칙  확장 용과 일부법의 용유보,일부 북한법 규정의 한시

 효력 인정을 추진하고,남한 주도에 의한 진 ․단계  통일의 경

우 ① 화해․ 력 복원․발 단계에서는 법률실무 의회를 구성하여 경

제분야에서 교류 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제를 마련하고,② 남북연합

단계에서는 법제통합을 한 기구( 기에는 가칭 통일법제기획단→말기

에는 통일법제추진단)를 구성하여 제한  내지 부분  법제통합을 추진

하는 것을 극 고려하여,경제분야에서 진 인 화폐통합이 이루어져

야 하고 각종 경제․노동․재정 련 정책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하며,

③ 통일국가단계에서는 통일조약,통일헌법을 채택하여 법제통합을 추진

하며,조약 승계,월남자 혹은 월북자의 재산권과 상속,가족 계, 북투

자자 등과 련한 다양한 문제에 한 법률  검토와 조치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140)등이 있다.

남북한 경제통합은 시장경제질서를 근간으로 하여 추진될 것이므로 

경제통합시 법제도의 통합은 상당부분 남한의 기존 법률의 내용이 바탕

이 될 수 밖에 없다.그래서 기존 법제통합 논의의 부분은 원칙 으로 

남한 법을 확장․ 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동독이 서독연방의 

일부 주로 편입되는 방식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고 서독연방법을 동독 지

역에 확  용하 던 통일 독일의 사례와는 달리 남북한 통일시에는 그

와 같은 방식은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우리는 독일 사례와 상이한 이 

많아서 첫째,지방자치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연방국가인 서독과 달리 지

방자치단체의 권한이 그 게 크지 않은 ,둘째,북한 지역 주민들이 자

본주의체제에 노출된 경험이 거의 없는 ,셋째,통합추진시 동․서독간 

격차에 비하여 남한과 북한의 경제력 차이가 무 큰 ,넷째,큰 경제

력 차이로 인하여 진  통합시 그 부담이 감당하기 어려운  등이 있

기 때문이다.141)

140)이규창 외,남북 법제통합 기본원칙 가이드라인,통일연구원,2010.10참조.

동 연구에서는 등한 입장에서의 합의에 의한 통일방식은 우리 헌법 제4조에 비추

어 타당하지 않다고 하며 그러한 경우의 법제통합에 하여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141)이러한 문제 을 감안하여 북한 변사태시라도 속도로 체제통합이 완결되어

서는 안 되고,일정기간 ‘과도기 연방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학자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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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등 국가기 의 조직이나 운 에 한 법률이나 정치 

역에 용되는 법률들은 그 법률의 성격과 내용상 남북한 역에 통일

으로 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강하다.하지만,헌법상 지방자치조항과 이

에 근거한 지방자치법을 북한 지역에도 그 로 용할지를 검토할 필요

성이 있듯이 정치  역에서도 단일법을 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경제 역에서는 원칙 으로 계획경제질서에 입각한 북한의 법

률이나 조항은 통일 이후 폐지하거나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이러한 부

분을 제외하고 북한의 경제 실에 맞추어 제정된 법률들은 통일 헌법상 

경제질서에 배되지 않는 한 한시 으로 용하거나 약간의 개정을 거

쳐 용할 필요가 있다.이러한 이유로 경제분야에서는 남북한 지역에 

통합 용해야 할 법률의 비율이 정치 역에서보다 더 낮을 것이며 사실

상 ‘1국가,2개의 법 역’이 존재하게 된다.142) 한,남한의 행법률을 

그 로 북한에 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이는 행 남한의 법이 북

한 지역과 북한 주민에 해서까지 용될 것을 염두에 두고 제정된 법

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의 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에 기인한

다. 를 들면,‘귀속재산처리법’은 아직까지도 시행되고 있는 법률인데,

동 법 제2조는 “북 38도선이북 수복지구내에 있는 재산으로서 단기 

4278년 8월 9일 재 일본인인 개인,법인,단체,조합,그 행기 이나 

그 정부의 조직 는 통제한 단체가 직 ,간  혹은 부 는 일부를 

소유한 일체의 재산은 항에 규정하는 귀속재산으로 취 하여 본법을 

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통일 이후에 남한의 법을 그 로 북한에 확

장 용하는 경우 과거 사실상 추진하지 못하 던 북한지역에서의 귀속

재산처리를 개시하여야 하는데,북한이 1946년 3월「북한토지개 법」

다.최창동,“북한체제 흡수통합시의 법 과제”,비교법연구 제2권,2001,485면 참

조

142)과도한 통일비용을 이유로 북한 행정특구 내지 경제특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최

근의 주장은 암묵 으로 ‘1국가,2개의 법 역’을 제로 한다.박정원,통일과정과

통일 이후의 헌법재 소의 기능과 역할, 헌법재 소 정책개발연구용역보고서,

2011.11,28면에서도 법통합의 과정을 이행하는 경우 잠정 으로 ‘1국가,2개의 법

역’상태가 되는 것은 분단 상황에서 조성된 남북한간의 한 차이를 감안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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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산업 국유화법」을 공포·실시하고 토지,건물,기업체 등 모든 종

류의 부동산을 국유화하고 이를 다시 분배하 으며 등기부도 멸실된 것

으로 알려져 있어 ‘귀속재산처리법’을 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다.

나.남북간 법제도 수렴 황

헌법재 소와 법원에 의하여 법  구속력이 인정된 것은 아니지만 

남북기본합의서  3개 부속합의서는 그 규정을 살펴보건  남북한 상호

간에 직․간 으로 국가성을 인정하는 바탕 에 경제․사회․문화분

야의 교류․ 력을 추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즉 남북기본합의서 제1

조는 “남과 북은 서로 상 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장 남북화해’의 이행과 수를 한 부속합의서 제1조는 “남과 

북은 상 방의 정치,경제,사회,문화,체제(제도)를 인정하고 존 한다”,

제3조는 “남과 북은 상 방 당국의 권한과 권능을 인정․존 한다”,제5

조는 “남과 북은 상 방의 법질서와 당국의 시책에 하여 간섭하지 아

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남북기본합의서는 실 인 남북분단 상황을 

인정하면서 남한 지역에서는 남한의 법률이,북한 지역에서는 북한의 법

률이 용된다는 원칙을 직  는 간 으로 확인143)하고 있는데,

북한이 평화통일을 한 화해와 력의 동반자로서 활동하는 규범 역

이 많을 수 밖에 없는 경제 분야에서는 이러한 원칙의 용가능성도 매

우 크다고 할 것이다.

남북한이 체결한 합의서로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한 합의서’,

‘남북 사이의 소득에 한 이 과세방지 합의서’,‘남북 사이의 상사분쟁

해결 차에 한 합의서’,‘남북 사이의 청산결제에 한 합의서’등 4개 

경제 력 합의서와 ‘개성공업지구와 강산 지구의 출입  체류에 

한 합의서’등 9개 합의서의 내용에도 직 으로 남북한은 각각 자신

의 지역에서 각각의 법률이 용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143)이효원,앞의 책(주 46),194-19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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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월 10일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 계와 상속 등에 한 특례

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데,이는 헌법 제3조 토조항에 의거하여 

북한 지역에 하여 남한의 련법이 용됨을 제로 하는 것이며,동 

법의 제정 이유에서도 “북한은 민사  계에서 하나의 법  실체는 가

지고 있으나 국가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외국을 제로 하는 「국제사

법」의 규정 등을 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남북교류 력에 한 법률 제26조에 의거하여 교역에 하여 동 법

에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 외무역법」 등 무역에 한 법률

을 용하고(제1항),물품 등의 반출이나 반입과 련된 조세에 하여는 

조세의 부과․징수․감면  환  등에 한 법률을 용하며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 등을 반입할 때 「 세법」에 따른 과세 규정과 타법률에 

따른 수입부과 에 한 규정은 용하지 않으며(제2항),남북한간 투자,

물품 등의 반출이나 반입,그 밖에 경제에 한 력사업과 이에 따르는 

거래에 하여는「외국환거래법」,「외국인투자 진법」,「한국수출입

은행법」,「무역보험법」,「 외경제 력기 법」,「법인세법」,「소

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수출용원재료에 한 세 등 환 에 

한 특례법」,「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부가가치세법」,「개

별소비세법」,「주세법」,「교육세법」,「식물방역법」,「가축 염병

방법」(이상 제3항)을 용하도록 되어 있다.

남북법제통합에 있어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한 법률과 그 하 규

정들은 남북이 공동으로 진행한 법제통합의 실제 모델이라는 에서 

요한 기 이 될 수 있다.개성공업지구 지원에 한 법률과 그 하 규정

에는 련분야의 남한의 행법률과 다른 규정들이 부분이며,북한법

에 없는 규정들도 많이 있다.

4.법제통합 에서 본 통일

가.경제․법제통합과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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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우리 사회에서는 통일을 합의통일과 흡수통일이라는 2분법으로 

바라보았는데,합의통일은 남북한이 합치된 의사에 기반하여 새로운 통

일국가를 수립하는 것을 의미하고,흡수통일은 북한 붕괴 등으로 인해 

북한 체제가 소멸하고 남한에 병합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144). 한,

통일의 속도에 따라 진 ․단계  통일, 진  통일로 구분하고 있는

데,이러한 구분에서는 ‘통일’이라는 개념이 경제통합과정,법제통합과정

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러한 과정이 진 ․단계 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는 진 ․단계  통일, 진 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진  통일로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고에서는 통일개념을 경제통합 혹은 법제통합과 구분하여 사용하

고 있으므로 이러한 시각하에서 통일과 경제․법제통합의 선후에 따라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이를 기존의 통일유형과 련지어 설명해 보고자 

한다.첫째,정치  통일-경제․법제통합 병행 시나리오이다.경제․법제

통합과 정치  통일을 병행하여 추진한다는 것은 단일헌법을 채택하는 

과정과 경제 련 법제도를 통합하는 과정을 병행하여 추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헌법통합과 경제 련 법제도 통합이 병행하여 추진되는 경우 

이론 으로는 그러한 과정이 박하게 발생하는 경우와 시간을 두고 단

계 ․ 진 으로 발생하는 경우로 나 어 볼 수 있다. 박하게 통일-

경제․법제통합이 병행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는 소  ‘흡수통일’의 경우

로서 이러한 형태의 법제통합은 통일부담이나 북한 지역내 법제통합의 

수 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으며 가능하지도 않을 것이다.한편,통

144)‘흡수통일’은 기존의 한민국헌법의 효력을 확 용․실시하는 것으로 법치

주의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추구하는 우리 헌법이 정하지도 않으며 사회 ․경

제 으로도 실 하기 어려운 통일방식이라 할 수 있다. 를 들면,우리 행헌법은

제4조에서 한민국이 자유민주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지향함을 천명

하고 있고,제11조에서 모든 국민(흡수통일상황을 가정할 경우 북한주민도 포함)이

법앞에 평등하며,제32조에서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 임 제를 시행

하여야 한다고 하여 북한주민에 하여도 최 임 제를 시행하여야 할 터인데,이는

사회경제 여건 국가재정상 불가능하며,제8장(지방자치)에 따라서 지방자치제

도를 시행하여야 할 것인데,북한 지역내 정치여건상 바람직하지 않고 불가능할 것

이기 때문이다.



- 81 -

일-경제․법제 통합이 진 ․단계 으로 병행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는 

통일의 개념 정의상 그러한 경우를 상정하기가 어렵다.

둘째,先정치  통일-後경제․법제통합 시나리오이다.정치  통일을 

우선하여 추진하고 경제통합을 나 에 추진하는 경우는 우선 단일헌법을 

채택한 후 그 다음에 경제 련 법제도를 통합하는 방식이다.정치  통

일을 한 천재일우의 기회가 올 경우 경제  부담을 이유로 통일을 주

해서는 안 되며 우선 단일헌법을 채택하여 정치  통일을 이룩할 필요

가 있다.그 후 경제 련 법제도를 속히 통합하는 경우와 진 ․단

계 으로 통합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속히 통합하는 경우는 

사실상 첫번째 통일-경제․법제통합 병행방식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일단 정치  통일이 이루어지면 속한 경제  통합에 한 정치  요구

가 분출될 가능성이 높은데,실제로 그러한 통합이 추진된다면 일인당 

소득이 낮은 지역에서 임 은 상승하지만 실업률이 증가하여 생산량이 

감소하고,부유한 지역은 임  감소 는 경기침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145) 재와 같은 남북한간 경제력 격차가 그 로 유지된다고 가정

했을 때에 先정치  통일-後 속한 경제․법제통합방식은 지나친 ‘통일

비용’이 부담이 되므로 이를 시간 으로 분산시킬 법제도의 설계가 필요

하다.즉,先정치  통일-後경제․법제통합방식에서도 진 ․단계 으

로 경제 련 법제도를 통합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이 방식에서는 어

떤 정치공동체(국가연합,단일연방국, 는 여타 복합  정치공동체)를 

구 하고 제도화하느냐 그리고 북한 지역의 자생  경제성장을 지원하고 

북한 주민에 하여 경제  측면에서 어떠한 비 을 제시하고 실 해 나

갈 것인지가 매우 요한 요소가 된다.헌법의 역에서는 거주․이 의 

자유의 인정여부,자치권의 범  등에 있어 주도면 한 법제도  설계가 

요청된다.

셋째,先경제․법제통합-後정치  통일 시나리오이다.먼  경제․법

제통합을 이루거나 상당한 진척이 이 진 후 정치  통일을 이루는 방식

으로서 분단국간 경제력 격차가 클 경우 경제  통합을 우선 으로 추진

145)박명규․이근 ․ 재성 외,앞의 책(주 22),19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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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양 지역간 소득격차를 여 그 이후의 정치  통일에 한 지지

를 받기 용이하므로 가장 선호되는 방식이다.다만,남북한과 같이 이질

인 경제체제를 보유한 국가간에 성공 인 경제통합을 이룬 사례는 존

재하지 않으므로146)어느 일방이 채택하고 있는 경제질서로 통합하여야 

하는데,남북한의 경우는 실패한 계획경제질서가 아닌 시장경제질서가 

유일한 선택지로 남는다.그러므로,북한이 시장경제를 자생 으로 운용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제도  변화는 선행147)되어야 한다.그 다고 

하더라도 시장경제질서가 경제 실에서 실 되는 법제도  양태는 다양

한 모습을 취할 수 있으므로 남북한에 반드시 동일한 법제를 용할 필

요는 없을 것이다.

나.소결

앞에서 남북통일과 경제통합,법제통합의 계에 기반하여 기존의 

통일 유형을 재구성하여 간단히 서술하 는데,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은 

법치주의의 이념에 기반을 둔 통일이라는 에서 통일 련 논의에서 법

제도  을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한,‘흡수통일’과 ‘합의

통일’,‘진 ’통일과 ‘진 ’통일의 구분보다 법제 통합이라는 측면

에서 통일 유형을 구분하 을 때 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에 기반을 둔 

평화  통일 논의가 조  더 명확해 지는 측면이 있다.본고에서는 경제

통합과 남북통일,법제통합을 종합하여 특히 법치주의의 이념을 실 한

다는 기조하에 ‘先경제통합-後통일’의 경우와 ‘先통일-後경제통합’의 경우

로 구분하여 법제도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先경제통합-後통일148)의 경우는 우리의 공식  통일방안과 일맥상통

146)박명규․이근 ․ 재성 외,앞의 책(주 22),190면 참조

147)‘연성복합통일론’에서는 이러한 요소로 집단농장의 가족농으로의 환,국가와

기업 는 가족농간 계약책임제 개 ,사유재산권의 실질 보장,교환의 자유 보

장이라는 네 가지 개 을 제시하고 있다.박명규․이근 ․ 재성 외, 의 책,

192-193면 참조

148)헌법과 법률이외에 법률의 하 규범들(명령,조례,규칙)이 있지만 국민의 권리

나 의무에 한 사항을 정하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며,법률의 하 규범들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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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는 경제․사회․문화 공동체를 형성,

발 시켜 궁극 으로는 하나의 민족,하나의 국가로 정치  통일을 완성

해 간다는 것을 골자로 하므로149)이를 법제통합측면에서 바라보면 단일

한 헌법 을 채택하기 에 경제․사회․문화 각 방면을 규율하는 법률 

등 규범을 우선 통합하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이 방식으로 통일과 경제

통합이 이루어지는 경우 경제와 련된 법제도는 통일에 우선하여 혹은 

통일과 병행하여 통합시키고 경제와 무 하거나 련이 은 법제도는 

정치  통일이 이루어진 후 동화 내지 통합되어야 한다.경제통합과 법

제통합의 계도 반드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우선 북

한이 경제통합의 제조건(시장경제질서의 도입 등)을 구축하는 노력이 

선행된다면 국-홍콩, 국- 만의 사례처럼 양 지역간 재화나 용역의 

반출입을 진하기 한 합의서150)체결을 추진하고 이를 통하여 북한경

제의 발 을 한 최소한의 시장을 확보해  수 있다.

‘先통일-後경제통합’의 경우는 통상 ‘진 ’통일이라고 일컬어지는 

통일유형과 일맥상통하는데,이 방식으로 통일과 경제통합이 이루어지는 

경우 일의 으로 명쾌하게 잘라 말하긴 어렵지만 법제통합은 형법이나 

행정조직법 등 경제 역과 직  연 계가 은 법역을 우선 통합하

고,경제와 련된 법제도는 경제통합의 속도에 맞추어 동화 내지 통합

하여야 할 것이다. 재의 남북간 경제격차  련법제가 그 로 유지

된 상태에서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할 때 속한 경제․법제통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先통일-後경제통합의 경우에도 통일이 ‘진 ’방

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즉,북한이 시장경제질서를 

에 배되지 않는 한 국회의 제안이나 동의없이도 통령을 시한 행정 각 부나

지자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규정한다는 측면에서 굳이 ‘先명령통합형 통일’,‘先

조례통합형 통일’,‘先규칙통합형 통일’이라는 범주를 두지 않았다.

149)박종철 외,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새로운 근과 추진방안:3 공동체 통일

구상 심,통일연구원,2010,15면 참조

150)남북기본합의서와 교류 력 련 부속합의서 제1조 제10항 남북교류 력에

한 법률 제12조에 의거하여 남한과 북한간의 거래는 민족내부의 거래로서 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이러한 세조치의 제거는 교역 진을 한 하나의 필요조건일

뿐이다.이 외에도 남북한간 표 의 차이,북한내 제조물책임법의 부재 등 무수한

비 세조치들이 있거나 교역에 필요한 제도 기반이 없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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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하고 개 개방정책을 추진하며,법률 한 형식 으로는 통합되어 

있지 않으나 내용 으로는 상당한 정도로 유사하게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남북한간 헌법 통합이 이루어지고 단일국가를 형성하는 과정이 진 으

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다만,북한경제가 와 같이 시장경제질서를 이

미 채택한 상황에서 남북간 경제통합을 해하는 경제 내  요인은 거의 

없을 것이고 남북한에 용되는 법률의 내용이 실체 으로 상당히 유사

하다면 경제 련 법제의 통합도 상당히 용이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는 

통일에 선행하여 남북간 경제통합이 상당히 진행되어 술한 ‘先경제통

합-後통일’의 경우와 구분할 실익이 크게 감소할 것이다.다음 쪽의 표는 

지 까지의 논의를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

<표 5>통일의 방식․유형에 따른 법제통합

유형

방식

先통일-後경제통합

先경제통합-後통일경제법제

즉시통합

경제법제

한시분리

합  병

(신국가 

건설)

-헌법 제정

-단일국/연방국

-남한법에 바탕을 둔 

새로운 법률 즉시 

제정

-헌법 제정

-단일국/연방국

-단일국의 경우 경제자

치구역(특구)설정

-남한법에 바탕을 둔 새

로운 법률 제정 

-특구 는 연방주에 고

도 자치 입법권 부여

-헌법 개정 후 제정

-국가연합→단일/연방

-각자 법률 용하며 진

 법제 통합

-법률통합前 시장경제 도입

-합의가능성 낮음

재는 실행 불가능 통일부담 매우 많음 통일부담 비교  음

병  합

(기존 

1국만 

존속)

-독일식 통일

-필요시 헌법 개정

-단일국

-헌법 제3조에 의거

하여 남한법 용 

할권 확

-헌법 개정

-단일국(자치구역)

-경제 역에서 자치구

역에 고도의 자치입

법권 부여

-여타 역은 남한법

원칙  확장 용

-헌법 개정(제정)

-국가연합/유사형태→단일

-각자 법률 용하며 진

 법제 통합

-법률통합前 시장경제 도입

-합의가능성 매우 낮음

재는 실행 불가능 통일부담 매우 많음 통일부담 비교  음

*출처: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작성하 으며, 제가 변경될 경우 련 내용

도 변경될 수 있음



- 85 -

제 3장  경제통합사례

제 1  사례 연구의 의의

앞에서 언 하 던 일반 인 경제통합과는 다른 남북한 경제통합의 

세 가지 특수성(이질  체제간 경제통합,남-북 국가간 경제통합,분단국

간 경제통합)을 법제도 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하여 시사 을 

얻고자 본 고에서는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독일,베트남,

멘, 국,유럽연합과 동구권 국가 등 각각의 경제통합 사례는 남북한 경

제통합과 유사  내지 차이 을 보이는 사례들로서 우리에게 시사 도 

크겠지만 역사 ,정치․사회․경제  조건들이 상이함에 따라 그 한계 

한 존재할 것이다.

우선 독일의 경우는 1990.7.1.발효된 「화폐․경제․사회통합조약」,

1990.8.31.체결된 「통일조약」에 따라서 경제통합이 이루어졌는데,동독 

주민의 경제 수 을 단기간에 서독의 수 으로 끌어올리기 하여 실질

가치보다 높은 수 의 화폐교환비율 설정,동독 주민에 한 서독수 의 

사회보장제도 시행 등이 경제통합의 부담을 증가시킨 주요한 원인이 되

었다. 멘의 경우는 표면 으로 우리와 흡사한 인구통계학  비율을 가

지고 있었고 남북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상이한 체제를 보유한  

등이 유사한 반면,정치  화합의 실패로 통일과정에서 내 이 발발하고 

우여곡 을 거쳐 재통일되었다는 측면에서는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우

리에게 아쉬움을 남긴다. 국은 그 자체로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를 

지향한다는 에서 북한경제의 진  경제질서로의 환과정에 많은 시

사 을 제공하며,자본주의 경제질서의 홍콩과 ‘일국양제’를 통하여 경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는 에서도 살펴볼 가치가 크다.유럽연합의 경우

는 진  통합을 통하여 국가  통합체를 이루어내었고,체제 환경

험을 갖춘 동구권 국가와도 훌륭하게 통합을 이끌어내었다는 이 우리

에게 큰 시사 을 주고 있다.베트남의 사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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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 의하여 강제 통일이 되어 사회주의 계획경제질서하에 놓여 있

다가 도이모이정책을 통하여 외개방과 시장경제를 도입하 다는 에

서 시사 을 주고 있다.

이질  체제간 경제통합이라는 특수성과 련하여서는 독일,베트남,

멘, 국(홍콩․마카오와의 경제통합),유럽연합과 동구권 국가의 경제

통합사례에서,남-북 국가간 경제통합이라는 특수성과 련하여서는 독

일, 국(홍콩․마카오와의 경제통합),유럽연합과 동구권 국가의 경제통

합사례에서,분단국간 경제통합이라는 특수성과 련하여서는 독일,베트

남, 멘, 국( 만과의 경제통합)사례로부터 주로 시사 을 도출하고

자 한다.이를 하여 앞 장에서 제시한 분석틀을 활용하여 각각의 사례

에서 경제통합의 제조건이 어떻게 충족되었는지,재화의 자유로운 이

동,용역의 자유로운 제공,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인력 이동의 자유,토

지거래제도의 통일이라는 경제통합의 다섯가지 주요 내용은 어떻게 개

되었는지,경제통합의 발 조건 구축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분

단국 특수문제의 처리방식은 어떠하 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제 2  독일

1.경제통합의 제조건 구축

가.동독내 시장경제질서의 도입

동독1)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SozialistischePlanwirtschaft)를 채

택하고 있었는데,생산  분배,임 ,가격,경제성장목표 등을 국가가 

총 하여 정하 으므로 산업구조 환이나 신기술도입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으며 생산업자들이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간재  원자재를 창고

에 보 해 두는 등 엄청난 자원의 낭비를 래하 다.이러한 문제 이 

1) 정식 명칭은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는 German Democratic

Republic으로 불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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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결과 사회간 자본이 노후화하 으며,노동생산성이 낮았고,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기업이 었으며 서비스부문이 낙후되고 경제성

장이 크게 둔화되어 주민생활이 궁핍하 다.2)

이러한 상황하에 동독지역에서의 경제질서 환은 필연 으로 서독

의 사회  시장경제질서3)를 동독 지역에 확  용하는 과정이 될 수 

밖에 없었으며 이는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었다.동독이 서독에 편입되는 

형식을 취하면서 연방 차원에서는 (일부 개정해야 할 법률이 필요하 지

만)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필요는 없었고 동독지역에 시장경제질서에 기

반한 서독의 법과 제도를 변용(조약을 통한 폐지,변경,수정 등)을 거쳐 

사용하 으며,일부 에 지 가격과 집세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자율화하 다.

동서독간 경제 통합의 주요 요소는 첫째,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

하고 가격을 자유화함으로써 경쟁시장체제의 기반을 구축한 것이다.둘

째,동독지역내 사유재산제도를 확립하고,셋째,화폐를 단일화하는 등 

화폐 융시장을 통합하며,넷째,사회보장제도를 일원화하고 다섯째,이

들을 뒷받침하는 조세․재정정책을 통일한 것이며,여섯째,해외 시장과

의 연계를 하여 외무역자유화 등 경제의 외개방이다.4)경제질서 

환의 주요 요소들과 과정들은 동서독간 체결된 합의문서에 잘 나타나 

있는데,동서독은 통일이 이루어지기 에 국가조약을 통하여 화폐․경

제․사회부문에서 1단계 법률 통합을 추진하다가 통일조약에서 서독이 

동독을 흡수통합하는 방식으로 바 면서 연방법의 확 용을 원칙으로 

하는 법률통합을 추진하 다.독일통일의 과정에서 법  통일은 모든 법

역에 걸쳐 범 하게 그리고 상당히 진 으로 개되었으며,그 가

장 큰 특징은 기본법상의 법치국가원칙에 부합하는 철 한 법의 통일을 

2)독일 경제사회통합 연구를 한 단기조사단,독일경제사회통합에 한 연구, 외

경제정책연구원,1990.12,22-25면 참조

3)서독의 사회 시장경제질서하에서 국가는 시장의 자원배분이 주요 수단이 되도

록 하며,시장기능을 왜곡시키지 않는 범 에서 사회 형평,사회보장 등 사회

목표를 달성하기 하여 정부가 극 으로 개입한다.

4)김 윤,사회 시장경제와 독일 통일, 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2000,123면을

참조하여 재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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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한 것이었다.어쩌면 독일인들은 법치주의의 공백상태를 잠시라도 

참을 수 없었는지도 모른다.5)

나.사유재산제 보장

서독과 동독은 1990년 5월 18일 서독의 화폐와 시장경제질서를 바탕

으로 ‘화폐·경제·사회통합에 한 국가조약(VertragüberdieSchaffung

einer Wä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zwisch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d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이하 ’국가조약‘)’을 체결하 고,동 조약은 그 해 7월 1일

자로 발효되었다.

서독과 동독간 경제 통합 과정을 살펴 보면 1989년 10월부터 11월까

지의 평화 명기부터 1990년  동독인민회의 선거시까지는 주로 동독측

의 자체입법조치에 의하여 부분 으로 법  동화가 진행되었다.6) 를 

들면,1989년 11월 9일 베를린장벽이 무 진 후 동독내 산업체  국공

유재산을 리하고 종국 으로는 사유화하기 하여 1990년 3월 1일 ‘신

탁공사(Treuhandanstalt)7)'가 우선 설립되기도 하 다.8)그러나,1990년 3

5)법무부,독일 법률․사법통합 개 ,법무자료 제165집,1992,37면 참조.서독 법

무부는 법 통합의 제반 과정을 이행하기 한 특별조직을 설립하 으며,의회에서

도 법 동화에 한 특별 원회를 조직하여 신속한 련법 제정을 지원함으로써

입법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한다.

6)법무부, 의 책,35면 참조

7)신탁청(Trehandanstalt)이라는 용어 번역에 하여 동 기 이 국가기 이 아니며,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공법 기능을 가진 한시 기 이라는 에서 재정경제원

국유재산과,통일독일의 사유화 개과정,재정경제원,1994에서는 신탁공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그 외 신탁 리공사(박성훈,남북한의 통일에 비추어 본 독일

신탁 리공사의 역할과 의의, 외경제정책연구원,1993),신탁공사(김명 ,"동독 공

기업 민 화 정책에 한 연구:독일 신탁공사 사례를 심으로",서울 학교 박사

학 논문,1999)등이 있다.동 기 의 의사결정조직으로 이사회(Vorstand),신탁

리 원회(Verwaltungsrats)가 있고,법 제2조 제1항에는 공법기 이라 규정하고 있

는 을 감안하여 본고에서도 신탁공사라고 번역하 다.

8)신탁공사가 우선 설립되고 그 활동을 규정하는 신탁법(Treuhandgesetz)이 1990

년 6월 17일 동독내에서 통과되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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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8일 동독 최 의 자유선거 실시를 계기로 동독의 민주정부는 통합 

작업에 박차를 가하여 서독과 ’국가조약‘을 체결하 다.이로써 동독과 

서독은 정치  통일을 이룬 통일조약 체결 이 에 경제  통합을 우선 

추진하여 경제분야에서의 법률통합을 한 토 를 마련하 다.‘국가조

약’의 성격에 하여는 동독이 그 주권의 일부를 양도하고 있고 동독 헌

법개정의 효과를 가져오고 있어 헌법조약으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으로 보고 있다.9)이후 체결된 통일조약 제40조 제1항에서 ‘국가조약’에 

기한 의무는 동 조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조약’은 사  소유,효율  경쟁,가격 결정의 자유,계약의 자

유, 업활동의 자유,직업의 자유,노동․자본․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

을 동독지역에서의 경제활동의 기본원칙으로 채택하 다.즉,국가조약 

제1조 제3항은 ‘......경제통합을 통해서 특히 사유재산제와 경쟁원리에 입

각한 자유로운 가격형성과 원칙 으로 노동․자본․재화  용역의 완

한 자유이동의 원칙이 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조 제1항에서 

‘방은 자유,민주,연방,법치국가  사회  기본질서의 수용을 승인

한다. 방은 본 조약에 명시되었거나 본 조약의 실시를 한 권리를 보

장하기 해 특히 계약체결의 자유, 업의 자유,주거의 자유,직업선택

의 자유,독일화폐가 통용되는  지역에서의 이 의 자유,노동  경제

인 조건 유지  지원을 한 단체를 구성할 자유를 보장하며,본 조

약의 부속문서 Ⅸ장에 의거,민간투자자의 경작지와 토지  생산수단의 

취득을 보장한다’고 하 으며,제11조 2항 하단에서는 기업의 자유와 

련하여 ‘기업조직은 본 조약 제1조에 명시된 사회  시장경제의 원칙에 

입각하여 재화의 종류,수량,생산과정,투자,노동 계,가격  이익의 

처분에 해 기업 스스로 자유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형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통합을 제도 으로 뒷받침하기 하여 국가조약 제4조에

서는 ‘화폐․경제․사회통합에 따라 필요한 동독법의 조정은 본 조약 제

9)법무부,앞의 책(주 5),6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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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세 부 법 률

동독이 

시행할 

서독

법률

1)화폐통합 련:연방은행법,신용업법, 당은행법, 당증권법과 채무

증서에 한 법,주택 축은행에 한 법,자본투자회사에 한 법,

유가증권보호 수법,보험감독법

2)경제통합 련:경쟁제한 지법,원자력법,상법  민법 일부,유한회

사에 한 법,주식법,구매  공동경제 동조합에 한 법,유한책

임회사의 증자와 합병에 한 법,회사조직변경법,보통거래약 법,

방문 매  이와 유사한 매의 허가취소에 한 법,할부 매 

계법

2조 제1항에 명시된 기본원칙과 공동의정서10)11)에서 합의된 칙에 따른

다’고 하고 있다.이에 따라 부속서에서 동독이 시행할 서독 법률,동독

이 폐지 는 변경할 법률,동독이 신규제정해야 할 법률,서독이 개정해

야 할 법률,동독이 향후 제정을 해 노력해야 할 법률의 목록을 제공

하여 사회  시장경제질서를 구성하는 제 요소를 도입하고 있다.

<표 6>국가조약상 동서독간 법제통합

10) 원명은 “Gemeinsames Protokollüber Leitsätze zum Vertrag über die

Schaffung einer Wä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Staatsvertrag)vom 18.Mai1990”이며,이하에서는 ‘지도원칙에 한 공동의정서’

라 칭한다.

11)지도원칙에 한 공동의정서는 I.총칙 제2호에서 ‘사회주의 법치주의,사회주

의 국가질서 사회질서,국민경제의 앙통제와 계획에 의하여 수립된 목표나 목

,사회주의 법인식,사회주의 세계 ,개별 사회주민계층이나 정당의 세계 ,

사회주의 도덕 이나 이와 유사한 개념에 입각한 법률과 결을 포함한 개인이나

국가권력기구를 의무지웠던 명령은 더 이상 용되지 않는다.법률행 자의 권리와

의무는 선량한 풍속,신의성실의 원칙,부당한 우로부터 경제 약자보호의 원칙

에 구속된다’라고 하고 있다. 한,II.경제통합 제2호에서 계약의 자유를 보장한다

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는 ‘기업운 에 한 결정( 를 들어 생산,구매,인도,투자,

노동환경,가격 잉여의 처분)은 주어진 계획과 계없이 자유롭게 이루어진다’고

하 으며,제4호에서는 사기업과 국 기업․조합기업간 평등 우를,제5호에서는

가격결정의 자유를,제6호에서는 토지 그 밖의 생산수단에 한 취득,처분 는

이용의 자유를,제7호에서는 경제성의 원칙에 입각한 국유기업의 운 조속한 사

유화를 규정하고 있다.그 외 소송,경제법,노동법․사회보장법 등 개별 법분야에

한 지도원칙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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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회통합 련: 업 는 철강산업의 감독 원회와 이사회의 결정

에 참여하는 근로자 공동결정에 한 법  동 법의 세부사항과 

련된 법,공동결정법,1952 업기본법 일부,1988 업기본법,임

계약법,해고방지법

동독이 

폐지 

는 

변경할 

법률

1)화폐통합 련:동독 국가은행에 한 법(개정),외환 리법(폐지),형
법개정법의 부속문서 제5항(폐지),구 -변제채권과 련하여 제정
된 명령과 그 시행령(개정),경제통합과 배치되는 법과 출,이자지

부 축,  는 무 거래  수수료산정과 련된 법령(폐
지 는 개정)

2)경제통합 련: 외무역법과 명령(폐지),외국인이 참여하는 기업의 
설립과 활동에 한 명령(폐지),국유농업용지의 농업생산 동조합으
로의 소유권 이 과 련된 법(폐지),농업생산 동조합법 제18조(폐
지),인민소유의 콤비나트,기업,시설,자본회사로부터의 환에 
한 명령 9조(폐지),청산 련 명령은 산 련 규정으로 보완,에
지명령의 규정(폐지 는 개정),동독민법(삭제,폐지,개정,삽입),
어음법(서독과 일치),수표법(서독과 일치),국제경제계약법(‘국제’단
어 삭제,개정),사회주의 경제계약체제에 한 법  시행령(폐지),
토지  토지권리의 국가  문서화에 한 명령 일부(개정),토지거
래에 한 명령 일부(개정),민간기업의 설립과 활동  기업자본참
여에 한 법(개정),토지사용수수료에 한 명령(개정),부기와 통계
에 한 명령과 련 생 명령(폐지),선박등록령(개정),형법 의 
개정  보완(폐지,삭제,일부 용),출소자의 사회 재 응 련 법
(신규 규정 발효시까지 미 용),소송 련 법(개정)

3)사회통합 련:노동조합 권리에 한 법(폐지),노동권리보장을 
한 노동청과 기업의 임무․의무․권리에 한 명령(폐지),직업알선
기간  국가지원과 기업보상에 한 명령(폐지),분쟁 원회 규칙 일
부(노동분쟁처리시 폐지),사회보험항소 원회의 선거,임무  업무
처리에 한 동독국무회의와 독일자유노동조합 의결(폐지),사회보험
항소 원회 선거,임무  업무처리에 한 명령(폐지),동독 노동법
(개정),연 지 보장과 계산 련 명령(개정),임의추가연 보험령(개
정),단순노동자  사무직 종사자의 강제사회보험에 한 명령(개
정),국가사회보험에 한 명령(개정),의사 등  술가 강제사회보
험에 한 명령(개정),사회부조 여 련 명령(개정)

동독이 

신규제

정해야 

할 

법률

1)경제통합 련:동독 지역에 거주지나 본  는 업 을 가지지 
않은 자의 업활동개시 는 자유직업활동에 한 법, 외무역상
의 상품,용역,자본 그리고 이 거래의 자유화에 한 법,자유가격
형성  가격감시에 한 법,동독 통신국과 통신 청사이의 정보자
료 계에 한 세칙  통신 청과 여러 주 사이의 정기 정보 계
에 한 명령,서독 세무상담법  회계감사법에 상응하는 법

2)사회통합 련:고용 진법,장애인의 노동,직업,사회 응을 보장하
기 한 법,질병시 임 지 의무에 한 법,사회보험 련 법,서
독의 순연 수 에 기 한 기본연  균등화에 한 법과 기타 연
법규,노동법 련 재소의 설치와 차에 한 법,사회부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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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가 산  재정:국가 산법,재정감독을 한 감사원 설립에 한 
법,특별소비세법,증류주 독 법,소유  거래세법,소득세․근로소
득세․법인세 규정, 세법,고속도로 등 사용료 징수 규정

4)정보보호:정보보호규칙

서독이 

개정해

야 할 

법률

1)연방은행법(동독지역내 앙은행 기  설치  업무 련 규정)
2)특별신용기 에 한 규정( 당은행법, 당증권법과 채무증서에 
한 법,주택 축은행에 한 법)
3) 융업에 한 법
4)자본투자회사에 한 법
5)보험감독법
6)사회보험부문의 후속규칙
7)상법  도입에 한 법
8)동독 변호사  변리사의 서독지역에서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해 제정될 규칙

동독이 

향후 

제정 

노력할 

법률

1)환경법 련(제정 여건 조성):연방공해물질배출방지법  시행규칙,
오물법  시행규칙,유연석유법  시행규칙,화학물질법  시행규
칙,수자원 리법  시행규칙

2)경제  사회통합 련:화물운송법,여객운송법,지불불능에 한 
법,직업교육과 련하여 서독의 기본제도와 직업구조의 도입,임원

표자 원회에 한 법

*출처:국가조약 원문  번역본(김 윤 외,화폐․경제․사회통합에 한 조

약,민족통일연구원,1994.9)을 참고하여 작성

와 같은 법률 통합의 시기는 분류에 따라 달라지는데,i)동독이 

시행할 서독 법률의 경우는 국가조약 효력발생시까지 조치하며 이에 필

요한 경과규정을 두도록 하고 있고,동 조약의 효력발생 이후에는 동 범

주에 포함되는 서독법 는 그 일부가 변경될 경우 이와 련된 동독법

도 개정되는 것으로 보고,ii)동독이 폐지 는 변경할 법률의 경우는 

국가조약 시행  폐지하거나 변경할 것을 보증하며,iii)동독이 신규제

정해야 할 법률의 경우는 국가조약 효력발생 이 까지 혹은 부속문서에 

명시한 별도 시 까지 신규 제정토록 하고 있고,iv)서독이 개정해야 할 

법률의 경우는 동 조약 발효 에 일련의 법규정을 개정하거나 효력을 확

장하여 용하며,v)동독이 향후 제정을 해 노력해야 할 법률의 경우

는 그 성격상 특별한 시기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동서독간 국가조약이 1990년 5월 18일 체결되어 동년 7월 1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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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음을 감안할 때 상당히 박한 형태로 경제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음

을 알 수 있으며 이런 이유로 통합의 경제  부담은 통합 당시의 동․서

독 주민들이 나 어 질 수 밖에 없었다.서독 주민은 통합이후 엄청난 

경제  부담,소  통일비용을 떠안게 되었다.이는 세  증 ,재정 자 

확 ,공공지출의 폭 삭감으로 이어졌다.이로 인하여 서독 지역내 빈

곤층의 복지 수 은 더욱 낮아진 반면,기업의 동독지역으로의 투자유인

을 한 감세 조치로 고소득층이 혜택을 받는 모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동독 주민들 한 통합으로 인한 동독 지역경제의 속한 붕괴

로 인하여 엄청난 고통을 받았다.신탁공사(Treuhandanstalt)주도로 이

루어진 국유재산의 사유화와 속한 시장경제질서로의 이행으로 인하여 

동독 지역내 생산 감소,실업율 증가,상  빈곤의 지속을 경험하

다.12)

2.경제통합의 주요 내용

독일의 통일은 1990년 8월 31일 “독일 통일완수에 한 독일연방공

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간의 조약(Vertragzwischender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die

HerstellungderEinheitDeutschlands(Einigungsvertrag),이하 ‘통일조

약’)”이 체결되고 동년 10월 3일 통일조약이 발효됨으로써 법 으로 완

성되었다.통일조약은 동독의 각 주가 서독연방공화국의 일부로 편입되

는 것에 한 제반 규정들이 주된 내용을 이루는데, 문과 45개의 조항,

의정서와 3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부속서 Ⅰ은 구동독지역에 

한 서독연방법률의 확 용에 한 특별규정을 주로 하고,부속서 Ⅱ는 

구동독 법률의 효력지속에 한 특별규정들이며,부속서 Ⅲ은 미해결재

산문제에 한 공동성명이다.

국가조약 체결을 통하여 1차 으로 법제 통합을 추진한 동독과 서독

12)임채완 등,분단과 통합-외국의 경험 사례와 남북한,한울아카데미,2006,

117-1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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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세 부 내 용

기본법

-일부 개정 후 용
-기본법 규정 다수의 효력을 유 하는 경과규정(기본법 제143조)있음
-기본법 131조의 잠정 용배제(통일조약 제6조)
-재정헌법 규정(통일조약 제7조)

동독 

지역에 

확 용

되는

서독 

연방법률

1)연방법의 과도기 용:통일조약상 별도 제한이 없는 한,특히 부
록I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통합과 동시에 연방법 용
-각 부처 소 사항별로 i)연방법 시행시 용 제외되는 법규정,
ii)폐지․개정 는 보충되는 연방법규정,iii)일정 조건에 따라 
효력을 발생하는 연방법규정으로 구분

2)서독의 조약:부록I 외조약을 제외하고 용.개별  조정이 필
요한 경우 상 국과 의
-서독이 체결한 조약  동독 지역에 용되지 않는 조약을 열거
-직 으로 경제 통합과 련된 조약은 없으므로 경제 련 서독 
조약이 동독지역에도 용됨

효력이

지속되는 

구동독

1)동독법의 지속 용
-각 부처 소 사항별로 i)연방법 시행시에도 효력을 유지하는 동
독법,ii)폐지․개정 는 보충되는 동독법규정,iii)일정 조건에 
따라 효력을 발생하는 동독법규정으로 구분

은 통일조약에서 조  더 상세하고 세 한 법제 통합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소  흡수통일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서 기본법 규정  일부 개정 

후 용되는 규정,경과규정을 통하여 효력이 유 되는 다수의 규정,재

정헌법 련 규정 등을 통일조약에 포함시켰으며,통일 이후 동독 지역

에 확 용되는 연방법,효력이 지속되는 구동독법률,유럽공동체(EC)법

의 범주로 나 어 법제 통합을 시도하 다.통일조약은 그 내용이 부

분 일반법률  내용이지만 부분 으로 기본법 개정 내용도 포함하고 있

으므로 ‘헌법조약(Verfassungsvertrag)’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13)

<표 7>통일조약상 동서독간 법제통합

13)법무부,앞의 책(주 5),67,70-71면 참조.이러한 독일통일조약의 헌법조약 성

격으로 인하여 국제조약의 형태로 헌법개정을 하는 것이 헌법상 가능한지 여부가

논의되어 8명의 하원의원이 차상 헌론을 주장하며 연방헌법재 소에 기 쟁송

의 소를 제기하 으나,연방헌법재 소는 1990년 9월 18일 동 청구를 기각하 는데,

재통일요청의 실 을 하여 헌법기 들에게 범 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는

것이 그 이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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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동독의 조약:조약체결당사자들과 논의를 거쳐 계속 유효,조정 
는 효력상실여부를 결정․확인
-동독 지역에서 계속 유효한 조약 열거
-직 으로 경제통합 련 조약은 없으므로 경제 련 동독 조약
은 실효

EC법

-개정․보충사항을 포함한 EC에 한 조약들  동 조약과 함께 시
행되는 국제 정,조약과 결들은 동독의 편입과 동시에 동독지
역에 유효함
-EC에 한 조약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률은 EC의 해당기구에서 
외규정을 제정하지 않는 한 동독지역에도 용
-각 주의 소 으로 집행․시행되는 EC법령은 주 법규정에 따라 집
행․시행

*출처:통일조약 원문  번역본(김 윤 편,독일 통일조약 비 법률,민족통

일연구원,1993.10)을 참고하여 작성

통일조약 제3조에 따르면 기본법은 동독 주들의 독일연방공화국 편

입발표와 동시에 1990년 10월 3일부로 동독에 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기본법14)제143조에 경과규정을 두었는데 제1항은 ‘상이한 여건으

로 인하여 기본법질서를 기 으로 한 완 한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통일조약 제3조에 열거한 동독지역의 법에 해서 늦어도 1992년 12월 

31일까지 기본법의 효력을 유 할 수 있다.그러나,기본법 제19조 제2항

에 반해서는 안 되며, 한 기본법 제79조 제3항에 명시된 기본원칙에 

합치되어야 한다’고 규정15)하고 있고,제2항은 ‘제2장,제8장,제8a장,제

9장,제10장과 제11장은 1995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유 한다’고 하

고16),제3항은 ‘상기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일조약 제3조에 명시

된 역(동독지역)에서의 재산권침해에 한 원상회복의 가능성을 배제

하는 동 조약(통일조약)제41조와 그 시행규정들은 유효하다’고 규정17)하

14)본 고의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번역문은 심익섭,M.치맥 공편,독일연방공화

국 60년,오름,2009부록1을 참조하 다.

15)제19조 제2항 “기본권의 본질 내용은 어떤 경우에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제79조 제3항 “연방을 각 주로 편성하는 입법에 있어서 주의 원칙 인 력 는

제1조와 제20조에 규정된 원칙들에 되는 기본법 개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16)제2장 연방과 주,제8장 연방법의 집행과 연방행정,제8a장 공동과제,제9장 사

법,제10장 재정제도,제11장 경과 종결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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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가.재화의 자유로운 이동

통일 에도 동서독은 내독거래의 국제법  근거로 제시18)되는 포츠

담 정 제Ⅲ부(독일)B.(경제원칙)제14항에 기 하여 1951년 9월 20일 

서독의 내국교역신탁소(TreuhandstellefürdenInterzonenhandel)와 동

독 외교역부간에 체결한 “서독마르크 사용지역과 동독마르크 사용지역

간의 통상에 한 정”(이하 ‘베를린 정’)에 의하여 내독간 거래를 규

율하 다.19)베를린 정에 따라 추진된 내독간 거래는 EC 설립시에도 

용되었으며,특히 EC비회원국이 EC시장에 농산품을 수출하는 경우 

용되는 ‘가변수입부과 (Abschöpfungspflicht)’이 동독의 농산물에는 용

되지 않았다.20)

베를린 정 이후 내독 거래량이 1950년 7억4,500만DM에서 1989년 

153억6백만 DM에 이르 으며,교역구조 한 서독이 주로 기 자재  

생산재,투자재를 반출하고 동독도 소비재 등을 상당부분 반출하는 구조

로 어느 정도 보완 인 교환구조를 이루고 있었고,서독 기업이 동독의 

17)통일조약 제41조는 재산문제에 한 규정으로서 ‘미해결의 재산문제 해결에

한 공동성명’이 주된 내용을 이룬다.다만 제41조 제2항에서 기업체 설립에 기여하

는 투자의 시행이 특정투자목 이 있어 국민경제 차원에서 특히 노동력을 확보하

고 창출하는데 필요하다고 단될 때에는 특별법규정에 따라 소유권 반환이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18)이에 하여는 이장희 외,“동서독내독거래의 법 토 가 남북한 민족내부거래

에 주는 시사 ”,국제법학회논총 제38권 제2호, 한국제법학회,1993.12,102-105면

참조

19)제성호,남북경제교류의 법 문제,집문당,2003,44-45면 참조.동독은 서독

교역을 국제무역으로 처리했으나,서독은 내부거래로 간주했다.

20)황병덕,분단국 경제교류․ 력 비교연구,민족통일연구원,1998,23면 참조.가

변수입부과 은 EC비회원국의 농산품이 EC시장으로 수입될 때 농산품가격이 국내

시장가격보다 낮을 때 그 차액을 부과 으로 부과하는 제도를 말함.원문에서는

Abschöpfungspflicht를 ‘상계 세의무’로 번역하 으나,여기서는 ‘가변수입부과 ’으

로 번역하 다(상세는 배종하 외, 장에서 본 농업통상 이야기,지니릴 이션,2006,

3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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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 화학공업 등에 직 투자 는 공동생산을 추진하고 있었다.

한 서독주민의 동독 방문시 일정량의 DM을 1:1비율로 동독 마르크와 

강제교환하기도 하 다.21)

나.용역의 자유로운 제공

국가조약 제1조 제3항은 ‘......경제통합을 통해서......경쟁원리에 입각

한 자유로운 가격형성과 원칙 으로 노동․자본․재화  용역의 완 한 

자유이동의 원칙이 용된다’고 규정하 다. 한,동 조약 제2조 제1항

에서 ‘......방은 본 조약에 명시되었거나 본 조약의 실시를 한 권리를 

보장하기 해 특히 계약체결의 자유, 업의 자유,주거의 자유,직업선

택의 자유,독일화폐가 통용되는  지역에서의 이 의 자유,노동  경

제 인 조건 유지  지원을 한 단체를 구성할 자유를 보장하며,본 

조약의 부속문서 Ⅸ장에 의거,민간투자자의 경작지와 토지  생산수단

의 취득을 보장한다’고 하여 용역의 4가지 공  방식에 있어 원칙 으로 

제한을 없앴다.

이에 더하여 통일조약 제10조에서 개정․보충사항을 포함한 유럽공

동체(EC)에 한 조약들  동 조약과 함께 시행되는 국제 정,조약과 

결들이 동독의 편입과 동시에 동독지역에 유효하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당시 유럽공동체에 용되던 ‘단일유럽의정서(SingleEuropean Act)'에 

의하여 보충된 유럽경제공동체설립조약(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EconomicCommunity)제8a조22)도 용이 되는 것이다.

21)독일 경제사회통합 연구를 한 단기조사단,앞의 책(주 2),42-43면 참조;이

외에도 동서독간 경제교역 추세에 하여는 김철수,독일 통일의 정치와 헌법,박

사,2004,216-222면 참조

22)원문은 “Theinternalmarketshallcompriseanareawithoutinternalfrontiers

inwhichthefreemovementofgoods,persons,servicesandcapitalisensuredin

accordancewiththeprovisionsofthisTreaty(내부 시장은 그 안에서 재화,인력,

용역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보장되는 내부경계가 없는

지역으로 구성된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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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동서독간 거래의 기본 청산단 로 'VE(Verrechnungseinheit;청산통

일)'가 사용되었으며,이는 앙은행의 청산계좌를 통하여 결제되도록 제

도화되었다.23)서독마르크는 유로화로 통합되기 에도 국제 으로 통용

되는 기축통화 의 하나 는데,이러한 이 양 독일간 청산결제에 

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동서독은 국가조약 제1조 제2항에 따라 1990년 7월 1일부로 서독마

르크가 공통으로 통용되는 단일 통화권역으로서의 화폐통합을 이룩하

다.서독연방은행이 이 통화지역의 앙은행으로서 통화은행  발권은

행이 되고,동독마르크로 표시된 채권․채무는 동 조약이 정하는 기 에 

따라 서독마르크 표시로 체되었는데,서독연방은행은 베를린에 임시사

무소를 설치하고 동독 앙은행 지 이 있던 곳에 15개의 지역사무소를 

설치하여 이러한 통화 단일화작업을 추진해 나갔다.

국가조약 제10조에는 화폐통합의 조건과 원칙이 규정되어 있는데,

방간의 화폐통합으로 서독마르크가 화폐통용 지역에서 지 수단,결

제수단,가치보 수단의 기능을 가지게 되고, 방은 화폐가치의 안정을 

보장하여 독일 지역에서 인 이션을 유발시키지 않는 동시에 동독에

서의 기업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통화교환방식을 채택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하지만 동서독 통화의 교환비율은 임 ․ 여․장학 ․연 ․집

세․지  그리고 기타 정기 인 지 에 하여는 1:1의 등가교환을 이

루도록 하고,일정 한도액24)을 넘는 동독마르크 표시 채권․채무는 원칙

으로 동독마르크와 서독마르크의 교환비율을 2:1로 용함으로써 동독 

지역내 물가상승  임 상승으로 인한 경쟁력 상실을 래하 다.동독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의 동독내 에 해서도 규정을 두어 1989

년 12월 31일 이 의 탁 에 하여는 2:1,1990년 1월 1일 이후의 

23)황병덕,앞의 책(주 20),19-23면

24)1976년 이후 출생한 자 1인당 2천 마르크까지,1931년 7월 2일부터 1976년 사이

출생한 자 1인당 4천 마르크까지,1931년 7월 2일 이 출생한 자 1인당 6천 마르크

까지이다(국가조약 부속서 I화폐통합과 통화 환에 한 규정 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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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 에 하여는 3:1의 교환비율을 용하 다.

한,국가조약은 화폐통합이 융정책과 하게 련되어 있는 

을 고려하여 제10조 제4항에서 '통화정책은 동독지역에 시장경제 인 

융신용제도의 정착을 제로 한다.이와 같은 시장경제  융신용제

도는 민간은행과 공공은행들이 서로 경쟁 계를 이루면서 활동할 수 있

는 은행제도의 확립과 자유 융시장과 자본시장이 조성되고 융시장에

서의 자유 리가 형성됨으로써 성립된다'라고 융시장에서의 업의 자

유 등에 하여 규정하 다.

이외에도 지도원칙에 한 공동의정서에서 동독지역에서 융시장이 

제 로 형성되지 않고 그 기능을 발휘하지도 못한 을 감안하여 'II.경

제법'제1호에서 토지 당권을 설정토록 하고,제2호에서 이자율을 자율

화시키고 유가증권(주식  채권)을 유통시켜 자본시장이 존재할 수 있

는 여건을 조성하며,제4호에서 보험독 을 폐지하고 제5호에서 지불거

래와 련된 행 장애 요인들을 제거토록 하 다.서독 연방은행은 통

화가치 안정을 하여 동독 정부의 산 자를 엄격히 제한하 으며,모

든 형태의 차입에 하여 서독정부와 직 인 의를 거치도록 하

다.25)

한 동독은 국가조약 부속문서 I화폐통합과 통화 환에 한 규정

(Bestimmungen über die Währungsunion und über die

Währungsumstellung)제7조 제3항에 의거하여 국가조약 발효 후 3개월 

이내에 서독의 회계 계법을 기 로 “DM 차 조표법(Gesetzüberdie

EröffnungsbilanzinDeutscherMarkunddieKapitalneufestsetzung)”을 

제정하기로 하 다가26)통일조약에서 DM 차 조표법이 통일조약의 발

효와 함께 유효하다고 함으로써 형벌규정을 제외하고는 1990년 7월 1일

부터 소 용하 다.27)우리 상법 제30조 제2항에 의거하여 상인이 

25)김 윤,앞의 책(주 4),130면 참조

26)신 윤,“남북한 경제법제의 동화에 따른 법 갈등과 문제 ”,통일연구 제5권

제1호,연세 통일연구원,2001,68면 참조

27)‘통일조약 부록 II제3장 연방법무장 업무 역(Sachgebiet)D:상법과 회사법,

보험계약법(Handels- und Gesellschaftsrecht,Versicherungsvertragsrecht)제1

(AbschnittI)’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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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동독→서독

(A)

서독→동독

(B)

순유출

(A-B)

동독지역인구 비 

순유출 비 (%)

1989 388,396 5,135 383,261 2.33

1990 395,343 36,217 359,126 2.24

1991 249,743 80,267 169,476 1.07

1992 199,170 111,345 87,825 0.56

1993 172,386 119,100 53,286 0.34

1994 163,034 135,774 27,260 0.18

1995 168,336 143,063 25,273 0.16

1996 166,007 151,973 14,034 0.09

1997 167,789 157,348 10,441 0.07

1998 182,478 151,750 30,728 0.20

업을 개시한 때나 회사가 성립한 때 개시 차 조표를 작성하듯이 DM

차 조표법은 1990년 7월 1일자로 동독에 본 을 두고 있는 상인으로

서 독일상법 에 의하여 경리책임을 의무화하고 있는 기업은 독일마르크

로 개시 차 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동법 제1조)28)고 규정하 다.

라.인력 이동의 자유

통일 이후 동서독간 노동력의 이동을 알 수 있는 동서독간 이주 추

이를 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8>동․서독간 이주 추이

(단 :명)

*자료:김창권,“독일 통일 이후 구동독지역 인구이동  인구변화와 한반도 

통일에 주는 정책  시사 ”,경상논총 제28권 제1호,한독경상학회,2010,35

면에서 인용

인력교류에 있어 1971년 12월 17일 “독일연방공화국과 서베를린 간

28)DM 차 조표법의 상세 내용에 해서는 법무부,앞의 책(주 5),177-188면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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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민간인  물자의 통행에 한 독일연방공화국정부와 독일민주공화국

정부간의 정(AbkommenzwischenderRegierungder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Regi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den Transitverkehrvon zivilPersonen und Güter

zwischenderBundesrepublikDeutschlandundBerlin(West)”이 우리

에게 참고가 될 수 있다.다만 동 정은 서독과 서베를린만을 연결하는 

한계는 있었지만 서독민에게 통과의 자유를 법 으로 보장함으로써 동서

독간 자유로운 인  교류의 기틀을 잡았다는 평가이다.29)

통일 이후 기본법 제정시 독일은 제117조에서 쟁직후의 주택난을 

고려하여 기본법 제11조의 이주의 자유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연방법으로 

이를 폐지할 때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여 법  안정성 내지 

사회  평화를 이유로 헌법에 된 법률의 한시  효력을 인정30)하

음은 참고할 만하다.

마.토지 거래제도의 통일

통일 독일은 국가조약과 통일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동독에 용되는 

토지거래제도를 과거 서독에 용되던 토지거래 제도로 통일시켰다.국

가조약에서 동독이 폐지 는 변경할 법률로 국유농업용지의 농업생산

동조합으로의 소유권 이 과 련된 법(폐지),동독 민법(삭제,개정,삽

입 등),토지  토지권리의 국가  문서화에 한 명령 일부(개정),토지

거래에 한 명령 일부(개정),토지사용수수료에 한 명령(개정)등을 

열거하고 있었다.다만,이 과정에서 거래 기반으로서 등기소의 빠른 회

복31)이 큰 이슈 으며,미해결 재산권의 처리 한 분단국 특수문제로서 

등장하여 ‘미해결의 재산문제 해결에 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동 문

29)제성호,남북한 계론,집문당,2010,,497면;이장희 “동서독 통행 정에 한 연

구”,통일문제연구 제2권 제1호,1990,252-277면 참조

30)법무부,앞의 책(주 5),41면 참조

31)Ossenbühl.,F.,강태수 역,“통일된 독일의 문제와 과제로서의 법질서 통합”,공

법연구 제22집 제1호,1994,10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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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 처하 다.

3.경제통합의 발 조건 구축

가.국유재산의 사유화

통일 당시 동독의 농업은 타 공산주의권 국가와 마찬가지로 동농

장과 국 농장이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체 경지면  617만ha 에서 

89.8%인 554만ha를 동농장과 국 농장에서 경작하고 있었다.32)

독일은 동독 정부 수립(1949.10.9)이후의 미해결재산문제에 하여 

원상회복주의원칙을 채택함으로써 구동독지역에 한 투자시 그러한 원

칙이 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 다.특히 막 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

되는 행정불복 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그러한 재산이 방치되고 통일로 

열린 기회의 창을 제 로 활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이에 따라 독

일내부에서 동 원칙의 수정과 련한 많은 논의가 개된 끝에 통일조약

상의 원상회복주의 원칙은 유지하되 구동독지역 투자 진을 하여 범

한 외를 두기로 하 다.33)이러한 정부의 입장은 1991년 3월 22일 

“기업의 사유화에 있어서 장애의 제거와 투자 진을 한 법률(Das

GesetzzurBeseitigungvonHemmnissenbeiderPrivatisierungvon

UnternehmenundzurFörderungvonInvestitionen)”로 구체화되었지만 

이 한 구동독지역 경제회복에 미흡하여 1992년 7월 14일 제2차 재산법 

개정 법률(GesetzzurÄnderungdesVermögensgesetzesundanderer

Vorschriften)을 제정하여 투자우선규정을 단일법에 모아 명확하게 하고 

재산법의 용을 손쉽게 하며,물권법의 일부를 개정하 다.34)

32)임홍배․송태수․정병기,기 자료로 본 독일 통일 20년,서울 학교 출 문화

원,2011.11,145-146면 참조

33)법무부,앞의 책(주 5),589-590면 참조.부동산의 경우는 타 투자자가 고용창출

는 주택문제 해결에 기여하거나 사회간 자본시설 확충에 참여할 때에는 원소유

권의 반환청구는 철회되고 보상만이 가능해졌다.

34)두 법의 상세 내용은 법무부, 의 책,541-55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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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역에서 구조조정을 진하고 이를 지원하기 하여서는 

1990년 6월 29일의 “농업조정법(GesetzüberdiestrukturelleAnpassung

derLandwirtschafandiesozialeundökologischeMarktwirtschaftin

derDeutschenDemokratischenRepublik)”과 1990년 7월 6일의 “농업

진법(GesetzzurFörderung deragrarstrukturellen und agrarsozialen

Anpassung der Landwirtschaft der DDR an die soziale

Marktwirtschaft)”이 제정되었는데 동 법에서는 동농장

(LandwirtschaftlicheProduktionsgenossenschaft,LPG)을 1992년 1월 1일

부터 등기된 농업 동조합으로 환토록 하 다.농지․산지의 사유화는 

신탁공사의 자회사인 ‘토지매각 리회사(Bodenverwertungs- und

-verwaltungsGmbH;BVVG)’가 담당하 다35).사유화과정에서 농지  

임야의 매매가격은 1935년 단 가격(임야는 농지의 반 정도)의 세 배

를 원칙으로 하 다.매입규모도 제한을 두어 일반인은 평균 50헥타아르,

법인은 평균 135헥타아르 정도를 취득할 수 있었다.36)

통일  동독정부는 기업창설에 한 1989.12.12일자 법률과 노동조합

의 권리에 한 1990.3.6일자 법률을 통하여 생산주체에 한 개 을 시

작하 고,국가조약에 따라 1990년 6월 17일 “동독헌법의 개정과 보충에 

한 법률(GesetzzurÄnderungundErgänzungderVerfassungder

DeutschenDemokratischenRepublik)”로 통일 에 이미 체제 환을 

시도하 는데,동 법률에서는 기업부문에서 자유민주  기본질서,재산권

의 보장,경제  활동의 자유,결사의 자유 등을 규정하 다.37)

통일 독일의 국유재산 사유화는 ‘국유재산의 사유화  재편에 한 

법률(GesetzzurPrivatisierung und Reorganisation desvolkseigenen

Vermögensvom 17.6.1990,이하 ’신탁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신탁공사

(Treuhandanstalt:THA)에 의하여 진행되었다.공산주의하에서 동독은 

35)농업조정법에 해서는 신종갑,사회주의 국가의 토지사유화와 통일한국의 토지

문제 연구,한국토지공사,1998.3,143면,161-162면 참조,농지․산지의 사유화는

310면 이하 참조

36)통일부,독일통일총서 4-구동독지역 인 라 재건 분야 련 정책문서,2013.12,

39면

37)법무부,앞의 책(주 5),61-6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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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재산을 국유재산의 형태로 리하고 있었으며,이에는 학교,병

원 등 주요 사회서비스 부시설도 포함되어 있었다.이러한 이유로 인

하여 국유재산 사유화 과정은 사실상 체 체제 환 과정과 연결되어 있

었다고 할 수 있으며,단순한 경제  환과정이 아닌 사회문화  환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38)

통일독일에서의 국 기업 사유화 과정을 상세히 살펴보면 1990년 10

월부터 시작되어 1994년 12월 신탁공사가 해체될 때까지 4년 이상 진행

되었다.39)당  6,000억DM(1990.12.31일 기  약 287.6조)의 매각 을 

목표로 하 으나 500억DM의 매각 과 2,750억DM라는 부채만을 남기

고 사실상의 실패로 매듭지어졌다.1990년 3월 1일 모드로우 정권하에서 

출범할 당시 (구)신탁공사는 국 기업을 유지하는 제 하에 주식회사 

는 유한회사로 환하는 것을 목 으로 하 는데,1990년 6월 17일 제

정된 ‘신탁법’하에서 동 기 은 사유화를 추구하는 기구로서 변모하게 

되었고,통일조약 제25조에서도 ‘연방 직속 공법기 ’으로 자리매김하

다.40)한편,철도나 우편 같은 특수분야는 특별재산으로 취 하여 별도의 

과정에 의하여 처리하 다.

출범 기 신탁공사 본부의 업무분장은 기능별로 이루어져 이사회의 

업무분장도 출자,사유화,기업회생/정리,특별재산/ 리,재 융/부동

산,지소담당,재무,인사 등으로 나 어져 있었다.하지만 이러한 기능  

분류의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1991.1.1자로 기업군과 산업군별 편제로 바

꾸는 개편안을 시행하 으며,권한과 책임,업무귀속문제를 명확히 하

다.41)국가조약 체결 이  동독의 부분의 국 기업들은 약 150개의 콤

38)1990년 10월 수퍼마켓,음식 ,호텔 등 국 상 에 한 사유화를 담하기

하여 신탁공사의 100% 자회사인 ‘상업사유화회사(GesellschaftzurPrivatisierung

desHandels;GPH)’가 설립되었고,1991년 3월에는 각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매

각,국가공안부․구동독군 ․정당․사회단체가 소유했던 토지․건물 등의 처리를

하여 ‘신탁공사 부동산회사(TreuhandLiegenschaftsgesellschaftmbH;TLG)가 설

립되었다.상세 내용은 신종갑,앞의 책(주 35),279-309면 참조

39)양운철,북한 경제체제 이행의 비교연구,한울아카데미,2006,114-115면

40)신우철,‘체제 환’과 국가:독일통일․ 국개 의 비교헌법론, 남 학교출 부,

2003,84-86면 참조

41)재정경제원 국유재산과,앞의 책(주 7),38-3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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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별 신 탁 기 업

1군
업이 안정 인 기업

-회생조치가 필요없으므로 사유화 지속 추진

2군
연내에 안정권에 진입할 수 있는 기업

-갱생조치가 필요없으므로 사유화 지속 추진

3군 기업계획이 성공 으로 보이는 경우

3-1
확실하게 인수할 기업이 있을 경우

(인수기업이 없을 경우에는 5 는 6군으로 재분류)

3-1-1
약간의 유동성이 필요한 기업

(일정 시 에서 인수기업 물색 필요)

3-1-2
유동성이 많이 필요한 기업

(단기간내 인수기업 물색 필요)

3-2
인수기업은 없으나 기업계획이 성공 으로 작성된 경우

(사유화 지속 추진)

4군
회생능력은 있는 것 같으나 회생계획이 구체화되지 않고 탁월하지 않은 

경우 (제2의 회생계획을 작성하여야 함)

4-1 체기업을 구제할 방안이 있는 경우

4-2 기업의 요부문만이라도 구제할 수 있는 경우

5군 회생능력이 의문시되는 경우(기업진단 필요)

6군 회생능력이 없는 기업( 산 는 청산  양자 택일 필요)

6-1 청산 상기업

6-2 완  경매 차 진행 상 기업

비나트(기업복합체,Kombinat)에 소속되어 있었는데,콤비나트는 규모의 

경제효과를 극 화하고 앙계획당국에 의해 채택된 생산계획을 보다 효

율 으로 달성하고 산업간 조정을 원활히 하기 하여 형성된 산업조직

으로 각 콤비나트에는 1명의 최고경 자가 있어 그에 의하여 운 되는 

고도의 앙집 형 생산체제 다.42)

아래 표에서는 신탁공사가 사용하 던 신탁 기업의 분류기 을 보여

주고 있다.동 표에서 1-4군에 소속된 기업들은 사유화 차를 진행할 

수 있는 기업이고,5-6군의 기업들은 청산 차를 밟아야 하는 기업들이

라는 에서 신탁기업의 분류기 은 사유화 상기업의 분류 기 에 다름 

아니다.43)

<표 9>신탁기업의 기업회생능력별 분류

*출처:신탁공사-Handbuch-업무편람  실무 차.재정경제원 국유재산과,통

일독일의 사유화 개과정,재정경제원,1994,89면에서 재인용

42)독일 경제사회통합 연구를 한 단기조사단,앞의 책(주 2),259면 참조

43)재정경제원 국유재산과,앞의 책(주 7),14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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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독의 국 기업은 신탁 리법에 따른 ‘법정조직 환’방식에 의하

여 물 회사로 환되었는데,법정조직 환 방식은 ‘법률규정에 의하여’

일 으로 인민콤비나트 등의 국 기업이 주식회사 는 유한회사로 

환되고 회사로서의 실체는 사후에 추완되는 방식이었는데,이러한 방식

에서는 설립추완 의 회사의 실체형성 문제와 법정조직 환의 경직성 문

제가 발생하 다.44)

1988년 동독의 총가구수는 약7백만 가구 으며,건물수명,주거시설,

주거면 을 고려한 주거환경은 서독에 비하여 열악하 다.동독에는 서

독보다 낡고 오래된 집이 많았으며,건물내 목욕탕이나 샤워시설,화장실

이 제 로 갖춰져 있지 못한 집도 20-30%에 달했다.45)통일 이후 1995년

까지 56만호의 주택이 원소유주들에게 반환되었고 38만호가 개인에게 매

각되었는데,조합주택은 약77.5%를 세입자가 매수한 반면 지자체소유의 

공공주택은 29.6%만 세입자가 매수하 다.46)통일 이  서독은 민간

주․시장기능 주의 주택정책을 폈는데,국가조약 제26조에서 향후 ‘주

택건설을 한 정부차입은 존하는 유형자산을 담보로 개별사업에 배정

된다’는 방향과 주택․교통․에 지 부문의 보조  감축을 규정하고 있

다.서독정부는 임 주택 건설업자에 한 세제지원,국민주택건설보조  

지원,주거보조비 지원에 의한 임 료 완화 등의 정책을 사용해 왔는데,

이는 규모의 변화는 있더라도 동독에도 용될 수 있었다.47)하지만 동

독의 임 료가 서독지역에 비하여 상당히 렴하므로 이를 소득수 에 

맞게 인상하여야 하는 과제가 있었다.

44)김익성,“구동독 국 기업의 회사 환에 한 법 연구”,서울 학교 박사학

논문,2013,1-7면 참조.동 논문은 구동독 경제체제 환과정에서 국 기업의 회사

환에 한 법 연구로서 기존의 연구들이 기업지분의 배분방식 경제 효과

를 주로 분석한 반면 국 기업의 회사 환 문제에 심을 두고 있다.

45)독일 경제사회통합 연구를 한 단기조사단,앞의 책(주 2),203-206면 참조

46)주택조합(Genossenschaft)과 (건설)자본회사(Kapitalgesellschaft)가 보유한 주택

3,235,850호의 16.6%인 537,910호가 원소유자에게 반환되었는데,이 조합주택은 7

천여호에 불과했다고 한다.통일부,앞의 책(주 36),38면 주 32,39면 참조

47)독일 경제사회통합 연구를 한 단기조사단, 의 책,32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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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유화를 하여 동독시 인 1990년 7월 22일 국가소유 주택

리기업을 주택건설회사로 환하기 하여 동독은 ‘인민소유 주택 리기

업을 공익주택건설회사로 환하고 토지소유권을 주택조합에 양도하기 

한 법(Gesetz über die Umwandlung volkseigener

Wohnungswirtschafts- betriebe in gemeinnützige

WohnungsbaugesellschaftenundzurÜbertragungdesGrundeigentums

andieWohnungsgenossenschaften)’을 제정하 다. 한 통일 후 1993년 

6월 23일에는 독일은 ‘구채무지원법(GesetzüberAltschuldenhilfenfür

Kommunale Wohnungsunternehmen,Wohnungsgenossenschaften und

private Vermieter in dem in Artikel 3 des Einigungsvertrages

genanntenGebiet)’을 제정하여 임차인을 한 사유화와 개인 주거소유

권의 형성을 도모하 다.

나.사회  기본권의 보장

통일 이  서독의 복지 제도는 일반 으로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

복지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사회보험은 연 보험․실업보험․산재

보험․질병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었다.우리와 마찬가지로 공공 부조는 

최  소득자를 지원하는 제도이고 사회복지 서비스는 가족․장애인․청

년․고령자․여성 등 특정 집단을 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사회

보험은 가입자의 보험료로 재원이 마련되고 수 액은 가입기간과 납부액

에 따라 차별 으로 결정되며,부조는 생계능력이 없는 자에게 자산 조

사를 거쳐 조세를 재원으로 하여 지방정부가 할하여 운 하 다.48)

동독의 경우 1949년부터 1960년  반까지 인간소외와 착취가 제거

된 사회주의에서 사회정책이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사회정책을 실시하지 

않았다.그러다가 1971년 호네커 집권 이후 사회정책의 틀을 갖추기 시

작하 으며,사회정책의 다섯 가지 축으로 ① 노동권(완 고용 보장을 

내용으로 함),② 일원  사회보험(노령․질병․실업 등에 처하는 조치

48)황규성,통일 독일의 사회정책과 복지국가,후마니타스,2011,25-2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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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나로 묶은 통일  사회보험 체제),③ 재생산 역의 사회정책(가족 

 여성 정책,주택정책),④ 기업 차원의 사회정책(노동권 실 ),⑤ 특

권층의 부가 규정  특별규정을 들고 있다.49)동독 사회보험 제도의 가

장 큰 특징은 일원  사회보험체제인데,보험료는 가입 상자별로 다르

게 설정되었으며 기본 보험료 납부 상 소득은 월 600마르크로 한정되

었고,이를 과하는 경우는 임의 추가 보험제도와 특권층에게 용되는 

보충  특별 부양 제도가 있었다.통일 당시 보충  특별연  수 자

는 약35만 명에 달했고,인구의 약 10%인 160만명이 수 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하지만 동독 연 제도 아래 연  수 액이 매우 낮아 

다수의 연  수 자가 일자리를 찾아 나설 수 밖에 없었다.50)

동․서독간 사회보장제도의 통합은 2단계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는

데,우선 동독의 사회보장제도를 서독과 동일한 체계로 환하 으며,그 

후 이를 서독과 최종 으로 통합하 다.1990년 7월 정식으로 동독 ‘통합

사회보장제도’가 공공 산으로부터 분리됨으로써 개별 사회보험제도들은 

수입과 지출에 하여 각각 독립된 계정을 갖게 되었으나,완 한 통합

이 이루어진 1992년 1월 1일까지는 연 보험과 의료보험의 수입․지출은 

동서독 지역을 구분하여 별도 계산되었다.51)

이러한 사회보장제도의 통합은 한마디로 ‘서독 사회보장제도의 동독 

이식 후 통합’이었는데,이러한 통합 이후 동독지역의 기업이 산함으

로써 실업자 수를 증가시키고 이로 인한 서독정부의 부담이 증가하면서 

본래 의도하 던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 다.

국가조약 제18조에서는 사회보험 통합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① 연 ․의료․산재․실업보험은 국가의 법률  감독하에 공공법상의 

각 자치행정기 을 통해 실시하며,보험료 징수를 통해 그 재정이 충당

되도록 하기 하여 연 ․의료․실업보험의 보험료는 서독의 보험료 분

담기 에 해 사용자와 노동자가 원칙 으로 각각 반반씩 부담하며 산

재보험은 사용자가 액 부담한다. 한,임 체 부는 피보험자로부터 

49)황규성,앞의 책(주 48),57면 참조

50)황규성, 의 책,61면 참조

51)김 윤,앞의 책(주 4),130-14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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갹출되는 보험료 수 에 맞추어 지 된다.② 연 ․의료․산재보험의 

업무는 공동 운 기 에 의하여 실시하되 가능한 한 1991년 1월 1일까지 

각각 독자 인 운 체를 설립한다.③ 과도기 동안 동독은 기존의 포

 사회보장에 한 보험료 납입의무제도를 유지할 수 있다.④ 1990년 

7월 1일 이  최종 근로소득 정산기간 동안의 임 소득이 근로소득 과세

에 한 1990년 12월 22일 명령 제10조에 명시하고 있는 특별과세기 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소득자는 1990년 12월 31일까지 월 액수에 따라 일

정액의 연 보험료 보조 을 지 받는다.

국가조약 제20조 제3항에서는 연 보험 가입자의 보험 여를 서독마

르크로 환․책정할 때 그 기 은 평균 국민소득 수 의 수입을 가진 

근로자가 45년 동안 근무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후 받는 과세 후 연 액

이 동독 노동자 체평균수입의 70%가 되는 수 으로 확정한다고 규정

하 다.그 외 제20조 제1항,제21조 제1항,제23조 제1항,제24조 등에 

의하여 동독의 연 보험,의료보험,산재보험,사회부조제도 등을 서독의 

그것과 일치시키기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다. 외무역과 외국인투자의 개방

독일은 1990년 10월 22일자로 GATT52)에 서한을 보내 양 독일이 병

합통일되어 하나의 주권국가를 이루었으며,향후 ‘Germany’라는 명칭으

로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하 다.이로써 통일 이  서독만이 체약당사

자 던 GATT 정이 동독지역에도 확  용되게 되었다.특기할 것은 

서독은 1951년 토르키의정서에 의하여 GATT 정에 가입하면서 내독거

래(Intra-german trade)의 특수성을 인정받아 내독거래를 최혜국 우의 

외로 인정받았다는 이다.53) 한,서독은 경제 력개발기구의 창립회

원국으로서 1961년 9월부터 참여해 왔으며,통일 이후에는 동독에도 경

제 력개발기구의 자본이동자유화규약이 확  용되었다.

52) GATT, "German Unification: Communication from Germany", L/6747,

1990.10.22

53)이장희 외,앞의 논문(주 18),11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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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소련  동유럽 국가들간 조직인 ‘상호경제원조이사회(Council

forMutualEconomicAssistance;COMECON)'의 회원국들은 5년마다 

무역 정을 체결하고,이 정에 근거한 구상무역방식으로 교역 상품

목과 수량을 할당하는 의정서에 합의하여 상호 교역해 왔는데,독일 통

일과정에서 동 정의 처리 문제가 두되었다.동․서독은 1990년 3월 

18일 체결한 ’국가조약‘에서 ’정당한 기 의 보호‘라는 개념을 원용하여 

동독의 기존 외무역 계를 존 할 것이라 선언하 다.54)동 조약 제13

조는 외경제 부문에 용되는데,제1항에서 동독이 GATT에 명시되어 

있는 자유교역의 원칙을 수해야 함을 인식하고 서독은 동독이 보다 용

이하게 세계경제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그들의 경험을 범 하게 제공한

다고 규정한 반면 제2항에서 동독의 기존 외경제 계,특히 코메콘 제

국과 재 체결되어 있는 외경제조약상의 의무는 그 이행이 보장되고,

이러한 외경제  의무는 화폐  경제연합상의 여건과 조약체결 당사

자의 이해 계를 고려,시장경제원칙을 수하며 더욱 발 시켜 이행될 

것이며 필요하다고 단될 경우 재 동독이 체결하고 있는 조약상 의무

는 조약체결 당사자의 동의하에 화폐  경제연합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조정된다고 하 다.제3항에서는 외경제  이해 계 표방을 해 방

은 유럽공동체의 할하에 긴 히 력한다고 하 다.

4.분단국 특수문제의 처리

가.경제 련 정의 승계

서독과 동독은 통일 이 인 1973년 9월 18일 같은 날 국제연합에 가

입하여 통일 까지 별개의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었다.독일은 통일조

약 제11조에서 서독측 조약은 일부 외를 제외하고는 구동독지역에도 

용되고 개별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당사국과 의한다고 규정하고,제

12조에서 동독측 조약은 체결 당사국들과 논의를 거쳐서 계속 유효,조

54)이순천,조약의 국가승계,열린책들,2012,18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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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는 효력 상실 여부 등을 결정 는 확인하되,신뢰보호, 련국들의 

이익,서독 측의 조약상 의무의 에서 그리고 자유,민주,법치국가  

기본 원칙에 따라, 한 EC의 권한을 존 하는 범  내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 다.

독일은 1990년 10월 3일자로 UN55)에 서한을 보내어 양 독일이 병합

통일되어 하나의 주권국가를 이루었으며,향후 ‘Germany’라는 명칭으로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하 다.

나.과거불법청산:몰수재산권 처리

사유재산제도의 확립과 련하여 동서독간 요한 합의문서는 1990

년 6월 15일 발표된 “미해결의 재산문제 해결에 한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 정부의 공동성명(Gemeinsame Erklärung der

Regierung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RepublikzurRegelungoffenerVermögensfragenvom

15,Juni1990,이하 ‘공동성명’)”인데,‘미해결의 재산문제’란 공산주의 체

제 형성을 하여 보상없이 수용된 재산을 말한다. 한 서독은 동독 지

역내 토지․부동산 등 생산 수단의 사유화를 하여 '신탁법‘을 1990년 

6월 17일 제정하 다.

 ‘공동성명’은 통일조약 제41조 제1항에 따라 통일조약의 본질  

요소로 수용되었고, 통일 조약은 1990년 9월 23일 동의법률

(Zustimmungsgesetz)56)의 형식으로 연방법으로 환되었다.57)

‘공동성명’ 문에서 독일은 법  안정성  권리의 명확화가 재산권

55)서한의 내용은 United Nations,MultilateralTreaties deposited with the

Secretary-General: Status as at 1 April 2009,Vol. Ⅰ,2009,Historical

Informationp.30

56)이는 기본법 제59조 제2항에서 유래한 것으로 동 조항은 “연방의 정치 계를

규정하거나 연방의 입법사항과 련을 갖는 조약은 연방법률의 형식으로 하되 그때

마다 연방입법에 한 권한을 가진 기 의 동의나 참여를 필요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57)표명환,“통일한국과 재산권”,헌법학연구 제8권 제4호,2002,3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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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마찬가지로 재산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양 정부를 이끌어 가는 기본

원칙임을 천명하여 법  평화를 시하고 있다.‘공동성명’제1조에 의하

면 소련의 령권 내지 령고권에 근거한 몰수(1945-1949년)에 해서는 

소련  동독정부가 재심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지 않는

다고 하 다.그러므로,‘공동성명’은 동독 정부 수립 이후 몰수재산만을 

상으로 함을 알 수 있다.

‘공동성명’제3조에 의하면 몰수되었던 토지재산(Grundvermögen)은 

원칙 으로 원소유자 는 그 상속인에게 반환되고 반환이 불가능한 경

우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하여 원물반환원칙을 규정하 다.제13조(c)는 

보상청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동독내에 법률상 독립 인 보상기 을 

국가재정(Staatshaushalt)과 분리하여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다.자치권의 부여:연방국가의 자치권

서독은 연방공화국으로서 독일 통일은 동독을 구성하던 주(Land)들

이 독일연방공화국으로 편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통일조약은 구서

독의 기본법이 통일과 동시에 동독지역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제

3조)한 반면,제131조( 임공무원에 한 규정)의 용을 잠정 으로 배

제(제6조)하고 재정헌법에 한 사항의 용에도 외를 인정하 다(제7

조).58)통일독일은 연방국가로서 통일 후에도 큰 변경이 없었던 기본법

에는 입법 할권에 하여 연방의 속  입법권,연방과 주의 경합  

입법권,연방의 원칙  입법권을 구분해 놓고 있지만 주들도 지방입법,

지방사법,지방행정에 있어서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연방법이 지방법

의 상 에 있긴 했지만 동독을 구성하던 주들이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보유함으로써 경제  통합에 있어 상 으로 여유를 가지고 임할 수 있

었다는 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지 않다.

58)장명 ,“독일통일후의 헌법개 에 한 고찰”,공법연구 제23집 제3호,1995,

61-62면,김철수,앞의 책(주 21),356-36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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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베트남

1.경제통합의 제조건 구축

가.시장경제질서 도입 이

1975년 4월 30일 남부 베트남이 붕괴되고 베트남 체가 공산화되었

다.통일 베트남은 남부 베트남의 자본주의  경제구조를 사회주의 경제

구조로 변형시키는 작업을 추진하여 상공업은 국유화하고 농업은 집단농

장화하 다.59)

통일 직후의 베트남의 경제분야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첫째,사회주의 계획경제구조를 바탕으로 남부지역의 경제구조 변화

를 모색하 는데,공산당 지도부는 남부를 사회주의로 환시키되 그 정

책의 수행은 진 으로 추진하고자 하 다.최우선 과제는 ‘자본가와 

지주세력의 제거’,구정부의 재산과 외국인 소유 생산시설의 국유화 등

이었는데,이를 통해 생산과 분배수단에 한 통제를 강화하 다.1976년 

제4차 당 회에서 채택된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76-1980)은 남부

지역에서의 생산수단의 국유화,생산방법의 집단화,가격메카니즘이 없는 

통제  시장제도의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둘째,통일 베트남정부는 생산시설에 한 개인 소유를 지하여 국

가가 생산 계를 직  통제하려 하 다.이에 따라 1978년에는 개인의 

상행  지조치와 화폐개  조치를 단행하여 사회주의 국가소유구조로 

환하 다.

1976년 4월 26일 남북통일 총선거를 실시하여 7월 2일 베트남 사회

주의 공화국을 수립한 이후 남쪽지역에 한 속한 사회주의의 도입을 

추진하던 베트남은 사회주의 체제 도입 이후 공업 편 의 산업구조와 

생산력 증 의 실패,1978년 말 캄보디아 침공  1979년  국과의 

쟁에 따른 비부담 등으로 경제가 속히 악화되어 갔으며, 한 재

59)임채완 등,앞의 책(주 12),202-2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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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자를 해소하기 한 통화증발로 인 이션이 래되었다.60)

나.시장경제질서의 도입

와 같은 계획경제질서의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통일 베트남은 

1986년 12월 제6차 공산당 국 표 회에서 개 개방정책(도이모이,

DoiMoi)을 채택한 이후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를 추진하고 있으며 

생산수단은 사회주의  소유 계에 바탕을 두고 있다.61)

우선 베트남 헌법의 주요 내용을 경제 련 조항을 심으로 살펴보

면,베트남은 1992년 4월 15일 개정 헌법에서 외국인 투자에 한 권리 

보호 등을 명문화하 고,2001년 12월 25일 개정 헌법에서는 ‘사회주의 

지향의 시장경제체제(socialist-orientedmarketeconomy)’를 베트남의 경

제체제로 규정하여 사회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조화를 꾀하고자 하

다.62)2001년 헌법 제15조는 “....국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시장경제의 

발 을 한 일 된 정책을 채택한다.다양한 생산  기업조직을 가진 

다부문 경제구조는 집단  소유제,사  소유제와 함께  인민 소유제

에 기반을 두며,이   인민의 소유제와 집단  소유제가 그 심이

다”라고 규정하 고 제17조는 “토지,산림,하천과 호수,수자원,지하천

연자원, 해․ 륙붕․ 공에 있는 자원,국가가 경제,문화,사회,과

학․기술,외교,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 속한 기업과 로젝트에 투자한 

자본  재산과 기타 법률이 국가소유로 규정한 재산은 모두  인민 소

유제에 속한다”라고 규정하 다63).여기서 인민의 소유란 국가 소유를 

60)통일 이후 도이모이정책 추진 까지 베트남 경제상황과 베트남 정부의 타개 노

력은 이한우,베트남 경제개 의 정치경제,서강 학교출 부,2011,16-18면;

미,사회주의 체제 환 진보인가 퇴보인가,선인,2004,117-121면 참조

61)최은석,“시장경제제도로의 환을 한 법제도 구축”,통일문제연구 2006년 하

반기호(통권 제46호),평화문제연구소,2006,192-193면

62) 이효원,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헌법과 정치체제”, 아시아법제연구 제3호,

2005.3,246,259-260면

63)2001년 베트남 헌법 국문은 주호치민 한민국총 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베트

남헌법(2001년 개정 )번역본;법무부,베트남 개 개방법제 개 ,법무부 특수법령

과,2005,288-289면을 참조하여 일부 수정하 으며, 문은 주미베트남 사 홈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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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며,집단 소유는 농업 동조합을 시한 각종 사회주의  집단들의 

소유를 말하며 ‘다부문 경제구조’는 국가는 체 으로 사회주의를 지향

하는 경제 리를 하고,개별 경제주체들은 각 부문에서 시장경제질서의 

요소를 도입하여 경쟁력과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의미이다.64)

이러한 2001년 헌법의 규정의 정신은 2014년 1월 1일부터 발효한 

행 헌법에서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지만, 인민소유제나 집단  소유

제가 심이라는 표  신 제51조 제1항에서 “베트남 경제는 다양한 형

태의 소유구조와 다양한 부문의 경제구조를 가진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시장경제이다.국유경제부문이 주도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고,제2항은 

“모든 경제 부문은 국가경제의 요한 구성요소이다.다른 경제부문의 

행 주체들은 동등하며 법에 의거하여 력하고 경쟁한다”고 규정하여 

과거보다 사경제부문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한,제53조에서 “토지,

수자원, 물자원,지하에 존재하거나 바다  공으로부터 오는 부,기

타 천연자원  국가가 투자하여 리하는 재산은 국가에 의하여 표되

고 통일 으로 리되는  인민의 소유제에 속하는 공공의 재산이다”라

고 규정하고 있다.65)제32조에서는 사  소유를 규정하고 있는데,이에 

이지 참조

Article 15 The State adopts consistent policies on development of a

socialist-orientedmarketeconomy.Themulti-sectoralstructureoftheeconomy

with diversified typesofproduction andbusinessorganization isbased on

ownershipoftheentirepeoplealongwithcollectiveandprivateownership,of

whichthefirstandthesecondarethecornerstone.

Article17Theland,forests,riversand lakes,watersources,underground

naturalresources,resourcesintheterritorialwaters,onthecontinentalshelf

andintheairspace,capitalfundsandpropertiesinvestedbytheStatein

enterprisesandprojectsinthevariousbranchesandfieldsoftheeconomy,

culture,sociallife,scienceandtechnology,foreignaffairsandnationalsecurity

anddefenceandotherpropertydefinedbylaw asbelongingtotheStatefall

undertheownershipoftheentirepeople.

64)법무부,앞의 책(주 63),289-290면 참조

65) 2014년 1월 1일 발효한 행 베트남 헌법의 비공식 문 번역본은

http://www.constitutionnet.org/files/final_constitution_of_vietnam_2013-english.pdf

(2016.1.23일 검색)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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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모든 사람은 합법 인 수입, 축,주택,생활자재,생산자재,기

업 는 기타 경제조직내 기 의 소유권을 가진다”고 하고,제54조 제2

항은 “조직과 개인은 토지 배분,토지 임 ,그리고 국가에 의한 토지사

용권의 인정을 받을 자격이 있다.토지 사용자는 법에 따라 토지사용권

을 양도하고 련 권리와 의무를 실시할 권리가 있다.토지사용권은 법

에 의하여 보호된다“고 하여 조직과 개인의 토지에 한 사용권을 명시

하고 있다.

베트남의 시장경제 환과정은 국과 동일하게 경제  측면에서 사

회주의 체제로 통합되었다가 다시 자본주의 체제로 환하고 있는 진

 체제 환사례이다.도이모이 정책을 채택한 제6차 당 회에서는 ①

기존의 농업과 공업의 발 을 기반으로 한 공업화 심의 경제운용 →

농산물,소비재,수출품 생산에 진력하는 생산구조 ② 사유제를 축소하고 

공유제를 확 한다는 기존 논리 → 다부문 경제를 장기간 유지한다는 경

제부문 쇄신 ③ 앙집  명령경제 → 국가 리하의 시장메커니즘을 수

립하는 경제운용 쇄신을 포함한 새로운 정책을 채택하 다.66)이후 1987

년 11월 14일 가격자유화 등 기업의 의사결정 자유화와 련된 각의 결

정을 내리고,1988년 1월 새로운 외국인투자법을 시행하 으며,1988년 8

월에는 공산당 정치국 제10호 결의(Resolution 10 NQ/TW dated 5

April1988bythePolitburo)에 의한 농가계약제를 채택하여 합작사가 

Article51(1)TheVietnameseeconomyisasocialist-orientedmarketeconomy

withmulti-formsofownershipandmulti-sectorsofeconomicstructure;the

stateeconomicsectorplaystheleadingrole.

(2)Alleconomicsectorsareimportantconstituentsofthenationaleconomy.

Actorsofdifferenteconomicsectorsareequal,cooperate,and competein

accordancewiththelaw.

Article53

Theland,waterresources,mineralresources,wealth lying underground or

coming from the sea and the air,othernaturalresources,and property

invested and managed by the State are public properties,coming under

ownershipby theentirepeoplerepresentedanduniformly managedby the

State.

66)이한우,앞의 책(주 60),19-2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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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에 토지를 분배하여 약 15년간 경작하게 하고,계약량을 5년간 고정

시켜 농민이 생산량  40% 이상을 수입으로 획득할 수 있도록 보장하

다.1989년을 후하여서는 국 기업에 한 보조 을 폐지 는 축소

하고 원칙 으로 상품의 가격을 시장에서 결정토록 하는 조치들이 취하

여져 시장경제로 환하 다.

베트남 국유기업에 하여 살펴보면 도이모이 정책 추진 이후로는 

국유기업의 자율성 확 ,국유기업에 한 보조  삭감 내지 단을 통

하여 국유기업의 개 을 추진하 으며,1990년 부터는 민 화 작업에 

착수하 다.67)베트남 국유기업 개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은 국유기

업 개 으로 100만명 이상의 해고자가 발생하 지만,비국유부문이 새로

운 고용을 창출해 내면서 이를 흡수하여 정치문제로 이슈화되지 않았다

는 것이다.68) 1987년 각의 217호 결정(Decision 217/HDBT by the

MinisterialCouncil,1987.11.14)은 개 개방정책이 채택된 6차 공산당

회 이후 나온 첫번째 법  문서로 국유기업에 원가회계제도를 도입하고,

그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경제 리체제로 바꾸는 것이었다.동 결정은 

그 이후 국유기업에 한 개 의 이정표가 되었는데,개 조치는 엔지니

어링공장,섬유공장,맥주공장 이 게 세곳에서 시범 으로 실시되었

다.69)

1988년 3월 22일자 제50호 (DecreeNo.50/HDBT)은 국유기업에 

한 새로운 정 을 규정하고,1988년 6월 2일자 제98호 (Decree

No.98/HDBT)에 의해서는 근로자에 의한 집단소유권을 규정하 다.국

유기업은 하나의 법 인 단 이며 독립된 회계주체가 되어 근로자집단이 

경 권을 행사하고 공산당의 사회경제  발 지침과 정책을 집행하도록 

되었다.새로운 국유기업 정 은 첫째,국유기업이 생산계획을 세우고 집

행하며,효율성을 증진하고 생산을 확 하며,수지균형을 맞추고,둘째,

67)윤 규 편,사회주의 체제 환에 한 법제도 비교연구,한울아카데미,2008.7,

155면

68)정재완,베트남의 경제개 추진 황 경제 망, 외경제정책연구원,1997.12,

34면 참조

69)Yuen,NgCheeet.al.edited,State-ownedEnterpriseReform inVietnam:

Lessonsfrom Asia,InstituteofSoutheastAsianStudies,1996,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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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량과 사회  형평에 따라 분배의 원칙을 용하고,근로자의 사기를 

히 진작하여 끊임없이 교육수 과 기술수 을 높이며,셋째,모든 경

제부문의 력상 자들과 경제 력을 확장하며,국가부문에서 핵심역할

을 담당하고 국가경제에 기여하며,넷째,기업을 수호하고 안 과 사회  

안정을 제공하며,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법과 융 규정을 지킨다는 네 

가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70)217호 각의 결정이 시행된 이후에 

국유기업의 수가 크게 증가하 으나,상당수의 국유기업은 손실을 보고 

있었고, 이에 따라 1990년 5월 10일자 제144호 결정(Decision

No.144/HDBT은 국유기업의 리 강화를 목표로 하 으며,1990년 9월 

1일자 제315호 결정(DecisionNo.315/HDBT)은 국유기업 업의 재조직

에 하여 규정하 다.특히 제315호 결정은 련기 이 모든 국유기업

의 업효율을 분석하여 자기업에 하여는 그 원인을 결정하고,이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한 후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동 결정에 정

해진 차에 따라 문을 닫을 수 있도록 하 다.71)

베트남이 추구하는 국 기업 개 의 방향은 형 국 기업을 심으

로 ‘총공사’ 는 ‘경제집단’을 형성하고,그 외의 기업은 ‘주식회사화’하

거나 매각․ 탁경 ․양도․임 ․해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구조조

정하는 것이다.72)우선 베트남 정부는 계속 자를 내는 기업을 청산하

고 국 기업의 경  개선을 하여 1991.11월에 모든 국 기업을 재등

록73)하도록 한 후,1994년 3월에는 총리결정 제90호,제91호로 몇 개의 

국 기업을 묶어 ‘총공사’화하는 작업에 착수하 다.총리결정 제90호는 

최소 5개 기업을 포함하는 자본규모 5천억 베트남 동 이상의 총공사를,

총리결정 제91호는 최소 7개 기업을 포함하는 자본규모 1억 동 이상인 

총공사의 설립을 추진하 다.총공사는 체 국 기업 수의 약 25%,자

본의 65%,고용의 55%를 하 으며,2005년부터는 형국 기업을 

70)Yuen,NgCheeet.al.edited,op.cit.(footnote69),pp.49-50

71)Yuen,NgCheeet.al.edited,ibid.,p.55

72)이한우,앞의 책(주 60),135면 참조

73)이는 국유기업의 자산을 재평가하고 경 상태를 악한 후 일정기 에 합격한

기업만을 정부사업체로 재등록하는 것이다. 미,앞의 책(주 60),12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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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경제집단’화를 추진하 다.74)

한,총공사화 작업과는 별개로 국가 략  분야를 제외한 분야의 

기업들을 주식회사화75)하는 방안을 추진하 는데,1992년 6월에 총리의 

“약간의 정부사업체의 시험  주식회사화에 한 결정‘으로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1992년에 시험  상으로 7개 기업을 선정하고 이 가운데 3

개 기업을 상으로 처음 주식회사화에 착수하여 정부 20%,기업고용인 

최  40%,기업 내외 개인  경제조직 40%가 주식을 배분하기로 하

다.그러나,이러한 주식회사화는 지체되었으며,정부는 1998년 6월 29일 

총리령 제44호(DecreeNo.44/1998/ND-CP)76)에 의거하여 다시 국 기

업의 주식회사화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 다.77)동 법령과 함께 발표된 

부록에 따르면 주식회사화할 국유기업은 다음과 같다.첫째,아직 주식회

사화하지 않을 국 기업으로 직 으로 국방이나 안보업무를 담당하거

나 국가  계획에 의거하여 비 리목 으로 운 되는 공공시설업체,폭

약,유독화학품,방사성물질,지폐와 가치있는 증서의 인쇄,국가정보망 

등의 사업을 독 하고 있는 생산품이나 서비스와 련된 기업은 주식회

사화할 상에서 제외하고,둘째,공공시설기업(100억 동 과자본),희유

속개발업, 규모 물개발업,석유  가스개발에 한 기술  지원업,

비료․살충제․의약품 제조업, 규모 비철  희귀 속제조업, 규모 

발   송배 업,항공기수리업,우편통신업,철도항공항만운수업, 규

모 주류․연 생산업,투자은행  소득층지원은행업, 규모 석유사업

은 주식회사화될 때 국가가 과반 이상 는 특별한 주식을 소유할 필요

가 있는 국유기업이 되며,셋째,과반 이상 는 특별한 주식을 소유할 

74)이한우,앞의 책(주 60),26-27면 참조

75)베트남에서 ‘주식회사화’는 기존 국가가 100% 보유하던 국 기업의 소유권 일부

를 기업고용인인 경 자 노동자,그리고 일반인에게 매하고 그 나머지를 국가

가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국가가 여 히 일부 지분을 보유한다는 에서 면 사

유화와는 구별된다.이한우, 의 책,27면 주8참조

76) 정식 명칭은 Decree No.44/1998/ND-CP of June 29, 1998, On the

transformationofstateenterprisesintojoint-stockcompanies이다.

77)YutakaShimomoto,"Developingthecapitalmarket-Vietnam",Risingtothe

Challenge in Asia:A Study ofFinancialMarkets:Volume 12 - Socialist

RepublicofVietnam,AsianDevelopmentBank,1999.12,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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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없이 주식회사화(equitized)되어 다른 형태의 소유구조를 용할 나

머지 국유기업들로 구분하 다.

체제 환 국가들의 법제도화 특징을 보면 부분의 역에서 정부 

정책이 결정되고 난 이후 동 부문을 규율하는 법률은 시차를 두고 제정

되는 경우가 많다.베트남의 국유부문도 마찬가지여서 국유기업법(Law

onStateEnterprises)78)은 1995년 4월 20일에 제정되었다.동 법은 모두 

9장 58조로 구성되어 있는데,국유기업을 독립국유기업(Independent

StateEnterprise),국  총공사(A StateCorporation),총공사 산하기업(A

MemberEnterpriseofaStateCorporation)등 세범주로 나 고,각각의 

권리와 의무,설립․해산 차,경 원회 등 기업운 에 하여 규정하

고 있다.79)

베트남의 국유기업 개 은 여 히 종결되지 않아 2008년말 기  약

3,000개의 국 기업이 국내총생산의 40%,수출액의 50%,국가재정수입의 

40%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그 경 효율은 낮아서 1/3이상의 기업이 

자를 내고 있었다.80)베트남 정책결정자들에게 국유부문 개 은 여 히 

크나큰 숙제이다. 개정 헌법에서도  다부문경제체제(multi-sector

economy)81)에서 국유부문의 주도  역할을 인정하고 있지만 실은 오

히려 그 반 인 것이다.

베트남의 기업경 형태는 국 ,집단경 ,공사합 ,자본주의  합

, 개인경  등으로 나뉜다. 1990년 12월 21일 회사법(Law on

Companies)과 개인기업법(Law onPrivateEnterprises),1994년 6월 22일 

회사법의 몇 개 조항 수정과 첨가에 한 법률(Law onAmendmentof

andAdditiontoaNumberofArticlesoftheLaw onCompanies),개

인기업법의 몇 개 조항수정과 첨가에 한 법률(Law onAmendmentof

78)동 법의 제정근거는 1992년 헌법 제19조(국 기업의 생산과 거래의 자율성 등)

와 제84조(국회의 권한과 의무)이다.

79)정재완,앞의 책(주 68),37면 참조

80)이한우,앞의 책(주 60),133면 참조

81)베트남에서 다부문경제체제는 공식 으로 ‘다성분경제’라고 표 하는데,이는 국

유경제,집체경제,국가자본경제,개인/소( )소유자 경제,사유경제,외국투자경제

등 6개 부문이 포함된 것이라 한다.이한우, 의 책,134면 주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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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Addition to a NumberofArticles ofthe Law on Private

Enterprises)을 제정하여 기업과 련한 사항을 규율하도록 하 다.동 

법률들은 2000년 1월 1일자로 발효한 기업법(Law onEnterprises)으로 

체되었다.

각 분야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베트남의 시장경제질서 도

입 과정을 요약하면 1989년까지가 도이모이 정책의 형성기라면 1990년

는 개기82)라 할 수 있는데,이 시기 민법 제정  토지법 개정을 통한 

토지제도 정비  법제화가 이루어졌으며,기업부문에서는 국 기업의 

소유제 개 이 추진되었다.

시장경제의 도입은 가격의 자유화를 기본으로 한다.가격의 자유화

를 하여 각 개별경제주체의 의사결정의 자유, 업의 자유가 보장되어

야 한다.베트남에서의 가격 자유화는 1987년 각의 217호 결정(Decision

217/HDBTbytheMinisterialCouncil,1987.11.14)에 따라 단행되어 공

정가격과 시장가격간 격차 축소, 시배 제 폐지,무역자유화를 추진하

기 시작하 고 1989년에는 력,수도,교통,통신,철강,시멘트 이외의 

품목에서 모두 국가통제가격을 폐지하 다.이와 같은 개 의 결과 1987

년의 경우 가격 통제 품목이 소비재는 98개,생산재는 95개 으나,1990

년에는 각각 6개,8개로 감소하 다.83)농업부문에서도 가격자유화가 진

행되어 1987년부터 1989년까지 최종생산물계약제에서 농가계약제로 환

됨으로써 정부책정 리가격제가 의가격제로 변환되었다.  1993년부

터는 에 지,수송서비스,수입 자본재  원재료 등에 한해서만 용하

던 국가통제가격도 거의 폐지하 다.84)

1986년부터 1988년까지 가격 자유화와 함께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계획이 아닌 시장이 심이 되는 시장경제를 도입하기 시작했는데,베트

남에서는 농업,도매  소매에서 시작하여 산업  서비스 부문으로 확

되었다.85)

82)이한우,앞의 책(주 60),21면 참조

83)진승권,사회주의,탈사회주의,그리고 농업,이화여자 학교출 부,2006,189면

참조

84)정재완,앞의 책(주 68),1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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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유재산제 보장

통일 이  북베트남에서는 1940년 에 수행한 외국인의 토지몰수와 

배분과정의 경험을 바탕으로 1953년에 토지개 을 실시하고,1959년부터 

1968년까지 집단화를 추진하여 약90%의 농지를 집단화하 다.이에 반

해 남베트남은 랑스 식민통치하에서 불평등하게 배분되어 있던 토지에 

하여 1956년부터 1958년까지 3년에 걸쳐 토지개 을 실시하 다.86)통

일 이후에는 남베트남지역에 한 토지개 을 통해 사유토지의 국가소유

화를 추진하 다.이러한 작업은 단계 으로 추진되었는데,국가소유농장 

건설,2-3가구를 단 로 하는 상호부조조의 구성,농업합작사를 통한 농

업생산의 집단화 등이다.87)통일 이후 남베트남에서는 1978년부터 1979

년까지의 제1차 토지조정,1983년부터 1984년까지의 제2차 토지조정이 

있었다.

앞에서도 언 하 듯이 행 베트남 헌법(2014년)은 제51조 제1항에

서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시장경제라는 혼합경제질서를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토지는 국가 소유로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민법에서 토지사용권

에 하여 규정하고 있다.베트남 행 민법은 1995년 10월 28일 베트남 

국회를 통과하여 1996년 7월 1일에 발효되었는데,88)제정 당시 일본 학

자들의 도움을 일부 받아 법제를 정비하 다.89)베트남 민법은 문,총 

7편,83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제1편은 총칙,제2편은 재산과 

소유권,제3편은 민사의무와 민사계약,제4편은 상속,제5편은 토지사용

85)KINU,EconomicandSocialReform ofVietnam anditsLessonsforNorth

Korea,Korea-Vietnam InternationalConferenceReport,2005.9,pp.23-24

86)김국신 외,분단극복의 경험과 한반도 통일(II),한울아카데미,1994,32-37면 참

조

87)김국신 외, 의 책,84면 참조

88)윤 규 편,앞의 책(주 67),199면 참조

89)계경문,“베트남 민법상 ‘권리의 주체’연구”,아시아법연구소 세미나 발표자료,

2011.5.3,2면 참조.동 자료는 아시아법연구소 홈페이지(www.lawasia.org,2016.1.23

일 검색)자료실에 게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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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 양도에 한 규정,제6편은 지 재산권과 기술이 ,제7편은 섭외

계에 하여 규정하고 있다.90)베트남 민법은 개인,법인에 더하여 가족

호(家族戶)와 동조의 권리주체성을 인정하고 있는 이 특색이다.다른 

공산주의 국가들이 그 듯이 베트남 한 이러한 법제의 정비 이 인 

1988년 8월 공산당 정치국 제10호 결의에 의하여 기존 합작사라는 집단

농장제도에서 농가계약제로의 환을 결정함으로써 새로운 토지제도를 

채택할 수 밖에 없는 경제  여건이 이미 조성되어 있었다.

2.경제통합의 주요 내용

가.재화의 자유로운 이동

재화의 자유로운 이동은 법 인 측면에서는 기업 경 의 자유, 업

의 자유,경쟁의 자유,계약의 자유 등의 보장을 의미하고,사실  측면

에서는 재화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도로,철도,항만,공항 등 사회간

자본의 충분한 공 을 필요로 한다.

통일 기의 베트남 경제는 사회주의 경제를 채택하고 있어 와 같

은 자유가 보장되지 않다가 도이모이정책을 채택한 이후 1987년 각의 

217호 결정에 따라 가격 자유화가 단행되어 공정가격과 시장가격간 격차

를 축소시키고 무역자유화를 추진하기 시작하 다.농업부문에서도 1987

년부터 1989년까지 최종생산물계약제에서 농가계약제로 환되는 등 가

격 자유화가 추진되어 농산물의 자유로운 이동이 진되었다.

나.용역의 자유로운 제공

베트남에서 용역의 자유로운 제공은 1979년 8월의 국무회의에서 기

90)베트남은 민법과는 별개로 ‘혼인과 가족법’을 제정하 으며,민법에 지 재산권,

기술이 ,섭외민사 계 등도 포함시켰으며,민법의 임무 하나로 국가와 공공의

이익보호를 제시하고 있어 북한보다는 약하다고는 하나 사법(私法)의 공법화 상을

보이고 있다.베트남 민법의 상세 내용은 법무부,앞의 책(주 63),323-34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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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 각종 수리와 조립 등의 서비스업에 종사할 수 있다는 성명을 발표

하면서 시작되었다.91)하지만 베트남내 거주이 의 자유가 지방정부의 

통제를 받음으로써 용역의 자유로운 제공 한 상당부분 제한을 받았다.

한 세계무역기구설립 정에서 규정한 용역 제공의 네 가지 형태에 비

추어 볼 때도 통신의 자유가 상당폭 제한되고 소비자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며,기업의 상업  이동과 용역을 공 하는 자연인의 이동 한 제

한을 받음으로써 용역의 자유로운 제공은 큰 폭의 제한하에 있었다.

베트남 내에서 용역의 자유로운 제공은 ‘도이모이’정책 추진과 베트

남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을 계기로 크게 제고되었다.

다.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해서는 채권시장,단기자 시장,증권시장

의 개설,은행제도의 발   내외국인의 투자의 자유 보장 등이 필수

이다.증권시장 개설을 해서는 (주식)회사 설립의 자유가 선행 으로 

보장되어야 하며,증권거래소,증권회사를 설치하고,감독기구로서 국가

증권 원회, 련법률로서 증권법,주식회사법 등이 비되어 있어야 한

다.베트남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국 기업들이 주식회사로 재편

되고 경성 산제약을 받아들일 수 있을만큼 기업회계제도도 제 로 시행

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베트남 은행시스템도 여타 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독 은행

체제 혹은 단일은행체제를 채택하여 베트남국가은행법에 의하여 1951년 

설립된 베트남 앙은행이 독  지 를 리고 있다가 1990년 1월 은행

법이 시행되면서 융제도의 개 을 본격화하여 비국 상업은행  합작

은행의 설립이 허용되었다.92)1998년 엽 국무회의에서는 융제도의 

변화를 기하여 국립은행을 앙은행 기능에 특화하고 상업은행의 기능은 

91)구성렬 외,베트남의 남북경제통합과 한반도경제통합에 한 시사,연세 동서

문제연구원,1995,101-111면 참조

92)한국수출입은행,베트남 국가 황 진출방안,2008.12,10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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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상업은행에 이 할 것을 결의하 다.93)간 투자와 련하여 1997년 

증권 원회(StateSecuritiesCommission)을 설립하고94)증권시장의 개설

은 2000년 6월 호치민시에서 처음 이루어졌다.

베트남의 화폐․ 융 재정 련제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우선 1975년 

4월 남북 베트남의 무력통일 이후 북 베트남은 1975년 9월 남베트남의 

화폐 던 피아스터(piaster)의 사용을 지시키고 남 동(dong)으로 교환

하는 화폐개 을 단행하 다.하지만 이를 북 베트남에서 사용하던 북 

동과는 교환할 수 없도록 하여 경제 으로 완 히 통합되기 까지 경제

를 분리하여 리하 다.이 때 교환비율은 1동  500피아스터 는데,

교환비율의 산출근거는 확인할 수 없었다.1978년 4월 25일 남 동과 북 

동을 통합하 는데,이러한 화폐개  과정에서 남베트남 주민의 재산권

을 크게 침해하 다.95)

일원화된 은행체제하에서 베트남국가은행(StateBankofVietnam)은 

발권업무와 업무, 출업무,결제서비스업무 등을 제공하 다.이 외 

베트남무역은행(Bank forForeign TradeofVietnam)과 투자개발은행

(BankforInvestmentandDevelopment)이 각각의 서비스를 제공하 는

데,1990년 10월 신은행법 제정을 계기로 앙은행의 기능과 상업은행의 

기능을 분리하는 이원화 정책을 추진하 다.이로써 앙은행은 국민경

제의 안정  운용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게 되었다.상업은

행은 기존 베트남 국가은행에서 산업  상업 출부문을 따로 떼어내 상

업은행(TheIndustrialand CommercialBank)을 만들고,농업신용부를 

떼어내어 농업개발은행(TheAgriculturalDevelopmentBank)을 출범시

키는 형태를 취하 으며,민간에서도 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

도 완화하여 1992년과 1993년에 많은 일반주식은행과 지방주식은행이 설

립되었다.96)

직 투자를 장려하기 하여 1990년 12월 공포된 회사법  개인기

93)구성렬 외,앞의 책(주 91),114-115면 참조

94)YutakaShimomoto,op.cit.(footnote77),p.57

95)구성렬 외, 의 책,30-31면 참조

96)정재완,앞의 책(주 68),58-6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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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법을 통합하여 2000년 1월 1일부터 기업법을 시행하 으며,1995년 1월

부터는 국내투자장려법을 시행하여 개인경제를 포함한 다부문경제로부터 

자본 동원도 늘어나게 되었다.97)기업법에 의하면 개인과 기업의 생산․

경   투자 기회 확 ,기업설립․경 에 한 등록 차 간소화,개인

과 기업의 자주권과 경 권의 확  등을 규정하 다.98)

라.인력 이동의 자유

베트남 헌법에서 거주이 의 자유는 보장되고 있다.1980년 헌법99)

에서는 제71조 후단에서 “거주 이 의 자유는 법률에 따라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질 으로는 보장되지 못하고 있었으며,2001년 헌법에

서는 헌법 제68조 단에서 “공민은 국내에서 이 과 거주의 자유가 있

으며”라고 규정하고 있어 형식 으로는 폭넓은 자유가 보장되고 있으나,

실질 으로는 국과 마찬가지로 각 지방행정단 가 개개인의 주거 이동

을 철 하게 사 ,사후 으로 통제하고 있었다.100)

행 헌법은 제23조에서 “공민은 국내에서 이 과 거주의 자유를 보

유하며,출국과 입국의 자유를 가진다.이러한 권리의 행사는 법률에 따

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제14조 제2항에서 공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로서 국방,국가안보,사회질서  안 ,공 도덕  공동체의 

복지를 이유로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의 헌법에 비하여 제한 사유가 명확해졌음을 알 수 있다.

마.토지 거래제도의 통일

통일 이  남북 베트남간 상이하던 토지 련 법제는 통일 이후 남

베트남에 한 토지개 을 통해 농업생산의 집단화를 완성하 다.통일 

97)구성렬 외,앞의 책(주 91),129면 참조

98)법무부,앞의 책(주 63),267면 참조

99)1980년 베트남 헌법과 2001년 헌법은 법무부, 의 책,585-658면을 참조

100)법무부, 의 책,29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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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토지는 《토지법》으로 규율하고 있는데,토지는 국가소유이

며 집단소유나 개인 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주요 법원으로는 1987

년 토지법,1993년 토지법  이를 개정보충한 1998년 토지법,2001년 토

지법 그리고 행 2003년 토지법이 있다.101)베트남 토지법102)제5조에 

의하면 “토지는 토지 소유자의 표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국가와 더불어 

체 국민의 소유”이다.국가는 토지에 한 처분권과 리권을 보유하

고(각 제5조,제6조),토지사용자들에게 토지사용권증서를 교부한다(제10

조).제10조 제2항에서 “국가는 베트남민주공화국,남부베트남공화국 임

시 명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토지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

가 규정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이미 할당한 토지에 하여는 그 토지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여 기존의 토지사용권 계를 인정하여 법

 안정성을 추구하고 있다. 한 제33조에서 국가는 일정한 토지에 

하여 토지사용세를 부과하지 않고 토지를 할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여

기서 일정한 토지에는 제1항의 가정 는 개인이 직  농경․임업․수산

업․제염업에 종사하거나,베트남 토지법 제70조에 규정된 할당량(3ha)

내에서 농업용으로 토지를 할당한 경우 이외에도 제2항에서 제7항까지 

연구나 테스트,실험 목  사용,국가안보 목  등 다양한 경우가 규정되

어 있다.베트남 토지법 제50조에 따르면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서류 

없이 재 토지를 사용하고 있으나,1993년 10월 15일103)이 에 분쟁없

이 토지를 사용해 왔으며,지역공동체․구․군 인민 원회로부터 재 

분쟁의 소지 없이 토지사용 구상과 부합하게 토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증

명을 받은 가정이나 개인은 토지사용권증서를 발 받을 수 있으며 토지

사용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하여 토지사용권과 련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일정한 서류가 없더라도 상을 인정하여 토지사용권증서를 발 하

여 주고 사용세도 부과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101)김 인,“베트남의 토지법”,아시아법연구소 세미나 발표자료,2011.4.5,2-3면

참조.동 자료는 아시아법연구소 홈페이지(www.lawasia.org2016.1.23일 검색)참조

102)베트남 토지법은 법무부,앞의 책(주 63),제5편 부록에 수록된 조문을 참고하

다.

103)동 일자는 1993년 개정 토지법의 발효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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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으로 토지 할당이 개시된 것은 1981년 생산물계약제가 채택된 

후 고,1988년 농가계약제 채택 이후 한차례 조정되었다가 1993년 

에서 언 한 토지법이 발효된 후 재조정되었다.북부는 이미 토지가 상

당기간 국가 소유여서 토지의 할당은 가족구성원 수를 기 으로 큰 이의 

제기 없이 이루어졌으며,남부는 1975년 통일 이후 국유화되었던 토지를 

원소유주에게 반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원소유자와 

반환 당시 경작자간 는 원소유자와 국가간 토지분규가 발생하기도 하

다.104)

건물에 하여는 베트남 토지법 제34조에서 가정이나 개인이 거주지

로 토지를 할당받은 경우 토지사용세를 징수토록 하 다.

3.‘도이모이’를 통한 발 조건 구축

베트남의 외개방을 살펴보면 2000년 미국과 양자간 무역 정을 체

결한 후 동 정이 발효한 2001년 12월부터 미국으로부터 ‘잠정  정상

무역 계’를 부여받다가 2007년 1월 WTO가입을 통하여 미국으로부터 '

항구  정상무역 계(PermanentNormalTradeRelations;PNTR)'105)혜

택을 향유받게 되었다.106)2002년 미국과 베트남간 교역은 약2,944백만불

을 기록하여 바로  해에 비하여 107%가 증가하는 놀라운 신장세를 보

고,2012년에는 24,889백만불을 기록하 다.107)참고로 미국은 베트남 

104)이한우,앞의 책(주 60),103-113면 참조

105)미국 무역법(TradeActof1974)제126부의 해석상 미국HS코드에 의하여 최혜

국 우(MFN)가 거부되지 않는 한 최혜국 우를 부여할 수 있는데,미국은 1951년,

1952년에 걸쳐 소련,북한을 비롯한 공산권국가에 한 MFN 우를 정지하 고,미

국 국내법 으로 이의 회복은 통령이 부여하는 ‘잠정 정상무역 계(temporary

NTR)’ 는 의회입법에 의하여 부여하는 ‘항구 정상무역 계(permanentNTR)’로

가능하다.이와는 별개로 상 국과의 양자 정 는 WTO 정 의무 용 방식이 있

다. 미국의 정상 무역 계 정책에 해서는 Vladimir N. Pregelj,

“Normal-Trade-Relations(Most-Favored-Nation)Policy ofthe United States",

CRSReportforCongress,2005.12.15참조

106)상세 내용은 MarkE.Manyin,"TheVietnam-U.S.NormalizationProcess",

CRSIssueBrief,2005.8.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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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수출의 17.8%를 차지하는 최  수출 상국이다.2007년 WTO가입

을 통하여 베트남의 무역이 한 단계 상승할 것으로 기 하 으나,2008

년부터 로벌 융 기의 향으로 베트남 경제는 물가가 상승하고 성

장률이 하락하고 있다.108)경제학자들은 베트남이 국유기업개 ,취약한 

은행부문, 범 한 료주의와 부패 등 구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 계속 인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 한다.109)하지만 세계

경제 회복에 따라 베트남의 경제도 안정세를 되찾고 있으며,개 이 지

속될 경우 향후 망도 밝은 편이다.

통일 베트남은 1977년 외국인투자법(Regulation on Foreign

Investments,Decree115/CP,18April1977)의 선포로 외국인투자를 유

치하기 한 첫걸음을 시작하 다.하지만 동 규정은 국가의 역할을 지

나치게 시하고 외국인투자를 계획경제  구조에 종속시킴으로써 국가

만이 외국투자자와 합작(JointVenture)을 할 수 있었고 외국투자자는 

49% 이상을 투자할 수 없었으며, 한 국유화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

았다.이러한 이유로 동 법령은 1건의 외를 제외하고는 사회주의 국가

들로부터만 약간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을 뿐이었다.110)개방정책의 

채택이후 베트남 정부는 1987년 12월 29일자 외국인투자법(Law on

ForeignInvestmentinVietnam)을 공포하 으며,1990년 6월 30일,1992

년 12월 23일 두 차례 개정한 후 1996년 11월 12일 외국인투자법을 면 

개정하 고,이후 2000년 7월 1일에 한 차례 개정하 다.

베트남은 조약승계와 련하여 1976년 7월 2일 남북베트남이 통일되

어 새로운 국가(SocialistRepublicofVietNam)를 형성하 다는 사실을 

107)Mark E.Manyin,"U.S.-Vietnam Relationsin 2013:CurrentIssuesand

ImplicationsforU.S.Policy",CRSReportforCongress,2013.7.26,p.13표 참조

108)CIA,WorldFactbook,2014.3.11

109)MarkE.Manyin,ibid.(footnote107),p.27참조

110)Le,Tang Than Trai,"The LegalAspects ofForeign Investmentin

Vietnam", Scholarly Works, Paper 792, 1995, p.46 (available at:

http://scholarship.law.nd.edu/law_faculty_scholarship/792,accessedJan.23,2016);

JohnQuigley,"Vietnam'sLegalRegulationofForeignTradeandInvestment",6

Md. Journal of Int'l Law. 24, 1980 (available at:

http://digitalcommons.law.umaryland.edu/mjil/vol6/iss1/6,accessedJan.23,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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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에 통보하고 그 이외의 사항은 언 이 없다.111)

4.분단국 특수문제의 처리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 던 북쪽이 자본주의 국가 던 남쪽을 무력

으로 통일함으로써 독일과는 다르게 몰수재산권 처리문제가 표면 으로 

등장하지 않았다.그보다는 앞에서 언 하 듯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토

지는 국가 소유를 기본으로 하고 토지사용권을 할당하는 과정에서 과거 

원소유자와 당시 경작자간 사실상의 토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

히 발생하 다.

베트남은 조약승계와 련하여 1976년 7월 2일 남북베트남이 통일되

어 새로운 국가(SocialistRepublicofVietNam)를 형성하 다는 사실을 

UN에 통보하고 그 이외의 사항은 언 이 없다.112)

제 4  멘

멘은 2012년 재 한반도의 2.4배 면 에 25.4백만명의 인구를 보

유하고 있는 국가로서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1인당 GDP가 1,538달러에 

불과한 동의 빈국이다.113)통일 이던 1989년 북 멘(정식국명은 멘

아랍공화국,YemenArabRepublic)의 국토 총면 은 194,250㎢,인구는 

880만명이었고,남 멘(정식국명은 멘인민민주주의공화국,thePeople's

DemocraticRepublicofYemen)은 336,869㎢의 면 에 240만명이 살고 

있었다.1989년 북 멘의 GDP는 660.7억 리얄,1인당 GNP는 670달러,

남 멘의 GDP는 107.1억 리얄,1인당 GNP는 540달러 다.114)

111)UnitedNations,op.cit.(footnote55),p.52

112)UnitedNations,ibid.,p.52

113)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멘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2013.8,1면 참조

114)김국신, 멘 통합 사례 연구,민족통일연구원,1993.12,37,41면;WorldBank,

Republic of Yemen: Institutional and Policy Environment for Industrial

Development,ReportNo.9008-ROY,1991.12.2,para.1.0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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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으로 남북 멘은 1873년 오스만 투르크와 국간 정에 의하

여 분단되었다가 1918년 오스만 제국이 패망하여 물러나면서 북 멘이 

독립하여 회교군주국을 수립하 고 남 멘은 국의 보호령으로 남아있

다가 1967년에 독립하 는데,북 멘은 권 인 군사독재체제가 자리잡

고 있었고,남 멘은 독립 기에는 도 인 세력이 집권하다가 1969년 

정변 이후는 사회주의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다.115)남북 멘은 

1967년 남 멘 독립 이후부터 재통합을 한 상을 지속하 지만 지정

학  환경요인에 의한 외세개입,정 간 립심화에 따른 정국불안,상호

간 이념과 체제의 차이로 인한 행  등으로 인하여 통일이 쉽지는 

않았다.그러나,단일민족성을 바탕으로 공통의 역사 ․종교  배경이 

통일의 구심 이 되어 국경분쟁에도 불구하고 1972년 카이로 정  트

리폴리성명을 거쳐 통일의 방법  기본원칙과 통일헌법의 기본원리에 

합의하고 수많은 우여곡 이 있었지만 결국 평화  통일을 이룩하게 되

어 1990년 5월 22일 남 멘의 수도 아덴에서 통일을 한 최종문서에 서

명하고 ‘멘공화국(RepublicofYemen)’의 성립을 알렸다.116)

산악이 많고 농업 심 사회 던 북 멘은 자본주의체제를 채택하고 

있었는데 독립 이후 곧 지방의 부족장세력이 강했고 사우디아라비아의 

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으나,1987년 마리 주에서 석유가 개발되

면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시작하여117)통일이 이던 1989년 말에는 

앙정부가 부족 세력에 해 상당한 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사우

디아라비아에 한 의존도도 일 수 있게 되었다.이러한 은 북 멘 

정부가 부족세력과 사우디아라비아의 향력에서 벗어나 비교  자유롭

115)임채완 등,앞의 책(주 12),137-139면

116) 멘통일의 자세한 과정에 해서는 김국신,앞의 책(주 114);장명 ,“남북

멘 통일헌법에 한 연구:남북한 통일헌법 구상을 한 한 시도”,공법연구 제21집,

한국공법학회,1993.7등 참조

117) 멘내 석유 확인매장량은 약30억배럴로 세계 29 수 이며,최근까지도 멘

의 석유의존도는 체 수출의 90%,정부세입의 70%에 이르고 체 GDP 비 석

유․가스생산업의 비 이 27.7%에 이를 정도인데,일일 석유생산량은 2005년 40만

배럴에서 2011년 20.8만배럴,2012년 18만 배럴로 감소하여 경제 침체의 가장 큰 요

인이 되고 있다.주 멘 한민국 사 , 멘 개황,2013.5,54면,6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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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남 멘과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118)

남 멘은 건국 이후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채택하여 토지를 무상몰수

하여 농민들에게 분배119)하 고,외국기업,은행  보험회사를 국유화하

다(남 멘헌법 제15조).하지만 사 소유권도 헌법에 의하여 일정부분 

인정하 다(남 멘헌법 제18조).

남북 멘은 두 개의 별개체제가 존재하기는 했지만 사실상 이슬람교

를 배경으로 양 멘의 사회구조가 상당히 동질 이었고 아랍민족주의가 

근 에 깔려 있었으며,1980년 말경 남 멘이 주택건설에 개인투자 허

용, 멘국립은행에서 발행한 증권을 사우디 시장에 유통  하는 등 자

체개 조치를 취하 는데 동 조치는 소련으로부터의 경제원조 감소,사

회주의 경제제도 실패 등에 한 응책으로 양 지역간 경제제도의 간극

을 여 통일을 앞당기는 진제 역할을 하 다.120)

1.경제통합의 제조건 구축

통일 이 부터 남 멘과 북 멘은 상호 한 교류를 진행하면서 

경제 통합 환경을 구축해 나갔으며,경제통합을 진척시키기 한 합의서

도 체결하 다.1979년 11월 17일부터 11월 19일 사나에서 이루어진 ‘남

118)김국신,앞의 책(주 114),25-27면 참조

119)남 멘헌법 제19조(토지소유의 범 와 제한)“술탄족,Amir족,Sheikh족,과거

식민정권의 재산 농 개 법에 명시된 자의 소유재산은 보상없이 몰수한다.이

토지는 가난한 농민,농 노동자와 도시와 사막으로부터의 이주민들이 사용한다.토

지소유의 범 는 법으로 정한다.농 개 에 의해 가난한 농민,농 노동자 도시

와 사막으로부터의 이주민들에게 분배된 토지는 국가에 의해 특별히 보호된다.어느

구도 이 토지를 소유할 수 없다.국가는 사회정의 원칙에 입각하여,농 노동자와

농민들의 참여하에 국가 인 농 개 을 가능한 한 단시일내에 시행한다.국가는

농업 동체를 장려하고 국 농장을 설립한다.토지와 재산은 국가가 리한다.”남

멘헌법은 장명 ,분단국가의 통일과 헌법:독일과 멘의 통일사례와 헌법자료,

국민 출 부,2001부록 참조

120) 동문제연구소,통일 멘과 남북한, 동문제연구소 제6회 세미나자료,한국외

국어 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1992.7,10-15면 참조.이외에도 멘정부부처들은

제도통합을 하여 통일 에 45개의 법안과 147개의 행정조례법안을 제정하 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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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멘 내무장  합의서’를 통하여 남북 멘 주민간 왕래에 편의를 제공

하고 남북간 교역증 를 해 승객과 상품 운송수단에 하여 목 지까

지 모든 편의를 제공한다고 합의하 다.121) 한,1980년 5월 6일 아덴합

의서는 경제분야 활성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 있어서 남북 멘간 

을 강화하고 조정한다는 내용으로 산업분야, 물자원분야,교통분야,

융분야,통계  개발계획 분야, 분야, 시분야 등에서 구체  력

사업을 제시하 다.1980년 6월 12일에는 그 후속조치로 남․북 멘이 

각각 50:50지분을 투자하여 멘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정과 멘

해상운송회사 설립 정을 체결하 으며,천연자원 공동사업에 한 양국 

정부간 정도 체결하 다.

1981년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간 진행된 의를 통하여 ‘남북 멘

간 조정  상호 력에 한 합의서’를 체결하 으며,경제분야에서는 

남북 멘의 경제,사회 개발계획의 상호 조정,지질  수자원분야 공동

력,농업분야 공동 력사업 진행 등을 합의하 다. 한,1982년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개최된 ‘공동각료회의 제1차 회의’에서 1981년의 

합의서에 의거하여 주민 왕래, 멘주식회사,교역,통일로 사업,농업분

야 등에 하여 합의가 이루어졌다.1983년 8월 18일에는 교역 활성화를 

한 조세  세 면제 원칙에 합의하여 ‘특별공동 원회’를 설치하고,

1988년에는 ‘아랍경제사회개발기 ’에서 63백만달러를 지원받아 ‘남북 

멘간 력체계통합’이 이루어졌다.122)1988년 4월 석유 매장량이 최소 50

억 배럴 정도로 추정되는 남북 멘의 국경지 에서 양국 군 병력이 충돌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으며,123)1988년 5월 4일의 ‘남북 멘 공동합의

서’제5항에서 유 지 인 북 멘의 마리 (Ma'rib)주와 남 멘 샤 와

(Shabwah)주의 2,200㎢에 걸친 공동구역에서 군사기지를 철수시키고 석

유부장 들이 공동으로 투자개발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합의하 다.

121)이하 남북 멘간 경제통합과정의 세부 내용은 주로 주 멘 한민국 사 ,앞

의 자료(주 117)참조

122)홍성민,행운의 아라비아 멘,북갤러리,2006,135-136면 참조

123)유지호, 멘통일이 한국에 주는 교훈,공 장 귀국 보고시리즈 93-8,외교안보

연구원,1993,12-1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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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합에 한 합의는 1988년 11월 19일 ‘남북 멘간 공동지역개발에 

한 합의’를 거쳐 1989년 11월 30일 ‘아덴 정상회담 합의’  1990년 4

월 22일 ‘멘공화국선포  과도기 련 사항에 한 합의서

(Agreementon the proclamation ofthe Republic ofYemen and

arrangementsforthetransitionalperiod,이하 ’사나합의서‘)를 통하여 

통일에 이르게 되었다.

남북 멘은 1990년의 사나합의서에서 30개월간의 과도기를 설정하

는데,사나합의서 문에서는 과도기는 유한하지만 멘공화국의 미래

를 비하고 의원총선거를 실시하는 데 충분한 기간이며 단일국가의 헌

법과 그 정통성이 무시당하거나 개정되지 않고 유지될 것을 보장한다고 

선언하고 있다.124)

경제 통합을 통하여 멘인은 남 멘의 풍부한 물자원, 료체제 

 북 멘의 노동력,기업활동이 시 지효과를 발휘하여 경제  측면에

서 안착할 것이라는 기 와 함께 남 멘의 수도 아덴항을 자유무역지

(freetradezone)로 만들어 경제의 심으로 발 시키겠다는 계획을 가

지고 있었다.125)특히,통일 직 까지 북 멘의 원유 생산은 일당 약20만

배럴이고 남쪽에서는 1만～1만5천배럴이 생산되었는데,국경지 에서 매

장량 추정치가 약50억배럴인 새로운 유 이 발견됨으로써 통일분 기 형

성에 큰 기여를 하 다.126)하지만 1990-1991년의 걸  당시 이라크 지

지의 반향으로 약85만명의 해외거주 멘노동자들이 귀국하여 경제에 부

담을 안기고,1994년에는 남․북 멘간 내 까지 치르면서 경제가 지속

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며,내부정국이 불안하여 원유․가스 생산이 목

표치를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며,타 산업을 발 시키겠다는 계획도 제

로 달성하지 못하여 여 히 경제의 부분을 석유 매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취약한 경제구조를 보유하고 있다.

남북 멘간 1990년 5월 1일에서 5월 4일까지 사나에서 개최된 ‘남북

124)사나합의서 문본은 http://www.al-bab.com/yemen/unity/unif6.htm(2016.1.23

일 검색)참조

125)임채완 등,앞의 책(주 12),164-166면

126) 동문제연구소,앞의 자료(주 120),1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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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 양국 각료회의 의장 공동회의’합의문에는 통화,재정,운송과 통

신,민원과 노동 등 경제분야의 통합에 한 내용이 주로 담겨 있으며,

1991년부터 시행된 멘통일헌법도 경제질서 련 조항,재산권 련 조

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가.이슬람식 시장경제질서 도입

경제  측면에서 볼 때 남 멘은 국가통제 경제체제를,북 멘은 시

장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었으며,통일된 멘공화국은 이슬람 샤리아에 

바탕을 둔 경제체제를 표방하 다.이는 완 한 시장경제체제라기 보다

는 사회주의  색채가 상당히 강한 혼합경제체제 다127).

1991년 5월 16일 국민투표로 확정된 멘헌법 제6조에 의하면 통일

멘의 국가 경제는 i)생산  사회  계에 있어 이슬람식 사회정의,

ii)주요한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 있는 근  공공부문의 설립,iii)공익

을 목 으로,법률에 따른 공정한 보상을 제외하고는 간섭받지 않는 사

유재산권의 보호,iv) 외의존 이지 않은 효율 인 국가경제의 건립  

아랍 이슬람의 유산과 멘사회의 상황으로부터 도출된 사회주의  계

의 형성을 보장하는 종합  발 의 실 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원칙

하에 건설된다.128)  규정을 보면 멘공화국은 이슬람식 사회정의를 

127)장명 ,앞의 책(주 119),152면 참조

128) 본 고의 1991년 멘헌법 조문은 Maktari,A.& McHugo,J."The

Constitution ofthe Republic ofYemen".Arab Law Quarterly Vol.7,No.1,

BRILL,1992,pp.70-82참조

Article6Thenationaleconomystandsonthefollowingprinciples:

(1)Islamicsocialjusticeinproductionandsocialrelations;

(2)Theconstructionofadevelopedpublicsectorcapableofowningmajor

meansofproduction;

(3)Protectionofprivatepropertywhichisnottobeinterferedwithexceptfor

thesakeofthepublicinterestandforafaircompensationinaccordance

withthelaw;

(4)Allsuch relationsandenergiesshallbedirectedtowardsensuring the

creationofanefficientnationaleconomyfreeofdependence,andfor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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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고,주요한 생산수단을 소유할 공공부문을 설립하며 아랍 이슬람

의 유산과 멘사회의 상황으로부터 도출된 사회주의  계의 형성을 

시한다는 에서 서구식 자본주의와는 차이가 있으며,규범 으로는 

국가나 공공부문의 역할이 더 강조된다고 할 것이다.129)학자에 따라서

는 아랍국가에서의 사회주의는 통상의 공산주의국가에서 얘기하는 맑스

닌주의와는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한다.130)

그 외 통일헌법 제7조에서는 천연자원이 국가의 소유이며,국가는 

공익을 하여 이를 개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으며,제8조에서는 국가

의 경제정책이 공익과 국가경제 발 을 한 정부 개발계획의 테두리안

에서 공공․자연자원의 개발과 투자를 담당하는 공공법인의 설립과 모든 

경제․사회 발 분야에서 공공,민간 그리고 혼합 부문의 능력과 기회의 확

개발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과학  계획에 의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다.제7조와 제8조의 헌법규정을 볼 때도 경제내에서 국가의 역할이나 

정부계획의 역할이 매우 강조됨을 알 수 있다.

한,제9조에서는 국가가 외국과의 무역을 지도하고 이를 성장시키

기 하여 노력하며,그 효과성을 높이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

록 총 하며,소비자를 보호하고 시민들에게 생필품을 공 할 목 으로 

내부 교역을 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0조에서는 법률에 의하여 국

가의 공식 인 통화  융․은행제도를 규제하며,표 과 도량형을 정

의하도록 하고 있어 표 화에 심을 두고 있다.제11조에서는 조세부과

시 사회의 이익과 국민들간의 사회정의의 실 을 염두에 둘 것을 규정하

고 있고,제12조에서는 조세법률주의,제15조에서는 재정의회주의를 규정

하고 있었다.

통일헌법은 내 을 거쳐 1994년에 1차 개정되고 2001년에 2차로 개

정되었는데,개정헌법은 제3조에서 이슬람 샤리아가 ‘모든’입법의 원천

realizationofcomprehensivedevelopmentensuringthecreationofsocialist

relationsderivedfrom theArabIslamicheritageandthecircumstancesof

Yemenisociety.

129)김국신,앞의 책(주 114),100-101면 참조

130) 동문제연구소,앞의 자료(주 120),24-2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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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된다고 규정하 고,제7조 단에 “국가경제는 개인과 사회 양자 모

두에 이익이 되고 국가의 독립성을 제고하는 경제  행 의 자유에 기

한다”고 규정하고,후단에서 국가경제가 기 하는 원칙도 이슬람 사회정

의,합법  경쟁,사유재산권의 보호와 존  등 세가지로 규정함으로써 

좀 더 시장경제질서에 가까운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다.131)132)

정치  통합 이후 멘정부는 두 개의 상이한 경제체제를 통합하기 

하여 노력하려 하 으나,남북 멘 모두 아랍권으로부터의 원조와 해

외근로자들의 송 133)이 요한 원천이었다.1990-1991년의 걸  당시 

멘정부가 쿠웨이트를 침공한 이라크를 지지하는 바람에 이 부터 사우

디 아라비아에서 일하고 있던 약 85만명의 멘인들이 1990년 사우디아

라비아에서 쫓겨나 귀국하고 원조도 취소되는 바람에 국내 실업률이 

폭 상승하고 정부 재정도 크게 악화되었다.특히 재정의 반 인 상황

이 매우 안 좋아져서 1991년 GDP 비 10%를 차지하던 재정 자가 

131)1994년 헌법 번역문은 http://www.al-bab.com/yemen/gov/con94.htm(2016.1.23

일 검색) 2001년 헌법 번역문은 http://www.refworld.org/docid/3fc4c1e94.html

(2016.1.23일 검색)참조.제7조의 내용은 동일하며 어번역문은 아래에 같다.

Article(7):Thenationaleconomyisbasedonfreedom ofeconomicactivity

whichbenefitsboththeindividualandsocietyandwhichenhancesnational

independence.The nationaleconomy should be founded on the following

principles:

a.Islamicsocialjusticeineconomicrelationswhichaimsatdevelopingand

promotingproduction,achievingsocialintegrationandequilibrium,providing

equalopportunitiesandpromotinghigherlivingstandardsinsociety.

b.Lawfulcompetition between the public,private,cooperative and mixed

economicsectors,andrealisationofequalandjusttreatmentinallsectors.

c.Protectionandrespectforprivateownership,whichcannotbeconfiscated

unlessnecessaryinthepublicinterest,inlieuoffairconsiderationandin

accordancewithLaw.

132)1994년 헌법 개정은 멘공화국이 남 멘지역과의 정치․군사 결로 빚어

진 내 진압 후 새로운 국가체제 정립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장명 ,앞의 책(주

119),157면 참조

133)북 멘의 경우 약100만명에 달하는 해외근로자들로부터 GNP의 약 40%에 달

하는 17억달러의 송 이 있었으며,남 멘도 약 8만5천명으로부터 GNP의 70%에 달

하는 송 이 있었다.홍성민,앞의 책(주 122),14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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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1994년사이에 GDP의 16%까지 증가하 고,1995년에는 60%를 과

하는 물가상승률을 기록하 다.134)

멘통합 기 통일 멘정부는 그 이  존재하고 있었던 남북 멘의 

공무원 모두를 유지하고 그 비용은 임 이 더 높았던 북 멘 수 으로 

지 키로 결정하 는데,이러한 결정은 통일 멘정부의 재정에 큰 압박 

요인이 되었다.특히 통일이  북 멘 공무원수는 10만명 정도 으나 통

일 후 남 멘 공무원 조직 30만명을 흡수함으로써 행정인력의 비 화를 

래하 다.135)통일국가로서의 기단계에 멘은 높은 통일비용로 인

하여 재정불균형이 증가하 고 이로 인하여 인 이션율이 증가하는 결

과를 낳았다.136) 화폐가치도 락하여 리얄화의 달러화 비 환율이 

1990년 14:1에서 1991년 9월에는 35:1로 상승하 고 경제 기 극복을 

하여 통일 멘정부는 세계은행 국제개발 회(IDA)로부터 3천3백만달러

의 긴 경제복구자 을 융자받았다.137)

화폐․ 융정책 측면에서 통일 이  양국 각료회의 경제․재무 원

회에서는 단일 세, 앙은행과 화폐의 통일,소득세,상업은행제도,일반

재정제도의 정비를 구하 다.통화통합은 1990년 5월 1일부터 5월 4일

까지의 ‘남북 멘 양국 각료회의 의장 공동회의’합의문을 통하여 통일

정부는 과도기간  남 멘의 디나르(Dinar)화와 북 멘의 리얄(Rial)화

를 동시에 법화로서 사용토록 결정하 다.1991년에 남 멘의 디나르화

는 시장에서 회수되었는데,당시의 환율은 북 멘의 리얄화에 해 통합

 1D=13～14YR에서 회수시에는 1D=26YR로 평가 상되었다.138)

멘의 사회복지는 빈곤,식량부족,높은 문맹율,식수 부족 등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이며,정부 재정 한 자를 거듭하여 이러한 상

134)WorldBank,RepublicofYemen:PublicExpenditureReview,ReportNo.

16147-YEM,1996.11.27,p.2

135)국가정보원,각국의 통일․체제 환 사례집,2003

136) Abdulmajeed Al-Batuly et.al."Assessing Development Strategies to

AchievetheMDGSintheRepublicofYemen",CountryStudy,UnitedNations

DepartmentforSocialandEconomicAffairs,2011.7,p.7

137)김국신,앞의 책(주 114),103면 참조

138)장명 ,앞의 논문(주 116),14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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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을 개선하는 데에 역부족이다.인구의 48%에 해서만 안 한 식수가 

공 되고 있고 인구의 략 1/3이 양부족 상태여서 기 인 생존도 

제 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멘 국민 1인당 총보건비 지

은 57불 수 으로 타 동국가 평균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보건담당

부처의 산이 정부 산의 4.5%에 불과한 실정이다.139)통일 당시에도 

상황은 유사하 는데,이는 제 로 된 사회안 망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

서 얼마되지 않는 재정의 부분을 비효율 인 보조 에 투입하고 그  

혜택 한 소득층에게 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통일 멘정부는 

과 가루,석유  기 등 세 가지 주요 소비품에 하여 보조 을 지

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었으며,이로 인하여 막 한 재정상 부담을 증

가시키고 있었는데,보조  합계가 1996년 GDP 비 9%에 가까운 규모

로 추계되었다. 한 소득층에 하여 렴한 식재료를 공 한다는 명

목하에 지 된 에 한 보조 이 주로 의 수입업자에 하여 지 됨

으로써 국내 생산  가격에 부정 인 향을 미쳐 국내생산농가의 소득

을 인하시키고 있어서 소득층에 혜택이 돌아가는 제 로 된 사회안

망의 구축이 필요하 다.140) 다만,사회보험노동부(Ministry ofSocial

Affairs,SocialInsuranceandLabor)에서 노인,장애인,미망인,고아 등 

노동능력이 없는 소득층에 한 소득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는데,

1994년 31천개 가구에 하여 31백만 리얄의 식품   지원이 주어

졌다.141)노동능력이 있는 소득층에 한 최선의 지원은 고용창출과 

농 지역에서의 사회서비스의 공  증가  소득층을 지원할 비정부기

구의 설립인데,통일 멘에서 이러한 작업은 세계은행 사업의 맥락에서 

추진되었다.142)

1992년부터 1996년까지 멘의 GDP 비 경상이   자본이 의 

비 을 보면143),경상이 의 약 70-80%는 사회보장 이   연 기여로 

139)주 멘 한민국 사 ,앞의 자료(주 117),97-98면 참조

140)WorldBank,op.cit.(footnote134),p.18

141)1995년 세 가지 보조 총액 144억리얄( 101억,석유 25억, 기 18억)에 비

하면 매우 작은 수치이다.

142)WorldBank,ibid.,p.23

143)WorldBank,ibid.,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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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되고,나머지는 공공법인에게 돌아가며,평균 GDP의 1.5%를 차지하

는 자본이 의 부분도 공공법인에게 돌아간다.1996년 멘에는 4가지 

주요 연 기 이 있는데,각각 공무원연 (공공법인 근로자도 포함),군

인,경찰,그리고 민간 부문 근로자를 한 것이다.공무원연 을 로 

들면 강제가입이며,근로자가 의 6%를 납부하고 정부가 동일한 비

율을 기여하는데,60세 은퇴와 35년 근무 후 연  액을 받을 수 있고 

매년 연 액은 근무기간과 마지막 연도 을 고려한 산식에 따라 계산

한다.144)

나.사유재산제 보장

에서도 언 하 듯이 통일 멘헌법 제6조는 통일 멘의 국가 경제

가 기 하는 네 가지 원칙  하나로 ‘공익을 목 으로,법률에 따른 공

정한 보상을 제외하고는 간섭받지 않는 사유재산권의 보호’를 들고 있어 

사유재산제를 보장하고 있다.한편,통일 멘헌법 제7조에서는 천연자원

이 국가의 소유이며,국가는 공익을 하여 이를 개발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 다.

남 멘은 사회주의체제로 토지의 무상몰수․무상분배를 실시하 기 

때문에 통일정부는 과도기간  남 멘 지역의 사유화 정책을 제한된 범

내에서 실시하 지만 이 과정에서 술탄과 부족장 등 소유자들이 소

유권을 주장하 고 사용자들의 보상 요구 한 이어졌었다.

2.경제통합의 주요 내용

가.재화의 자유로운 이동

남북 멘간에는 1983년 8월 18일 교역 활성화를 한 조세  세 

면제 원칙에 합의하여 ‘특별공동 원회’를 설치하는 등 통일 이 부터 

144)WorldBank,op.cit..(footnote134),pp.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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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기 한 의가 지속되었으며,통

일헌법에도 재화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다만,통일

멘정부는 과 가루,석유  기 등 세 가지 생필품에 하여 보조

을 지 하고 있었으므로 그러한 물품의 시장 경쟁이 왜곡되는 측면이 

있었다.한편,남북 멘은 농림어업과 공공부문의 비 이 매우 높고 제조

업의 비 이 매우 낮았다.

나.용역의 자유로운 제공

통일 후 멘 경제에서 용역은 1996년 실질 국내총생산의 약 35%를 

차지하 다.145)남북 멘간 용역의 자유로운 제공은 법 으로는 큰 장애

가 없으나, 멘내 용역산업의 발달이 미비하고 용역의 네 가지 제공형

태의 발달과 련된 물  토 (통신망,도로,항만,철도 등)가 제 로 갖

추어지지 않아 용역의 자유로운 제공은 사실상의 제한을 받았을 가능성

이 크다.

다.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통일헌법 제3조에서는 “이슬람 샤리아법이 주요한 입법 원천이 된다

(TheIslamicShari'alaw istheprincipalsourceforlegislation)”고 규정

하고 있고,제10조에서는 “법률은 국가의 공식 화폐와 융․은행제도를 

규율한다.법률은 표 ,측정,도량형을 정의한다(Thelaw shallregulate

theState'sofficialcurrencyandthefinancialandbankingsystem.It

shalldefinestandards,measuresandweights)”고 규정하고 있다.

남북 멘이 통일헌법의 원리로서 이슬람법 샤리아(Shari‘a)를 채택하

고 있으므로 융 한 이러한 원칙에 따른다.샤리아에 나타난 이슬람 

융거래의 주요 규범은 첫째,이자 수수 지,둘째,부도덕한 거래 

지,셋째,투기와 불확실성의 배제,넷째,자본축재 지 등이 있다.146)

145)WorldBank,op.cit.(footnote134),p.56



- 142 -

남 멘 지역에는 식민지의 유산으로 1960년 에 북 멘보다 더 많은 

자본주의 기업들이 소재하고 있었으나,독립 이후 국유화되었다.북 멘 

한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기는 하 지만 이슬람의 사회정의 원칙에 

따라 공공부문과 정부계획이 시되었다.1990년 통일로 인하여 통일

멘에서는 140여개 공공기업이 73,000명을 고용하게 되었다.147)

1991년 통일 헌법에서는 공공부문에서 주요한 생산수단을 소유하도

록 하고 있고,자연자원의 개발과 투자를 담당하는 공공법인을 설립토록 

하고 있다.1990년  멘기획부장 에 따르면 모든 국가소유회사를 

민 화한다고 하 는데,여기에는 무역,은행,운송,어업, ,농업,산

업  건설의 7개 분야가 포함되며,구체 으로는 2개의 항공사, 멘국

립은행과 멘은행,시멘트 공장,섬유공장,콘크리트공장,생선통조림공

장,채석업,호텔,극장,농장이 모두 포함된다.실제로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간 공동투자회사인 멘통신(Yemen Telecommunication)사는 국

의 회사와 국제 화선을 건설하기 한 20.4백만불짜리 계약을 체결하

다.148)이와 같은 에서 볼 때 멘에서 국유기업 등 공공부문의 비

이 비 함을 알 수 있다.

라.인력 이동의 자유

통일헌법 제38조(그 이후 개정헌법에서는 조항만 바 고 내용은 불

변)는 “ 멘 역내에서 모든 시민들에게 이 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

며,이는 시민들의 평화와 안 상 필요로 법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

고는 제한받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헌법상 인력 이동의 자유와 

련한 제한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146)샤리아 이슬람 융의 특징에 하여는 손태우 외,“이슬람 융상품의 국내

도입을 한 이슬람은행에 한 연구”,법학연구 제54권 제2호,부산 학교 법학연

구소,2012.5,

147)WorldBank,op.cit.(footnote134),p.27

148)Bhattacharyay,BiswaN."TrendsinPrivatisationintheArabWorldandits

Problemsand Prospects",Savingsand Development,Vol.20,No.1,Giordano

Dell-AmoreFoundation,1996,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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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제 노동시장에서의 인력의 이동은 정부의 리하에 있었

다.즉,1970년 북 멘 노동법과 1978년 남 멘 노동법을 통합한 1995년 

통일 멘 노동법은 동법 제14조에서 모든 고용주들이 공석이 발생한 지 

7일 이내에 노동부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노동부가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당한 근로자를 지명하지 않는 경우 고용주가 요구사항을 충족

하는 신청자를 고용할 수 있다.149)

1994년 멘의 각 직업군별 근로자 분포를 보면 농림어업에 종사하

는 근로자가 52.3%를 차지하고 제조업에는 4.1%,나머지는 서비스업에 

종사함을 알 수 있다.150)

마.토지 거래제도의 통일

통일 후 멘은 등기제도를 확립하려 하 는데,2010년 재 사부문

에서 제공하는 등기 련 서비스는 있으나 공 으로 유효한 등기제도는 

확립되어 있지 않다.151) 멘은 경작가능한 토지가  국토의 약 1% 정

도에 지나지 않으며,152)토지 소유 형태는 네 가지인데,국가토지( 체토

지의 90%,경작가능지의 10%),사유토지(경작지의 84%),종교토지( 체 

토지의 3-4%), 공동토지(communal land)가 그것이다.153) 민법(Civil

code)과 국가토지  부동산법(the Law on State Landsand Real

Estate)이 있긴 하지만 국가토지와 공동토지간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

태이고 보상받지 않은 국유화 는 국유토지의 사 인 불법 용 등이 

빈번하다.154)

149)Enders,K.,etal.,Yemeninthe1990s:From Unification toEconomic

Reform,IMFoccasionalpaperNo.208,IMF,May2002,p.59

150)Enders,K.,etal.,ibid.,p.87

151)Thompson,H.,LandminesandLandRightsinYemen,GenevaInternational

CenterforHumanitarianDemining,2010.11,p.5

152)Thompson,H.,ibid.,p.5

153)WorldBank,RepublicofYemen:LandTenureforSocialandEconomic

InclusioninYemen,ReportNo.54923-YE,2009.12,p.9

154)WorldBank,ibid.,pp.9-10



- 144 -

3.경제통합의 발 조건 구축

통일 멘의 외개방부문은 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카타르,바

인,오만,아랍에미리트연합 등 6개 아랍국가간 경제연합체인 걸 력회

의(GCC;GulfCooperationCouncil)와의 계  세계무역기구와의 

계가 가장 요하므로 이에 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멘은 1996년부터 걸 력회의 회원국이 될 의향을 표명해 왔으

나,걸 력회의사무국의 약한 역량과 기존 회원국들의 낮은 심으로 

아직까지 가입이 되지 않고 있다155).걸 력회의 회원국  가장 긴 

국경을 맞 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와는 지속 으로 국경분쟁이 이어져 

왔으며,2000년에 국경분쟁을 종식하고 정을 체결하 다.156)한편,

멘은 2013년 12월 4일 발리 각료회의에서 WTO가입이 승인되었으며,

2014년 6월 26일 160번째 WTO회원국이 되었다.157)

통일 멘의 사유화는 쟁 등으로 매우 지체되어 1996년 순 사유

화 상을 확정할 센서스가 실시되어 총 192개의 국 기업이 특정되었는

데,이  110개 이상이 남 멘에 치하고 있었다.1996년 사유화의 실제

과정을 담당하는 ‘사유화청(TPO,TechnicalPrivatizationOffice)’이 설립

되었으며,1999년 11월 ‘사유화법(Privatizationlaw)’이 공포되었다.158)

4.분단국 특수문제의 처리

통일 멘은 조약승계와 련하여 새로 성립하는 멘공화국

(RepublicofYemen)이 UN의 단일회원국이 되고,통일 이  남북 멘이 

155)Burke,Edward,‘Onebloodandonedestiny’?Yemen'srelationswiththe

GulfCooperationCouncil,KuwaitProgrammeonDevelopment,Governanceand

GlobalisationintheGulfStates,theLondonSchoolofEconomicsandPolitical

Science,2012,pp.23-24

156)Burke,Edward,ibid.,p.7

157)https://www.wto.org/english/thewto_e/acc_e/a1_yemen_e.htm,accessed Jan.

23,2016

158)Enders,K.,etal.,op.cit.(footnote149),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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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국가나 국제기구와 국제법에 따라 체결한 기존 조약은 효력을 유지한

다고 통보하 으므로, 멘공화국은 남북 멘  일방이 먼  조약을 체

결한 일자부터 동 조약 당사국이 된다.159)

농업은 멘 경제활동가능인구의 50%이상이 종사하지만 국토의 6%

만이 경작가능할 정도로 토지는 희소한 자원이다.통일 이  남 멘은 

사회주의 계획경제하에 토지의 무상몰수․무상분배160)를 실시하 기 때

문에 통일이후 남 멘 지역에 하여 사유재산제를 정립할 필요가 있었

다.통일정부는 과도기간  남 멘 지역의 사유화 정책을 제한된 범

내에서만 실시하여 소규모 공장과 토지는 사유화하지만 외국인 소유 토

지나 지주의 토지에 해서는 국유화를 계속 견지하 다.이 과정에서 

술탄과 부족장 등 소유자들이 소유권을 주장하 지만 재정 형편상 보

상조치가 이루어질 수 없었으며,161) 사용자들의 보상 요구 한 이어

져 경제혼란이 더욱 가 되었다.

제 5  국

1.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 도입

국은 북한과 동일하게 사회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개 개방정책

을 추진한 이래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표방하여 사회주의와 시장경제질

서의 목을 추진하고 있다.이 게 두 가지 이질 인 체제의 통합 는 

진 인 체제 환을 장기간 추진해 왔으며,사유재산권 인정 범 를 

차 넓  왔다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다양한 시사 을 제공해 주고 있

다.162) 화인민공화국은 1949년 10월 1일 북경에서 그 수립을 공식 선

159)UnitedNations,op.cit.(footnote55),p.52

160)Carapico,Sheila,“TheEconomicDimensionofYemeniUnity",MiddleEast

Report,No.184,MiddleEastResearchandInformationProject,1993.10,p.10

161)김국신,“ 멘 통일방식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 ”,「 멘 통일의 문제

」 학술회의 발표논문집,민족통일연구원,1994.5.17,26면 참조

162)신우철,앞의 책(주 40),1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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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하 다.하지만 1954년 9월 20일 제1기 국인민 표회의 제1차 회의

에서 ‘1954년 헌법’이 제정되기 이 까지 명문 헌법은 없는 상태 으며,

건국 직 인 1949년 9월 소집된 국인민정치 상회의 제1차 체회의에

서 채택한 《 국인민정치 상회의공동강령》(이하 ‘공동강령’)163)이 사

실상 헌법으로서의 기능을 하 다. 국의 헌법은 1954년 9월 20일,1975

년 1월 17일,1978년 3월 5일  1982년 12월 4일 통과된 네 개의 헌법

으로 크게 구분하고,1982년 헌법이 네 차례 수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이 에서 1949-1982년은 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사회주의 질

서를 구축하고 계획경제질서를 추진했던 시기이며,개 개방 정책을 뒷

받침한 헌법으로 1982년 12월 4일 제5차 인  제5차 회의를 통과한 헌

법(이하 ‘1982년 헌법’)이 있다.1982년 헌법은 1988년 4월 12일(이하 

‘1982년 수정헌법’)164),1993년 3월 29일(이하 ‘1993년 수정헌법’),1999년 

3월 15일(이하 ‘1999년 수정헌법’),2004년 3월 14일(이하 ‘2004년 수정헌

법’)네 차례의 수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헌법의 변천과정과는 별개로 국 공산당은 앙 원회 제3

차 체회의(3  회), 국 표 회165)등을 통하여 개 개방의 이념에 

163)공동강령은 총강,정권기 ,군사제도,경제정책,문화교육정책,민족정책,외교

정책의 7장 6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임시헌법의 성격을 띄고 있다.공동강령에서

재산권을 주로 한 경제질서에 한 사항은 제4장 경제정책에 주로 담겨 있는데,

제26조에서는 국 경제,합작사경제(合作社經濟),농민과 수공업자의 소상공인 경제

(個體經濟),사인자본주의경제 국가자본주의경제간 역할 분담에 하여 규정하

고,제27조는 토지개 의 요성과 경자유 의 실 에 하여 규정하 다. 한 28

조에서 국 경제는 사회주의성질의 경제이며,국가 으로 통일된 사업 경 과 국유

에 속하는 모든 자원과 기업은 체인민의 공공재산으로 함을 규정하고 있다. 한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합작사경제,사 경제,국가자본 사인자본합작의 경제에

하여 규정하고 있다.공동강령은 표면 으로는 완 한 사회주의 경제를 목표로 하

고 있지 않았지만 이는 시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인민민주통일 선의 연 세력

들에게 사유재산권을 어느 정도 보장해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기타 상세내용

은 이창호,“ 화인민공화국 헌법 제정사”,법학연구 제13집,2005,117-118면 참조

164)1988년부터 국의 헌법 개정 방식이 그 이 의 면 수정에서 부분 수정으로

변경되었다.

165) 국 표 회는 국공산당 최고 도기 으로 매5년마다 1회씩 개최되며, 앙

원회를 선출하고 당장정(黨章程)을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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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각하여 노선을 환함으로써 경제체제를 변화시켜 왔는데,헌법 개정

에 앞서 개최되는 3  회는 실질 으로 국의 개 개방을 이끄는 

요한 회의로서 1978년 12월 18일부터 22일까지 열린 제11기 삼 회166)

에서는 국 개 개방의 방침을 확정하고 계 투쟁 노선을 포기하는 한

편 경제발 심의 노선을 택하 다.1993년 제14기 삼 회에서는 ‘국

가는 각종 소유제 경제가 공평한 조건에서 시장경쟁에 참여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체계화하 다.

1954년 헌법은 공동강령과 달리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국가 목표를 

분명히 하면서도 여 히 과도기  성격을 띠고 있는데 총강,국가기구,

공민의 기본권과 의무,국기․휘장․수도 등 4장 106조로 구성되어 있었

다.167)경제에 한 주요 규정은 총강에 규정되어 있는데,제5조에서 생

산수단의 소유제는 국가소유제 즉 민소유제,합작사소유제 즉 노동군

 집단소유제,개인 노동자 소유제(個體勞動 所有制),자본가 소유제의 

4가지가 있음을 말하고,제6조부터 제10조까지 구체  내용을 규정하

는데,국가소유제를 우선하여 발 시키고 제10조에서 자본가의 생산수단 

소유권과 기타자본소유권을 법에 따라 보호한다고 하 지만 민소유제

가  자본가소유제를 체해 나가도록 하며 자본가의 공공이익 해 

행  등을 지한다고 규정하 다.그 외 제12조에서 국가는 상속권에 

해당하는 공민의 사유재산계승권을 법률에 따라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

166) 앙 원회 체회의는 국 표 회를 제외한 최고 회의체로서 공산당 총서기

정치국 상무 원,정치국 원 등의 지도자들을 선발하는 1차,2차 회의가 있고,

통상 가을에 개최되며 5년간의 국정 운 의 주요계획을 제시하는 3차 회의 등이 있

는데,세 번째 개최되는 체회의를 일컬어 3 회라 한다.장명 교수는 제11기

3 회 이후 국경제의 변화를 ‘경제 원칙에 입각한 개 추진’(1978.12,제11기 3

회)→ ‘계획경제爲主,시장경제爲從’(1982.2,제12차 국 표 회)→ ‘사회주

의 상품경제론’(1984.10,제12기 3 회)→ ‘국가는 시장조 ,시장은 기업유도원

칙’(1987.10,제13차 )→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조화’(1989.6,제13기 4 회)

→ ‘사회주의 시장경제 이론’(1992.10,제14차 )의 순서를 거쳐 시장경제기능이

핵심개념이 되었다고 한다.장명 ,“ 국 헌법개정(93)의 배경․내용․특징:경제개

을 심으로”,법제연구 제4호,한국법제연구원,1993,195-196면 참조.

167) 국 헌법의 주요 내용은 張千 ,憲法學 論,法律出版社,2008,139-147面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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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제14조에서 어떠한 사람이라도 사유재산을 이용하여 공공이익을 

훼손하는 것을 국가가 지토록 규정하고 있다.제15조에서는 국가가 경

제계획을 사용하여 국민경제의 발 과 개조를 지도하고,생산력이 부단

히 높아지도록 하며,인민의 물질생활과 문화생활을 개선하여 국가의 독

립과 안 을 공고히 한다고 규정하 다.

국이 개 개방노선을 채택한 1978년 개정된 1978년 헌법은 ‘문화

명’의 분 기를 완 히 극복하지 못하 고 두 차례 부분개정이 있었

지만 국의 개 개방을 이끌고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한 이 무 많았

다. 국 공산당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하여 1982.12월 제5기 인

 제5차회의에서 1982년 헌법을 채택하 다.1982년 헌법은 1954년 헌

법을 기 로 하 으며 행 헌법의 골격을 이루고 있다.

국에서 사유재산권의 보장은 2004년 3월 헌법 개정시 최 로 규정

되었는데,국가가 공민의 합법 인 수입, 축,건물과 기타 합법 인 재

산의 소유권을 보유하며,국가는 법률규정에 의거하여 공민의 사유재산

의 상속권을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자본주의 국가의 헌법과 달리 

국 헌법은 사회주의 공유재산의 신성불가침성을 규정하고 있다. 국

에서 소유권은 그 주체에 따라 국가소유권,집단소유권,개인소유권의 3

가지로 나뉜다.소유권과 유사한 재산권으로는 경 권,토지사용권 등이 

있다.

토지소유권은 토지의 유,사용,수익,처분 권능을 포함하는 개념

이다. 국도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토

지의 소유권자는 국가 는 일정 집단(集体)으로서 국가토지소유권과 집

체토지소유권으로 구분된다.즉, 국 헌법 제10조는 “도시의 토지는 국

가소유에 속하고 농 과 도시근교의 토지는 법률에 국가소유라고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체소유다.”고 규정하고 있다.개인은 토지에 한 

사용권을 취득하거나 그 사용권을 유상양도할 수 있다.도시의 경우는 

국유토지에 하여 소유자인 국가가 토지사용권을 공 하며,농 의 경

우는 집체토지의 소유권과 경 권을 분리하여 토지는 집체가 소유하고 

각 농가가 토지생산경 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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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의 주요 내용

가.재화시장

국정부는 1979년 혼합가격체계를 도입하여 가격변동을 허용함과 

동시에 가격규제 권한을 유지하려고 하 으나,큰 성과를 보이지 못하다

가 1984년 5월 국 기업의 자주권 확 를 한 잠정규정을 발표하여 이

가격제(雙軌制)169)를 도입하 다.그 후 1989년 들어 인 이션이 극

심해지자 가격개 은 일시 으로 후퇴하 다가 1992년 곡물가격의 완

자유화,1993년 식량배 제의 폐지 등의 조치로 가격자유화를 재추진하

다.170)

나.용역시장

용역의 네 가지 공 방식  자연인의 이동과 련된 방식 3,방식 

4에서 국은 거주이 의 자유가 호구제도를 통하여 실질 으로 제한되

어 도시민과 농민공간 자동차등록에서부터 사회복지제도,자녀교육까지 

다양한 차별을 실시하고 있다.

한,용역은 자연인의 행 와 하게 련되어 있고 상당수의 세

부부문들(의료,법률,교육 등)이 업허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그러한 

용역을 공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규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업허가

제도에 있어 국이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

168)박인성,“ 국의 토지사용제도”,국토연구,2001,77-83면 참조

169)이 가격제는 계획내 부분에 하여는 정부가 가격을 결정하고 계획외 부문에

하여는 시장에 의해 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1985년 곡물,기능작물,면화,

담배 등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과 손목시계,선풍기 등 일부 공산품 가격이 자유화된

데 이어 1986년에는 자 거,흑백 TV 등 749개 품목이 자유화되었으며 1988년에는

담배와 술가격이 자유화되었다.한국은행, 국경제의 개 성과와 개 정책 평가,조

사연구자료,1998.8,13면 참조

170)한국은행, 의 자료,59-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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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계획경제시기(1949-1979)에 면  업허가방식을 통하여 사유경제나 

민간투자 주체의 업에 하여 기본 으로 제한 는 지하는 정책을 

추진하 다.이러한 입장은 개 개방 이후에는 차로 완화되어 2003년 

이후로는 업허가의 상 범 가 매우 한정되어 국가안 ,경제안정,사

회공익  환경생태에 한 사업에 한하여 업허가를 취득하도록 하

다.171)특히,2005년 2월 19일 발표한 ‘개체사 경제 등 비공유제경제 발

을 장려․지원  인도에 한 약간의 의견’은 민간부문의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평등 우  평등진입의 원칙을 선언하 다.172)

다.자본시장

개 ․개방 이후 국의 융개 은 융기 의 다원화, 융시장의 

형성과 정비, 융기 을 통한 거시경제 조 기능의 강화 등 세 가지 방

향으로 추진되었다.173)1973년 3월 농업은행과 인민건설은행 설립,1984

년 국공상은행을 신설하여 인민은행의 상업 융 업무를 이 하 고,

국  상업은행인 교통은행을 설립하 다.174) 한,1986년 1월 우,

우한,션양,충칭,창 우 등 5개 도시를 융시범지구로 정하고 동 지역

에 은행간 콜시장과 어음할인시장을 설립하 으며,1990년 12월 상하이

증권거래소,1991년 7월 선 증권거래소가 개설되었고,채권의 유통 한 

1986년 8월부터 가능토록 하 다.175)

국은 내국인 투자 용주식인 A주식과 외국인과 기 투자가만 거

래 가능한 B주식으로 증권시장이 분리되어 있다가 A주식에는 2002년 12

월 2일부터 허가를 받은 외국인기 투자가의 투자가 허용되었고,B주식

에는 2001년 2월 내국인의 투자가 허용되어 단계 으로 통합해 나가려 

하고 있다.외국인에 의한 국내 주식투자는 진 으로 자유화되어 

171)김은환․정이근, 국의 업허가제도에 한 법제분석,한국법제연구원,2012,

19-22면 참조

172)김은환․정이근, 의 책,23면 참조

173)한국은행,앞의 자료(주 169),63면

174)한국은행, 의 자료,63-64면

175)한국은행, 의 자료,65-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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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 이후 ‘격외국인기 투자가’의 인가  투자쿼터 부여를 

가속화하고 투자범  등에 한 규제 완화도 추진하고 있다.176)

라.인력 이동의 자유 제한:호구제도

호구(戶口)제도는 국의 독자  인구 리방법으로서 국인은 출생

지에 따라 호구가 결정되며,어느 지방의 호구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취학,취업,사회보장제도의 향유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 화인민공화국호구등기조례(中華人民共和國戶口登記條例)》177)(이

하 ‘국호구등기조례’라 한다)는 1958년 1월 9일 국인민 표 회 상무

원회 제91차 회의를 통과하고 동 일자로 화인민공화국주석령으로 공

포시행되었다. 국호구등기조례 제3조에 의하면 호구 등기업무를 각  

경찰조직에서 주 토록 하고 있어 지방행정기구에서 하고 있는 우리와는 

차이가 있다. 국호구등기조례 제4조에 의하면 호구등기기 은 호구등

기부를 설립하며,호구등기부와 호구부등기의 사항은 공민의 신분을 증

명하는 효력을 가진다. 국호구등기조례 제5조에 의하면 호구등기는 호

를 단 로 하며 호주(戶主)를 주 인으로 하여 주 인과 공동거주하는 

사람들을 하나의 호로 한다. 국호구등기조례 제7조에 의하면 아는 

출생 후 1개월내에 호주,친족,부양인 혹은 이웃이 아가 상주하는 곳

의 호구등기기 에 출생등기를 신청한다.

국호구등기조례 제10조에 의하면 공민이 호구 할지를 옮길 때는 

본인 혹은 호주가 이사 에 호구등기기 에 이사등기(遷出登記)를 신청

하여 이사증명을 얻고 호구 기록을 말소(注鎖)한다.공민이 농 에서 도

시로 이사할 경우에는 도시의 노동 련 부서의 고용증명(彔用證明),학

교의 합격증명, 는 도시호구등기기 의 이사허가증명을 반드시 지참하

여 상주지 호구등기기 에 이사 수속의 처리를 신청한다. 국호구등기

176)한국은행,“ 국 격외국인기 투자가(QFII)제도 완화 추진”,상해주재원

지정보,2012.12.14

177) 원문은 www.npc.gov.cn/wxzl/gongbao/2000-12/10/content_5004332.htm

(2016.1.23일 검색)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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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15조에 따르면 공민은 상주하는 시, 의 범 를 벗어난 지방에 

3일 이상 잠시 거주하는 경우 호구등기기 에 등기하여야 하며,제16조

에 따르면 사 인 이유로 상주지를 벗어나 잠시 거주하는 시간이 3개월

을 과하는 경우에는 호구등기기 에 시간 연장 는 이사 수속을 신청

하여야 한다.

국의 호구제도하에서 거주이 의 자유가 제약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 개방이후 동부연안지역에 외국인투자가 증가하여 제조업이 발달하고 

일자리가 증가함에 따라 농 호구를 보유하면서 도시지역에서 일하는 사

람들을 일컫는 ‘농민공(農民工)’이라는 말이 생겨나게 되었다.이러한 농

민공의 경우 도시지역 호구를 가진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교육,의료,주

택,복지 등의 공  서비스가 산제약상 등의 이유로 제공되기가 어려

웠다.

마.토지시장

역사 으로 국은 1949년부터 1979년까지 공유화에 입각하여 토지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고 정부에 의한 공여분배제(할당제)에 의하여 토지

를 공 하 다.178)오히려, 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기 이  공산당이 지

배하던 일부 지역에서는 토지개 이 이미 실시되었고,그 이외의 지역 

한 단기간내 토지개 이 실시되었다.즉,1927년 소  ‘8.7회의’( 공

앙이 제1차 내  패배 이후 1927년 8월 7일 호북성에서 개최한 회의)

에서 확정한 토지 명방침정책에 의거하여, 국 공산당은 《정강산토지

법(井岡山土地法)》,《흥국토지법( 國土地法)》,《 화소비에트공화국

토지국(中華 維埃共和國土地法)》 등 토지법을 제정하 다.179) 한 항

178)법제처,2001년 국의 개 개방 련 법제자료집 1,2001,68면

179)王守智․吳春岐,土地法學,中國人民大學出版社,2011.6,25면 참조.이외에도

국의 토지제도에 해서는 賈登勛․脫劍鋒 主編,房地産法新論,中國社 科學出版社,

2009;孟祥沛,房地産法律制度比 硏究,法律出版社,2012;吳春岐,中國土地法體系構

建 制度創新硏究,經濟管理出版社,2012;王守智․吳春岐 著,土地法學,中國人民大

學出版社,2011;劉道遠,集體地權流轉法律創新硏究,北京大學出版社,2011;曹泮天,

基地使用權流轉法律問題硏究,法律出版社,2012;陳 健,中國土地使用權制度,機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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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쟁시기에 국공산당은 토지정책을 조정하여 “지   이자를 감소

(減租減息)”하는 원칙을 확립하고 동 원칙에 따른 토지입법을 진행하여 

《 감녕변구토지조례(陜甘寧邊區土地條例)》,《 감녕변구토지조 조례

( 안)(陜甘寧邊區土地租佃條例)(草案)》,《 감녕변구지권조례(陜甘寧邊

區地權條例)》등의 법규를 제정하 다.동 법들의 주요 내용은 토지소유

권을 확정하고 지 와 이자를 감소하는 것이었다.국공내 시기인 1946

년 5월 4일에는 소  ‘5.4지시’180)를 내리고 지 와 이자를 감소시키는 

정책을 지주토지를 몰수하는 정책으로 바꾸었다.1947년 9월 13일에는 

동 지시에 근거하여 국 공산당 앙회의는 국토지회의를 개최하고 

《 국토지법 강(中國土地法大綱)》을 통과시켰는데,그 주요내용은 토

지개 의 기본 임무가 건,반 건  착취  토지제도의 철폐와 경자유

의 제도를 실행하는 데 있음을 규정하 다.

국 성립 이후 토지개 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1949년부터 1985년까지 토지법률제도의 기형성단계,1986년부터 1998

년까지 토지법률제도의 발 단계,1998년부터 지 까지 토지법률제도의 

지속발 단계가 그것이다.181)

기형성단계에는 주요한 다섯 가지 특징이 있는데,첫번째는 농민

토지사유(私有)제도의 건설로 1949년 9월 29일 공동강령을 제정하여 

국단 에서 단계 으로 농민토지소유제로 변화할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1950년 《토지개 법(土地改革法)》,《도시교외토지개 조례(城 郊區土

地改革條例)》를 반포하여 농민토지소유권을 규정하 으며,1954년 헌법

에서도 국가가 법률에 따라 농민의 토지소유권과 기타 생산수단소유권을 

보호할 것을 명확히 하 다.

두 번째 특징은 국가의 토지징발제도(國家徵地制度)의 건설로 1953년

부터 1957년까지 국의 소  ‘사회주의 개조시기’  제1차 5개년 계획

과도 궤를 같이 한다.토지징발제도와 련한 가장 요한 법은 《국가

工業出版社,2003등을 참조

180)당일 국공산당이 내린 토지문제에 한 지시의 약칭으로 정식 명칭은 《关于

清算减租及土地问题的指示》이다.

181)王守智․吳春岐,前揭書(註 179),26-27面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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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징용토지방법(國家建設徵用土地辦法)》이며,1954년 헌법에도 토지징

발제도가 규정되어 있어 국가는 공공이익의 필요를 하여 법률에 규정

된 조건에 따라 도시  농  토지,기타 생산수단에 하여 징발 구매

할 수 있다.

셋째는 농 토지에 한 3 소유제도182)로서 토지개 운동 이후 농

집단화운동이 개시되어 합작사183),고 농업합작사  인민공사의 

단계를 거쳐 농 토지의 사인소유제가 신속하게 집단소유제(集體所有制)

로 변화하 다.1956년 6월 제1차 인  제3차회의는 《고 농업생산합

작사시범장정(高級農業生産合作社示範章程)》을 통과시켰는데,동 장정은 

합작사에 입사한 농민은 장차 반드시 사유인 토지를 합작사의 집단소유

로 환할 것을 규정하여 농민에 의한 사  토지 소유제가 종료되고,농

토지의 집단소유제도의 골격이 형성되었다.1962년 공 앙회의는 

《농 인민공사업무조례수정 안(農村人民公社工作條例)(修改草案)》을 

발표하여 정식으로 농 의 “생산 를 기 로 하는 3 소유(三級所有,隊

爲基礎)”라는 토지권리귀속 계를 확정하 다.

넷째는 농 토지의 호별 도 생산책임제의 추진이다.1958년 이후 

개 개방이 에 국은 ‘약진’,3년의 자연재해와 10년의 ‘문화 명’

이 있었다.이러한 시기 토지제도는 매우 무질서했는데 생산력이 크게 

제한되었다.70년 말 국농 은 토지의 도 경 운동을 개시하여 토지

소유권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토지사용권은 인민공사에서 농민의 수 으

로 돌아왔다.즉,1978년 11월 24일 안휘성(安徽省)풍양 (風陽縣)의 소

강 ( 崗村)에서 농민들이 생사 약서를 체결184)하고 이를 국정부가 

182) 기에는 합작사,고 농업생산합작사,인민공사의 세가지 집단소유형태를

의미하 는데,후기에는 생산수단과 생산물을 인민공사,생산 ,생산 의 新 3

으로 나 어 집단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183) 합작사는 집단생산의 한 형태로 토지 기타 생산수단에 한 사 소유

를 인정하되,가입농민이 자발 으로 이를 출자할 수 있고 출자 만을 납부할 수도

있는 형태이다.합작사는 집단 으로 경 되고 지출된 노동력과 출자한 토지 등 생

산재의 지분에 따라 분배가 이루어진다.

184)호별 도 생산책임제,샤오강 생산 생사 약에 해서는 박인성,“샤오강 생

산 농민들의 생사 약”,국토 제335호,2009.9,113-115면;박인성,“ 국의 토지정

책이 통일한국에 주는 시사 ”,국토 제359호,2011.9,32면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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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인함으로써 호별 도 생산책임제(包産到戶,각 가정에 농지를 배분하

여 도 경 권을 부여하는 것)를 실시하기 시작하 고,마침내 1985년에

는 인민공사가 모두 해체되고 호별 도 경 이 면 실시되게 되었다.

다섯째,도시․농 간 이원  토지소유구조의 확립이다.1982년 이  

국 도시의 토지소유권은 실제로는 두가지로 구분되어 있었는데,하나

는 국가토지소유권이고 다른 하나는 사인토지소유권이다.1982년 헌법 

개정시 국은 토지소유권제도를 정비하여 도시토지는 국가소유로 하고,

농 과 도시교외의 토지는 법률에 국가소유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단소유(集體所有)185)로 하 다.택지( 基地)와 자류산지(自留山,自留

地)도 집단소유로 하 다.

1986년부터 1998년까지는 토지법률제도의 발 단계인데,이 시기에

는 도시화의 진 으로 인한 경작지면 의 감소에 응하여 《토지 리

법》을 최 로 반포 시행하 다. 한,토지자원의 시장화 개 을 추진하

여 1982년부터 시범 으로 심천과 주 등지에서 도시토지사용비를 징수

하다가 1987년에 심천에서 토지(엄 히는 토지사용권)의 경매를 진행하

으며,1988년 수정헌법은 토지사용권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유통될 수 

있다고 규정하 다.1988년 12월 토지 리법이 제1차 수정되어 국유토지

와 집단소유토지의 사용권이 법에 따라 양(轉讓,토지사용권의 제3자

로의 양도)될 수 있다. 국이 국유토지의 유상사용제도를 실행함으로써 

국가재정을 매우 튼튼히 할 수 있는 토 를 마련하 다.1990년 국 국

무원은 《도시국유토지사용권설정 양도임시시행조례(城鎭國有土地使用

權出讓和轉讓暫行條例)》를 제정하여 토지유상사용제도를 세부 으로 규

정하 다.그리고,1992년말부터 1994년까지 국은 개발열풍이 불었는

데,부동산 리와 농경지보호를 강화하기 하여 1994년 7월 《부동산

리법(房地産管理法)》을 제정하 고,1994년 8월에는 《기본농지보호조례

185) 국의 집체소유는 우리 민법상 총유에 가장 가깝다.집체소유는 경 ․ 리

주체에 따라 鄕(鎭)농 집체경제조직이 경 ․ 리하는 ‘향(진)농민 집체소유’, 집

체경제조직 혹은 민 원회가 경 ․ 리하는 ‘농민 집체소유’, 내 각 해당 농

집체경제조직 혹은 민소조가 경 ․ 리하는 ‘내 두 개 이상 집체경제조직

의 농민 집체소유’로 구분된다. 국 토지 리법 제10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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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基本農田保護條例)》를 제정하 다.

1998년부터 지 까지는 토지법률제도의 지속발 단계인데,이 시기 

국은 토지용도 리제도를 구축하여 농경지의 엄격한 보호를 추진하고 

있다.공업화․도시화로 인한 토지 수요 증가를 한 축으로 하고,경지의 

엄격한 보호를 다른 하나의 축으로 함으로써 토지 리 측면에서 모순이 

날로 증가하 다.이러한 실  배경하에 토지 련 법률도 조 씩 변화

하 다.즉,토지용도 리제도를 수립하여 경지보호를 엄격히 하려 하

다.1997년 국무원이 발표한  《토지 리․경지보호를 더욱 강화함에 

한 통지(關于進一步加强土地管理切實保護耕地的通知)》에 근거하여 1998

년 8월  《토지 리법》이 면수정되었고  《토지 리실시조례》가 반

포되었으며, 《기본농지보호조례》등이 수정되었다. 한,토지사용권 

설정(土地出讓)시 경매제도(招拍挂制度)를 실시하 다. 국 국토자원부

는 2002년 《국유토지사용권경매설정규정(招標拍賣挂牌出讓國有土地使用

權規定)》과 2003년 《국유토지사용권 의설정규정(協議出讓國有土地使

用權規定)》을 발표하 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국에서 농민의 토지는 집단소유로 변경하

다가 토지사용권을 심으로  개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쪽으로 변

화하고 있다.하지만 토지소유권의 내용  리처분권은 여 히 집단의 

소유로 남아 있으며,등기(確權登記)를 하더라도 등기부상 권리자로 개인

을 인정하지는 않는다.

주택과 련하여 1980년 4월 서성 서안과 서자치구의 유주 등지

에서 주택의 유상분양을 시도하 는데,주택건설원가 액을 분양가격으

로 하여 개인에게 분양하 고 1981년에는 이같은 방식을 국 23개 성,

시,자치구의 60여개 시  진(縣鎭)으로 확 하 다.그러나,분양가격

이 주민소득에 비하여 무 높아 분양실 이 부진하 다고 한다.186)

1991년 11월 23일 국무원은 住房제도개 도소조의 《关于全面推進城镇

住房制度改革的意見》187)을 발표하 고,이어서 1994년 7월 국무원은 

186)박인성,“ 국의 주택정책과 통일 후 시사 (하)”,국토 제196호,1998.2,59면

참조

187)《关于全面推進城镇住房制度改革的意見》,國辦發(1991)73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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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关于深化城镇住房制度改革的决定》188)을 발표하 다.동 결정은 주택

건설 투자에 있어서 국가,단 심체제에서 국가,단 ,개인의 삼자가 

합리 으로 그 부담을 결정하는 체제로 환하는 것을 그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3.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의 발

1978년 12월 개시된 국의 개 개방정책은 2001년 국이 세계무역

기구에 가입함으로써 세계로부터 인정을 받았으며,이로써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의 발 을 한 필요조건을 모두 확보하 다.이보다 앞서 

홍콩은 국에 반환될 때 이미 별도 세구역으로서 GATT의 체약당사

자의 지 를 확보하고 있었으며, 국 한 홍콩특별행정구역이 1997년 

7월 1일부터 GATT제26조 제5항(c)의 요건을 계속 으로 충족시킬 것임

을 표명하 다. 한, 국은 1995년 6월부터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外

商投資産業指 目 )’189)을 공포하여 시행함으로써 첨단기술을 보유한 외

국인투자를 장려하고 있으며,가장 최근의 수정 은 2015년 이다.특히 

동 수정 은 ‘네가티 방식(규정된 것 외에는 모두 허용)’을 취하여 외상

투자 제한목록에서 외자의 부동산투자에 한 기존의 모든 제한 조항을 

삭제하 고,2015년 8월 27일에는 국 상무부와 주택도농건설부,발개

,인민은행,공상총국,외환국 등 6개 부처가 공동으로 <부동산 시장 

외자진입  리 유 정책 조정에 한 통지>를 발표하여 외국인과 외

국기 의 국내 부동산 구매 특히 주택 구매를 허용하 다190).이와 함

께 2013년 신설된 상해 자유무역시험구는 특히 서비스업종에서의 투자자

유화를 실험 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최근에는 동,천진,복건까지 동 

188)《关于深化城镇住房制度改革的决定》,國發(1994)43號

189) 국정부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해 업종별로 정한 가이드 라인으로서 1995년

6월 처음 공포한 이후 6차에 걸쳐 수정하 으며,외국인투자업종을 장려-제한- 지

등 3종류로 나 고 있다.자세한 사항은 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북경무역 ,“ ,‘외

상투자산업지도목록(2015년 수정 )’4월 발효”, 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5.3.24

190) 한무역투자진흥공사 청도무역 ,“ 국,10년만에 외국인 부동산 투자 ‘제한

령’완화”, 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5.9.1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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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구의 설치를 확 하 다.191)

국에서 국유기업의 사유화는 재 진행형이다.기업은 사회의 기

본 인 생산단 로서 국에서 국유기업192)은 민소유제기업으로 불리

우며,자주경 ․손익분담․독립채산을 하면서 상품생산과 경 에 종사

하는 기업을 말한다.1978년부터 개 개방193)을 추진해 오던 국은 

2001년 12월 WTO에 가입하면서 개방을 실질 으로 진하 는데,이는 

타국의 개방화와 비교할 때 동 기구에 가입은 되었지만 아직까지 핵심국

가(미국,EU)들로부터 시장경제의 지 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는 차이

이 있다.

한,국유기업이 부 던 산업에서 민 기업,향진기업194)등 다양

한 기업들이 혼재하면서 산업내 경쟁을 가속화함으로써 재는 알리바

바,화웨이,하이얼 등 세계  민 기업들이 국 경제의 발 을 이끌고 

있다.이는 신자유주의 경제모델에서 얘기하는 민 화와는 근본 으로 

입장이 다른 것이다.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양립

해 있으면서 흔히 행정의 제3섹터라 일컫는 역 는 통 으로 정부

191)한국무역 회 북경지부,“ 국자유무역시험구 황 발 방향”,2015.8참조

192)1993년 3월 29일 헌법개정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면 으로 수용하면서

국 기업․국 경제를 국유기업․국유경제로 개정함으로써 소유와 경 을 분리하

다는 에서 국 기업과 국유기업은 엄 한 의미에서는 구분된다.즉,‘국 기업’은

국가가 소유 경 까지 담당한다는 의미가 내포된 용어인 반면,‘국유기업’은 자산

은 국가가 소유하지만 그 경 은 기업 자율에 맡기겠다는 의지가 내포된 것이다.이

상은 미,앞의 책(주 60),29면 각주 10참조.국 기업은 경 측면에서 바라본

것이고 국유기업은 소유측면에서 바라본 것으로서 이론 으로는 사유지만 국 의

기업도 있을 수 있고,국유지만 사 의 기업도 있을 수 있다. 국의 국유경제에

해서는 李曙光, 業國有資産法釋義,法律出版社,2012;陳雄根,國有資産監管法律制

度硏究,中國經濟出版社,2012;陳 鴻,國有經濟 局,中國經濟出版社,2012등을 참

조

193) 국의 개 개방은 체제 환과정이라는 에서 자본주의에서의 개방화,민 화

과정과는 차이가 많다.

194)향진기업(鄕鎭 業)은 국 ‘농 지역’에 존재하고 ‘농민들’에 의해 설립된 공

업,운수업,서비스업 등 ‘비농업 부문’의 각종 경제활동을 담당하는 다양한 형태의

‘비국유기업’을 총칭하는 용어이다(이근․한동훈․정 록, 국의 기업,산업,경제,

박 사,2005.10,252면 참조).이러한 향진기업의 표 인 사례가 국 최고 부자마

을로 알려진 강소성 강음시 ‘화시 ’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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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에 속하던 역을 민간에 이양하고 민간의 효율성을 활용하겠다

는 것이 민 화인 반면에 국에서 민 화는 민간부문의 창출에 다름아

니다. 국은 민 기업 등을 육성하는 동시에 국유기업의 개 을 추진하

는데,이는 크게 다섯 가지의 단계를 거쳤다.1)기업 자주권 확 ,2)

경 책임제,3)利改稅 도입,4)청부․임 경  5)  기업제도의 순서

가 그것이다.195)

2003년 5월 13일 국무원 제8차 상무회의토론을 통과하고 2003년 5월 

27일 공포되어 시행된 《기업국유자산감독 리임시시행조례( 業國有資

産監督管理暫行條例)》(국무원령 제378호)에서는 국유기업을 국유기업(國

有 業),국유주식 리기업(國有控股 業),국유주식참여기업(國有參股

業)으로 구분하 다.2008년 10월 28일 제11기 인  상무 원회 제5차

회의에서 화인민공화국기업국유자산법이 통과되었다. 국에서 이러한 

방 한 국유기업과 국유경제를 리하기 하여 국무원 산하에 국유자산

감독 리 원회를 두고 있다.

4.분단국 특수문제의 처리

가.자치권의 부여:1국 양제

국은 홍콩,마카오에 하여 1국 양제를 용하고 있고 만과도 

1국 양제에 기반한 통일방식을 지향하고 있다.196)홍콩,마카오 반환 이

후 이들 특별행정구에는 사회주의,인민민주독재,공산당의 도와 마르

크스․ 닌주의 등 네가지 기본원칙을 용하지 않는 특수성이 있다.197)

홍콩,마카오는 국의 일 부분으로서 고도의 자치권을 가지는 지방

195)좀 더 자세한 내용은 문 조, 국의 개 ․개방법제 변천을 통해서 본 북한의

외국인투자 법제 망,법제처,2011,7면 참조.‘利改稅’제도는 기업이 정부에 이익

을 상납하는 신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한 것으로 1984.9월 모든 기업에 확 되었

다.

196)王 禹,“一國兩制”憲法精神硏究,廣東人民出版社,2008등 참조

197)허숭덕,“일국양제와 국의 통일방안”,공법연구 제22권,한국공법학회,1994,

1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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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이며, 앙정부는 홍콩,마카오의 외교,국방 등을 리하고,특

별행정구는 종 의 사회․경제제도와 생활방식을 50년간 유지하며,사회

주의 제도와 정책을 실시하지 않는다.특별행정구는 행정 리권,재정 독

립을 보장 받으며,독립된 세지구로 보존되어 외국과 경제 정을 체결

할 수 있다.198)

국이 통일의 기본원칙으로 제시한 일국양제는 사회주의와 자본주

의가 1개 국가에서 공존하는 세계사에서 그 례를 찾을 수 없는 새로운 

시도로서 그 유례는 등소평이 주창하 는데,‘一個國家,兩種制度’의 약

칭으로 하나의 국가안에 성격이 다른 두 제도(체제)가 동시에 존재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199)일국양제는 이론에 그친 것이 아니라 법제화되어 

1982년 12월 개정 국헌법 제31조에서 ‘국가는 필요한 경우 특별행정구

를 설치할 수 있고,특별행정구에서 실시하는 제도는 구체 인 상황에 

따라 국인민 표 회에서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 고,동 조항에 

의거하여 홍콩에 해서는 1990년 4월 4일 제7기 인  제3차 회의에서 

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이 통과되어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1993년 3월 31일 제8기 인  제1차회의에서 화인

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기본법이 통과되어 1999년 12월 20일부터 시

행되고 있다.200)이들 기본법에는 홍콩(기본법 제5조)과 마카오(기본법 

제5조)의 자본주의제도가 50년간 불변한다고 규정하여 법률  보장을 주

고 있다.

특별행정구는 단일제 국가인 국의 일부로서 성  행정구역의 하나

로 독립된 국가로 분리될 수 없고 그 권력은 앙으로부터 수여받은 

생권력으로서 연방제하의 연방정부와 주의 계는 아니다.특별행정구는 

앙인민정부 직할에 속하며, 인 로부터 수권받은 고도의 자치권을 

리는데,이러한 자치권은 앙정부의 각 부문,각 성,자치구,직할시로

부터도 보장되는 것이다.일반지방성 정부 등과의 차이 을 보면201)첫

198)허숭덕,앞의 논문(주 197),13-14면 참조

199)법무부,홍콩․마카오 특별행정구기본법 해설,2003,3면 참조.일국양제 구상의

구체 인 배경에 해서는 같은 책 4-6면 참조

200)법무부, 국과 홍콩․마카오 CEPA의 이해,2009,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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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특별행정구는 자본주의,일반 지방은 사회주의를 시행한다.둘째,특

별행정구는 고도의 자치권을 향유한다.셋째,특별행정구와 앙의 계

는 특별행정구기본법의 명문규정에 의한다.넷째,특별행정구의 행정구역

은 임의로 변경․확 ․축소할 수 없다.다섯째,특별행정구의 설립  

그 제도는 인민 표 회에서만 결정한다.여섯째,특별행정구는 국의 

통일을 실 하기 한 제도라는 측면에서 소수 민족문제 해결을 한 민

족자치구와 차이가 있다.일곱째,특별행정구 설립은 긴 역사성,목 성

을 가지고 있어 경제특구처럼 국 내지에 설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경제제도측면에서 홍콩특별행정구를 살펴보면,특별행정구 기본법 

제106조에 의거하여 재정상 독립을 유지하고,제108조에 의거 독립된 조

세제도를 실행하며,제110조,제111조에 의거하여 화폐 융정책을 스스로 

제정․실행하고,별도의 법화를 보유하며 화폐발행권과 비 제도를 유

지한다.제112조는 홍콩의 국제 융 심으로서의 지 를 유지하기 한 

외환 리제도의 불실행,화폐의 자유태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제114

조,제115조,제116조는 자유무역항으로서의 지 를 유지하여 세를 부

과하지 않으며,자유무역정책을 실행하고,홍콩은 단독의 세지구가 되

어 ‘中國香港’의 명칭으로 GATT를 포함한 국제무역 정에 참가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제117조는 별도의 원산지규칙의 용,제118

조,제119조는 산업진흥을 한 별도의 투자  산업정책 용을 규정하

고 있다.홍콩기본법 제6조  제7조에 따르면 특별행정구내 사유재산권

은 보장하되 토지202)와 지하자원은 국유로 하고 있는데, 국은 자본주

의를 시행하면서도 홍콩의 토지에 해서 이를 국유203)로 하고 개인에게

201)특별행정구와 앙과의 계,특별행정구와 일반지방성 정부 등과의 차이 에

해서는 법무부,앞의 책(주 199),49-64면 참조

202)마카오의 경우는 마카오기본법 제7조에서 경내의 토지와 지하자원은 마카오특

별행정구 성립 이 에 이미 법에 따라 사유토지로 확인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의

소유에 속한다고 하여 국으로의 주권 환수 이후에도 기존 계에 변동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203) 국은 세에서 근 로 넘어오면서 건 토지보유 계를 심으로 발 하여

온 법을 례구속성의 범 내에서 변경시켜 가면서 차 자유로운 소유권에로 변모

시키는 방법을 취하여 토지의 소유권은 국왕의 것이고,국민은 사용권을 가질 뿐이

라는 사상이 흐르고 있어 부동산도 부분 999년간의 여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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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임 차 계로 사용권만을 부여하고 있었다.204)이에 하여 특별행정

구 설치 이 에 허가․결정 는 반환 정일인 1997년 6월 30일을 과

한 기한이 연장된 토지계약과 이와 련한 일체의 권리를 법률에 의하여 

승인․보호한다고 선언하여 기득권을 보장하 다.제145조,제147조에 의

거하여 사회보장정책과 노동정책에 있어서 자율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제151조는 경제,무역, 융,문화 등의 역에서 외 계를 증진하고 

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홍콩이 국에 반환될 때 조약의 승계 문제가 발생하 는데, 국은 

UN과 련하여 국이 당사국이었던 조약(UN헌장,외교 사 계의 특

권과 면제 련,인권 련,마약  향정신성 물질 련,세계보건기구

설립 정,아시아개발은행설립 정,아시아태평양개발센터헌장 등)이 홍

콩에도 용되며, 국이 당사국이 아니지만 홍콩이 당사국이었던 조약

(난민과 무국 자,인신매매,외설물,운송․통신,교육․문화 련사항,

여성의 지 ,형벌,환경 등) 한 홍콩에서 계속 용된다고 통보하

다.205) 한,홍콩이 1948년 이래 국 표단에 의하여 그 이익이 변

되는 형태로 GATT 규범을 용받아 오다가 1986년 4월 23일부터 

GATT1947체약당사자가 되었는데,이 때 국은 GATT제26조 제5항

(c)를 원용하여 홍콩이 별도 세구역임을 표명하는 선언서를 GATT사

무국에 제출하 고, 국 한 홍콩특별행정구역이 1997년 7월 1일부터 

GATT제26조 제5항(c)의 요건을 계속 으로 충족시킬 것임을 표명하는 

선언서를 제출하 다.206)마카오에 하여도 비슷한 과정이 용되었다.

국이 시행하고 있는 일국양제를 우리의 통일 과정에서 도입가능한 

데,이러한 역사 통이 홍콩에도 반 된 것으로 보인다. 국의 토지소유권에

하여는 황명찬․이상태,“ 국 토지소유권의 특질에 한 일고찰”, 한부동산학회지

제1권 제1호,1982,48-56면 참조

204)홍콩의 토지재산법률에 한 상세내용은 동리쿤 ,법무부 편역, 국 내지와

홍콩의 법률충돌 조정,2006,376-389면 참조

205)UnitedNations,op.cit.(footnote55),p.7

206)GATT,HongKongBecomesaMemberofGATT,GATT/1384,1986.4.24;

GATT,AdmissionofHongKongasaContractingParty:Communicationfrom

thePeople'sRepublicofChina,L/5987,1986.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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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세구역 내지 특별행정구와 비교한 차이 과 유사 에 하여 살펴

보자.우선 유사 으로는 첫째,양자 모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체제간 

결합을 한 과도기  형태이다.둘째,특별행정구는 경제정책에 있어 고

도의 자치권을 향유한다.셋째,독립된 세지구로 다른 지역과 분리된 

시장을 형성한다.이는 북한지역의 경제  비교우 를 살리면서 세계  

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한 필수 인 제도  틀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차이 을 살펴보면,첫째, 국의 경우 특별행정구의 제도

를 그 로 두면서 국 內地(홍콩,마카오를 제외한 국 륙을 지칭,이

하 동일)의 경제질서와 법률 제도를 변화시켜 나가고 있는 반면 우리의 

경우 ‘(가칭)북한특별행정구’가 설치된다면 우리의 제도는 그 로 두면서 

특구내 제도를 지속 으로 변화시켜 법제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차이

이 있다.둘째,등소평에 따르면 국의 경우 홍콩,마카오의 자본주의

체제는 50년간 불변이고 국 내지의 사회주의 한 불변일 것이다.우

리의 경우는 통일 한국에서 남북한을 시장경제질서로 통합하기 한 과

도기  성격의 제도로서 특별행정구는 경제 역이나 이와 련된 역의 

제도 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셋째, 국과 홍콩․마카오간 상품시

장,서비스시장 등의 통합 속도에 비하여 노동시장,화폐 융시장의 통

합은 요원한데,우리의 경우는 이러한 시장을 단계 으로 통합해 나갈 

것이다.넷째, 국의 경우 일국양제 구상에 기하여 설립된 특별행정구에

서는 국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민민주독재,사회주의 시장경제,공유

제 등의 국체와 인민 표 회,인민사법제도,검찰제도를 시행하지 않으

며, 국헌법상의 공민의 권리와 의무가 아닌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한

다.207)우리의 경우 특별행정구에서 자유민주주의,사회  시장경제질서,

사유제를 부정하고,사회주의식 정치․사법제도를 존속시키며,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을 상정하기가 어렵다.이러한 경우는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에서 주창하는 국가연합의 단계에서는 가능할 지 몰라도 이미 정치

으로 하나의 국가를 형성한 경우에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207)법무부,앞의 책(주 199),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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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양자간 경제 력 정

일국 양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과 홍콩․마카오 사이에서 경제부문

의 통합은 경제 력동반자 정(CEPA,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을 통하여 추진되고 있는데,경제분야의 통합을 한 정 

체결이 홍콩과 마카오가 정치 으로 반환이 이루어지고 상당기간이 흐른 

후 체결되었다는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홍콩은 국과 2003년 6월 29일 경제 력동반자 정(内地与香港关于

建立更紧密经贸关系安排)을 체결했고 마카오는 2003년 10월 17일 경제

력동반자 정((内地与澳门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安排))을 체결하 는데,

이는 자유무역 정(FTA,FreeTradeAgreement)보다 범 가 넓은 경제 

교류 정이어서 상품,서비스 시장 개방뿐만 아니라 투자 증진과 경제 

산업 력 등 경제  유 계를 포 하고 있다.홍콩의 정은 본문

(MainText)과 6개의 부속서(Annexes)로 구성되어 있으며,2009년 5월까

지 6번의 경제 력동반자 정 보충 의(Supplement)를 진행하여 보충

의 I,II,III,IV,V,VI을 체결했다. 국과 홍콩․마카오간 계가 국가 

 국가의 계가 아니어서 당  홍콩이 제안한 FTA라는 명칭이 아닌 

CEPA라는 명칭을 사용하 다.

국과 만간에는 2010년 6월 경제 력기본 정(海峡两岸经济合作

框架协议,ECFA,EconomicCooperationFrameworkAgreement)이 체결

되었는데,ECFA는 상품무역의 세  비 세 장벽을 철폐하고,서비스

무역개방,투자보장,분쟁해결,지식재산권 보호 등까지 포 하는 범

한 무역 정인데,자유무역 정(FTA)과 유사한 것이지만 국이 ‘하나의 

국’이라는 원칙하에 만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지 않아 만과의 FTA

체결이 불가능하므로 그 안으로 제시된 개념이다. ECFA는 

FA(frameworkagreement)인데 이는 자유무역지역을 만들기 이 에 양

측 간 상의 큰 틀을 일단 정하고 세부 인 논의는 추후에 추진하며,

우선 세를 철폐할 수 있는 부분부터 조기수확 로그램을 가동하고,

그 외의 분야는 나 에 논의해 나가는 식이다.개방 수 은 FTA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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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질 수 밖에 없지만 서로 다른 체제이면서도 통일을 지향하는 국과 

만에 있어 통합의 속도를 조 하는 장치로 추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은 1995년 12월 7일 WTO 가입을 신청한 이후 회원국과의 상을 

거쳐 2002년 1월 1일 별도 세구역으로 WTO에 가입하 다.208)

다.내지와의 출입제도

1997년 홍콩 반환 이후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특구 주민  국

공민에 하여 다시 여권을 발 하 다.동 여권은 홍콩주민으로서의 신

분을 표시하는 동시에 홍콩 주민의 국국  신분을 표명하는 것이다.

동 여권 소지자는 세계의 다른 국가와 지역 어디에서든 국 사 에 외

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국 내지와 홍콩간 출입과 련된 규범으로는 ‘국공민의 사 용

무로 인한 홍콩 는 마카오지구 왕래의 잠정 리방안(中国公民因私事往

来香港或 澳门地区的暂行管理办法)’,1997년 4월의 ‘내지거주민홍콩지구

정주심사 리업무규범(内地居民赴港地区定居审批管理工作规范)’, 1998년 

3월 공안부의 ‘내지주민의 상업․교육․취업 등 비공무활동으로 홍콩특

별행정구를 왕래하는 잠정시행 리방안(内地居民从事商务培训就业等非公

务活动往来香港特别行政区的暂行管理办法)’,1999년 1월 공안부의 ‘홍콩,

마카오 주민의 내지부임 수속처리지침(港澳居民赴内地手续办理指南)’,

2003년 8월 1일자 공안부의 ‘북경시․상해시․ 주시․심천시  주해시 

주민 개인의 홍콩․마카오지구 여행업무처리에 한 통지(关于北京 上

海 广州 深圳 和珠海 办理居民个人赴港澳地区旅游工作的通知),홍콩 

입경조례(入境条例)등이 있다.

의 규정들에 의하여 국 본토와 홍콩․마카오 특별행정구간 출입

왕래 특히 본토 거주민의 홍콩 등지로의 거주․이 의 자유는 제약을 받

았다.이러한 출입제도는 경제 으로 노동시장의 통합 속도를 늦추어 특

별행정구 설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208)WTODecision(WT/L/433,Nov.23,200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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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유럽연합과 동구권 국가

1.동구권 국가의 시장경제질서 도입

1990년  반 구소련 몰락 이후 동구 공산권국가들은 헌법 개정을 

리하는 정부기 209)을 수립하는 등 사유재산권을 확  보장하는 체제

환과정을 거쳤다.법제도  측면에서는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고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하여 회사법,회계법,외국인투자법, 산법,반독

법,증권법,세법,고용법 등 새로운 법률의 도입을 추진하 다.210)

동유럽국가에서 체제이행의 속도나 결과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지만 

모두 단기간에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하는 진  환정책을 추진하 으

며,이로 인하여 일반 으로는 생산 감소,높은 물가상승률,재정 자 증

자,임 체불의 증가 등의 상이 나타났다.211)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에

서 공통 으로 취한 정책은 ① 거시경제의 안정화(macroeconomic

stabilization),② 가격과 상업거래의 자유화(liberalizationofpricesand

commercialtransactions),③ 소기업의 사유화(privatization ofsmall

firms),④ 소기업 설립에 한 장벽 제거(removalofbarrierstosmall

businessformation),⑤ 규모 국 기업의 구조조정  청산( 는 가능

한 경우 사유화)(restructuringandliquidation(orprivatizationwhere

feasible)oflargestate-ownedenterprises),⑥ 증권거래소와 상업은행을 

포함한 시장 기구나 인 라의 구축(the development of market

institutions and infrastructure,including securities exchanges and

commercialbanks)등이다.이  처음 네 가지 정책은 기에 시행하여

209)폴란드의 사유화부(MinisteramtfürEigentumsumwandlungen),헝가리의 국가

재산 리청(Staatliche Vermögensagentur), 루마니아의 국가사유화청(Nationale

Agenturfürprivatisierung)등으로 독일의 신탁공사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 다.

210)최은석,“시장경제제도로의 환을 한 법제도 구축”,통일문제연구 2006년 하

반기호(통권 제46호),평화문제연구소,2006,190면

211)양운철,북한 경제체제 이행의 비교연구,한울아카데미,2006,1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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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며,그 지 않을 경우 큰 가를 치르게 된다는 견해가 있다.212)

체코의 체제 환 과정을 살펴보면,1989년 11월 민주화 명인 일명 

‘벨벳 명’이 있은 후 1990년 1월 이후 실질 인 자본주의로 환하기 

시작하여 1991년 가격  무역자유화,사유화 등이 시작되었고 1993년 

일반 시장경제의 세 체계를 갖게 되었다. 한 체코에서의 경제  자산

의 사유화는 국유화된 재산의 반환,토지의 사유화,국가기업의 사유화 

등 크게 세 개의 범주로 나뉘어 진행되었는데,199년말까지 10만 개에 

이르는 아 트와 업무용 빌딩,그리고 소매상가 등의 국유화 재산이 원

소유자 는 상속인에게 반환되었다.토지의 사유화는 소규모가게,식당 

등 소규모 서비스업에 한 사유화는 1990년 10월 25일 소규모 사유화법

이 통과되면서 공공경매를 통해 사유화하도록 하 는데,이러한 경매에

는 체코인만이 참여할 수 있었다.213)이 과정은 1991년 1월 시작하여 2

년 후에 끝났다. 규모 산업체의 사유화는 외국인 투자자  국내 기업

인을 참여시키거나 직  매각을 통해 진행하 는데,주식을 바우처,쿠폰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매각하 다.214)

2.동구권 국가의 사유재산제 보장

시장경제는 경쟁을 가능하게 하는 기제로서 개인과 기업이 보유하는 

기본 인 경제  자유를 제로 하므로 체제이행기에 있었던 동구권 국

가들은 이러한 자유들에 기 한 법체계를 재건하여야만 하 다.유럽재

건개발은행(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은 

1994년에 발표한 ‘이행보고서’215)에서 이러한 법을 재산법,계약법,상법,

212)MarkKramer,“TheChangingEconomicComplexionofEasternEuropeand

Russia:Resultsand Lessonsofthe1990s”,SAIS Review 19(No.2),1999,

pp.18-19

213)공공경매를 통해 사유화된 포는 곧장 매각되지 않고 기에는 3년,나 에는

5년간 임 하도록 하 다.기타 상세내용은 진승권,동유럽 탈사회주의 체제개 의

정치경제학(1989～2000),서울 학교출 부,2003,302면

214)박 호 외,체제 환국의 시장-민주제도 건설 지원,경제인문사회연구회 동

연구총서 11-15-03,통일연구원,2011,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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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법, 산법,경쟁법,회사법 등 6가지 범주로 나 어 설명하고 있다.

이 에서 재산법은 시장경제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데,동구권은 

과거 국가재산(stateproperty), 동재산(cooperativeproperty),개인재산

(personalproperty),사 재산(privateproperty)의 구분이 있었고,이러

한 구분사이에 계층이 존재하여 각 재산간 보호의 수 이 불평등하

다.216)그러므로,이러한 구분과 불평등한 보호의 수 을 없애는 것이 

선무여서 헌법이나 임시법의 형태로 사유재산제를 보장하 다.다만,토

지에 한 사유재산제가 도입되었지만,재산에 한 모든 권리가 주어지

지 않는 경우도 있었으며 그러한 경우 다른 투자가들과 합작투자를 방해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 다. 한 일반 으로 이행기에 있던 국가

들은 제 로 된 등기제도가 부족하여 투자활성화를 방해하 다.217)

3.유럽연합 가입

가.가입 제조건

1)코펜하겐 기

유럽연합은 1952년 7월 출범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European

CoalandSteelCommunity)로부터 시작하 으며,동 유럽석탄철강공동

체는 이후 1957년 체결한 로마 약으로 1958.1.1.발족한 유럽원자력공동

체(EAEC,EuropeanAtomicEnergyCommunity),유럽경제공동체(EEC,

European EconomicCommunity)와 1967년 7월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ies)로 합쳐지게 되었다.

215) EBRD, Transition Report,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Oct.1994,p.69이하 참조

216)동 이행보고서(69면)에 의하면 ‘사 재산’은 헝가리,폴란드,동독에 있었던 범

주로서 임 주택,소규모자 업자의 자산과 같은 생산수단의 사 소유를 의미한다.

EBRD,ibid.,p.69

217)EBRD,ibid.,pp.6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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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은 시장경제체제에 기반한 유럽의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었

으므로 가입조건(Copenhagencriteria)218)으로 ① 민주주의,법의 지배,

인권 등 정치  조건,② 기존회원국으로부터의 경쟁압력에 처할 수 

있는 능력과 제 로 기능하고 있는 시장경제의 존재 등 경제  조건을 

제시하는 한편,③ 유럽연합 회원국의 의무를 수용할 수 있는 후보국의 

능력을 제로 한다고 하 다.

2)아키(Aquis)

EU는 통합의 과정에 있어서 EU 모든 회원국에 구속력을 가지는 공

동의 권리와 의무의 집합체인 ‘아키(Acquis)’219)를 시한다.220)EU는 회

원국 확  과정에서 신규 후보국이 ‘아키’를 받아들이고 EU법을 그 국가

의 국내법의 일부로 만들도록 하고 있으며, 재 ‘아키’는 35개의 각기 

다른 정책 역(혹은 챕터)221)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러므로,EU는 가입

218) 1993년6월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유럽이사회에서 결정된 가입조건으로

“Membershiprequiresthatcandidatecountryhasachievedstabilityofinstitutions

guaranteeingdemocracy,theruleoflaw,humanrights,respectforandprotection

ofminorities,theexistenceofafunctioning marketeconomy aswellasthe

capacitytocopewithcompetitivepressureandmarketforceswithintheUnion.

Membershippresupposesthecandidate'sability totakeontheobligationsof

membershipincludingadherencetotheaimsofpolitical,economicandmonetary

union."이라고 발표되었다.CopenhagenEuropeanCouncil,PresidencyConclusions,

21-22June,1993.

219)http://ec.europa.eu/enlargement/policy/glossary/terms/acquis_en.htm,accessed

Jan.23,2016.‘아키’는 ① EU조약들의 내용,원칙 정치 목표,② 조약들에 따

라 채택된 입법 EU사법재 소의 례법,③ EU에 의하여 채택된 선언

(declaration)과 결의(resolution),④ 공동 외교안보정책하의 법 장치(instrument),

⑤ EU에 의하여 체결된 국제 정과 EU의 행 범 안에서 회원국들간 발효된

정들로 구성되어 있다.

220)Acquis에 바탕을 두고 유럽연합의 동구권 국가 등과의 통합과정을 법 으로

분석한 것으로는 Blockmans,S.& azowskiA.,ed.,TheEuropeanUnionandits

Neighbours,T․M․C․AsserPress,2006참조

221)http://ec.europa.eu/enlargement/policy/conditions-membership/chapters-of-the

-acquis/index_en.htm,accessedJan.23,2016.제1장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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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과정을 통하여 신규회원국의 국내법을 EU법과 일치시키고 있다.제24

장(정의,자유,안보)에는 EU내부에서 국경통제조치를 없앤 ‘셍겐 아키

(ShengenAcquis)’가 포함되어 있다

나.유럽연합 확 과정

1)안정화  연합과정

동구권 국가 에서 폴란드,헝가리,체코,슬로바키아,슬로바니아  

발트해 3국이 2004년 5월 1일자로 유럽연합에 가입하 다.이후 2007년 

1월에는 불가리아,루마니아도 유럽연합에 가입하 다.특히,유럽연합은 

알바니아,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마 도니아,몬테네그로,세르비아,코

movementofgoods),제2장 근로자의 이동의 자유(Freedom ofmovementfor

workers),제3장 설립의 권리와 용역제공의 자유(Rightofestablishmentand

freedom to provideservices),제4장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Freemovementof

capital),제5장 공공조달(Publicprocurement),제6장 회사법(Companylaw),제7장

지식재산법(Intellectualproperty law),제8장 경쟁정책(Competitionpolicy),제9장

융서비스(Financialservices),제10장 정보사회와 언론매체(Information society

andmedia),제11장 농업과 농 개발(Agricultureandruraldevelopment),제12장

식품안 , 생,식물검역정책(Foodsafety,veterinaryandphytosanitorypolicy),제

13장 어업(Fisheries),제14장 교통정책(Transportpolicy),제15장 에 지(Energy),

제16장 조세(Taxation),제17장 경제 화폐정책(Economicandmonetarypolicy),

제18장 통계(Statistics),제19장 사회정책과 고용(Socialpolicyandemployment),제

20장 기업 산업정책(Enterpriseandindustrialpolicy),제21장 범유럽 네트워크

(Trans-European networks), 제22장 지역정책, 구조조정장치의 조화(Regional

policy and coordination ofstructuralinstruments),제23장 사법권 기본권

(Judiciaryandfundamentalrights),제24장 정의,자유 안보(Justice,freedom

andsecurity),제25장 과학 연구(Scienceandresearch),제26장 교육 문화

(Educationandculture),제27장 환경(Environment),제28장 소비자 건강 보호

(Consumerandhealthprotection),제29장 세동맹(Customsunion),제30장 외

계(Externalrelations),제31장 외교,안보 국방정책(Foreign,security and

defence policy),제32장 융통제(Financialcontrol),제33장 재정 산규정

(Financialandbudgetaryprovisions),제34장 제도조항(Institutions),제35장 기타

이슈(Otherissues)로 구성되어 그 범 가 매우 방 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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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 등 6개국 서발칸 국가(WesternBalkans)들에 해서는 코펜하겐 기

에 더하여 '안정화  연합 과정(SAP,StabilisationandAssociation

Process)'을 통하여 역내 력과 주변국과의 안정된 계 유지라는 추가 

조건을 부과되고 ‘안정화  연합 정(SAA, Stabilisation and

AssociationAgreement)을 체결하고 있다.222)

2)조약 가입

1957년 베네룩스 3국과 독일, 랑스,이탈리아 등 6개 국가로 출범

한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EconomicCommunity)는 1973년,1981년,

1986년,1995년까지 네 번의 확  과정을 거쳐 서유럽국가를 거의 모두 

포함하는 경제연합으로 발 하 고 2004년 5월 1일에는 체코,에스토니

아,사이 러스,라트비아,리투아니아,헝가리,몰타,폴란드,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등 10개국이 신규로 가입하 으며,불가리아와 루마니아는 

2000년 2월 가입 상을 시작하여 2007년 1월 가입하여 27개국으로 회원

국이 증가하 다.가장 최근에는 2013년 7월 1일 크로아티아가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가입하 다.223)

유럽연합은 경제통합의 정도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경제권으로

서 회원국들의 화폐는 ‘Euro’로 통일되어 있고,역내시장에서는 재화,용

역,자본․노동의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며,역외국가에 

해서는 공동 세가 부과됨, 융․통화정책 등 경제정책의 조정과 력

이 이루어지고 있다.224)이러한 유럽연합의 통합을 제도 으로 뒷받침하

고 있는 것이 2007년 12월 13일 채택되고 2009년 12월 1일 발효한 '리스

본조약(TreatyofLisbonAmendingtheTreatyonEuropeanUnionand

theTreatyEstablishingtheEuropeanCommunity)'이다.225)리스본조약

222) http://ec.europa.eu/enlargement/policy/conditions-membership/index_en.htm,

accessedJan.23,2016

223) http://ec.europa.eu/enlargement/policy/from-6-to-28-members/index_en.htm,

accessedMay28,2015

224)김두수,EU법,한국학술정보,2014,9면 참조

225)이는 2002년 마련된 '유럽헌법조약(Treaty Establishing aConstitution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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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유럽연합을 구성하는 두 가지 조약,즉 마스트리히트 조약(Treatyon

European Union)과 로마조약(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를 개정하고,로마조약은 ‘유럽연합의 운 에 한 조약

(TreatyontheFunctioningoftheEuropeanUnion)’으로 개칭되었다.

유럽연합의 운 에 한 조약 제26조는 ‘역내시장은 본 조약의 규정

에 일치하여 재화,사람,서비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는 내

부 국경이 없는 지역으로 구성된다226)“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8조에

서 제44조까지 농수산품을 포함한 재화의 자유 이동을 규정하고 제45조

에서 제66조까지 사람,서비스  자본의 자유이동에 하여 규정하고 

있다.제101조에서 제109조까지는 역내시장에 용되는 경쟁규칙을 규정

하여 회원국간 무역에 향을 끼치고 경쟁을 제한, 지,왜곡하는 모든 

약속이나 결정을 지하고 있다.경쟁을 왜곡하는 보조 도 지되지만 

독일의 일부지역(동독)에 하여 분단으로 인한 경제  불이익을 보상하

기 하여 필요한 지 되는 보조 을 외(제107조 제1항 (c)호)로 하는 

등 여러 가지 외를 규정하고 있다.

다.인력 이동의 자유:솅겐지 (SchengenArea)

인력 이동의 자유는 로마조약때부터 유럽연합에 의하여 그 시민에게 

보장된 기본  권리로서,모든 유럽연합 시민은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에

서 특별한 형식없이 여행,거주,근로의 권리를 가진다.하지만 이는 

1985년 6월 14일 유럽연합 일부국가간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국경통

행 자유화 정인 솅겐조약(SchengenAgreement)이 체결되고 1995년 3월 

26일 베네룩스 3국,독일,스페인, 랑스,포르투갈 사이의 국경 통제를 

철폐하는 솅겐실시조약(Schengen Convention)이 발효함으로써 실이 

되기 시작하 다.227)본래 솅겐조약은 유럽연합과는 별개로 존재하 으

Europe)'이 일부 국가의 국민투표 부결로 채택되지 못함으로써 제안되었다.

226)원문은 “Theinternalmarketshallcompriseanareawithoutinternalfrontier

inwhichthefreemovementofgoods,persons,servicesandcapitalisensuredin

accordancewiththeprovisionsoftheTreatie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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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1999년 암스테르담 조약을 통해 유럽연합은 동 조약을 유럽연합의 

법체계내로 통합시켰다.솅겐 회원국은 공공정책이나 내부치안에 심각한 

이 있는 경우 원칙 으로 30일을 넘지 않는 기간동안 외 으로 국

경통제조치를 재도입할 수 있다.

4.경제통합의 발 조건 구축

동구권 국가들의 사회 기본권 보장이나 외무역과 외국인투자의 

개방 등 경제통합의 발 조건 구축은 사실상 유럽연합에의 가입 상을 

통하여 이룩되었으므로 아래에서는 사유화 과정을 집 으로 살펴보기

로 한다.

부분 동구권 국가들의 사유화 과정에서 통  방식(경매,입찰,

주식시장매매, 매각합의,리스-구매계약)으로 국유기업을 자국민에게 

사유화하는 것은 토착자본이 부족하고 융시장이 제 로 형성되지 않아 

불가능하 다.  다른 선택안은 외국인에게 매각하는 것인데,이 경우 

올바른 기업가치의 평가도 문제되고 그러한 평가를 진행할 수 있는 자료 

한 제 로 구비되어 있지 않아 그러한 방식을 사용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므로,이들 국가들에 있어서 유일한 방식은 일반 에게 바우처를 

제공하여 사유화하는 량 사유화의 방식이었다.바우처 방식은 공평의 

원칙에 맞고,정부가 경매 에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필요가 없으며,외

국인을 배제할 수 있고,사유화과정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228)바우처 방식의 단 은 국고로 매각 이 귀속되지 않는다

는 것이다.그래서 자 을 조성하기 하여 주식의 일정비율은 바우처로 

227) 재는 27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비회원국인 아이슬랜드,노르웨이,

스 스,리히텐슈타인이 참가하고 있고 유럽연합 회원국 불가리아,크로아티아,

사이 러스,아일랜드,루마니아, 국은 불참하고 있다.http://ec.europa.eu/dgs/

home-affairs/what-we-do/policies/borders-and-visas/schengen/index_en.htm,

accessedMay28,2015

228)Moore,Thomas Gale "Privatization in the FormerSovietEmpire",in

EdwardP.Lazear,ed.,EconomicTransition in Eastern Europeand Russia:

RealitiesofReform,HooverInstitutionPress,1995,p.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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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지 않고 정부가 보유하기도 한다.1993년 여름경 거의 모든 동구

권 국가들이 이러한 바우처 방식에 의한 사유화를 계획하거나 집행하고 

있었는데,실제로는 체코,리투아니아,러시아만이  바우처 방식을 

활용하 다.

폴란드의 경우 국 기업의 사유화 리를 하여 '민 화부(Ministry

ofPrivatization)'를 신설하고(1990년 7월),‘국 기업 민 화법’을 제정하

으며,국 기업의 자율  경 과 융을 허용하는 법안들을 채택하는 

등 제도  장치를 마련하 으나,국내 정치불안과 독일 자본에 한 반

감,자유노조의 반  등으로 더디게 진행되었다.하지만 지방정부에 소기

업의 사유화를 맡겨 1993년까지 민간부문의 소기업의 수가 폭발 으로 

증가하여 100만개에 육박하 으며,229)이러한 민간부문이 총고용의 60%

와 총생산의 50%를 담당하게 되었다.

한편,폴란드정부는 비교  큰 규모의 기업을 사유화하기 하여 네 

가지 방식을 마련하 다.230)① 경 자가 동 회사를 거래소에서 주식이 

거래되는 주식회사로 환시키거나,② 그 자산을 직  (외국인이든 내

국인이든)구매자에게 매각하거나,③ 경 자나 근로자들이 일종의 경

자매수(MBO)형태로 사업체를 인수하거나,④ 량 사유화 로그램을 

통하여 사유화할 수 있는 방식을 비하 다.1993년 5월 폴란드정부는 

규모의 기업을 사유화하기 하여 스무개의 투자기 을 설립하 다.

각 투자기 은 서구의 융가들에 의하여 운 되는데,15개에서 30개의 

국 기업에 하여 각 33%의 주식을 보유하며,27%는 타 투자기 들에

서 분산보유하게 된다.각 투자기 은 차례 로 국 기업을 선택하게 되

며,10%의 주식은 근로자가 보유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보유한다.폴란드

인  성인은 당한 가격으로 20개 투자기 의 소유권증서를 구매할 수 

있다.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바우처 방식의 민 화,원소유권자에 한 소

유권 반환,경매, 동조합의 환,지자체에 한 소유권 이  등 다양

한 방식으로 국 기업의 민 화가 진행되었다.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약

229)국가정보원,동유럽 제국의 체제 환 유형과 특성,2008.2,9-10면 참조

230)Moore,ThomasGale,op.cit.(footnote228),pp.187-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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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에 가까운 소기업체에 하여 원소유자들의 소유권 반환 요청이 있

었다.1992년 여름 체코는 바우처방식의 사유화 로그램을 선보 는데,

체코에서는 18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구나 국 기업의 주식을 구매할 

수 있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구매할 수 있다.각 바우처

안에는 1천개의 쿠폰이 들어있고 바우처 가격은 당시 환율로 1.2$이었으

며,행정비용을 충당하기 하여 34$에 쿠폰들을 등록할 수 있었는데,이

는 한달치 월  평균의 약 1/4에 해당하는 비용이었다.약 437개의 투자

기 이 생겨나 주식을 집 시키기 시작함으로써 바우처 로그램은 성공

으로 진행되어 체코에서는 약 1천개의 사업체를 민간에 매각하 다.

최  경매단계에서 정부가 쿠폰이 부여될 기업의 가치를 산정하고 이러

한 측치에 비례하여 주식을 발행하 으며,최  가격은 한 주당 3장의 

쿠폰으로 고정되어 있었다.각 개인과 투자기 은 구매하고 싶은 회사와 

구매량을 선택하며,신청기간이 종료된 후 정부공무원이 신청된 주식수

와 당 의 측주식수를 비교하여 신청주식수가 당  측치의 125%이

상일 경우는 경매가격을 올려서 새로운 경매에 들어가고 125%가 넘지 

않을 경우는 안분하여 주식을 분배한다.만약 신청주식수가 측치에 미

치지 못하는 경우는 우선 쿠폰 3장당 1주를 분배하고 나머지 주식을 새

로운 경매 상으로 내놓는 방식이다.231)

헝가리의 경우 1989년 ‘조직변경법’을 제정하여 국가소유 재산을 민

간이 공동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1990년에는 ‘국가재산 리청’을 신설하

여 국 기업의 매각과정을 감독하고 사유화를 추진하 으며,1992년에는 

‘일시  국유재산 리법’과 ‘구  국유재산 리법’을 제정하여 포

 사유화 법규를 마련하 다.1993년 8월 헝가리에서는 국 기업의 주

식을 구매하는 용도로 약 1천불에 해당하는 무이자신용을 모든 성인에게 

제공하 으며,제한된 수의 펀드를 개기구를 두었다.

불가리아의 경우 1992년 4월 ‘국유  시유기업의 환과 사유화에 

한 법률’을 마련하고 각료회의 산하에 사유화청을 신설하여 민 화 작

업에 착수하 으나 1993년말부터 수 차례의 외환 기가 발생하는 등 경

231)Moore,ThomasGale,op.cit.(footnote228),pp.18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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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불안정하 다.

루마니아의 경우 1995년 량사유화법을 제정하여 국가사유화청,국

가소유권 기   민간 소유권 기  등의 기구를 설치하고 토지․주택․

국 기업  농업부문의 사유화를 추진하 다.232)

부분의 동구권 국가들에서 소기업체는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 경매방식으로 매각되었다.헝가리와 체코는 그러한 사유화를 

그 국민에게로 제한하 다.모든 국가들에서 이러한 사유화는 지방정부

가 담당하 으며,실제로 이 된 것은 5-10년의 임 ,상 이나 기업의 

상호,재고와 기타 고정물들이었고 건물과 토지는 국가나 지방정부의 소

유로 남아 있었다. 부분의 국가에서 종업원들이 이러한 소기업체를 우

선 인수할 수 있는 특권을 요청하 는데,체코에서는 그러한 종업원들이 

과거에 제공한 서비스 수 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특권도 주어지

지 않았다.233)

주택의 사유화도 매우 요한 이슈인데,리투아니아에서는 바우처방

식에 의하여 이를 진행하 다.국가는 건설비용에 고정하여 주택가격을 

정하 으며 바우처를 사용해서만이 주민들은 주택을 구매할 수 있었고,

주택가격의 10%를 계약 으로 지 하도록 하 다.234)

제 7  사례 비교와 주요 시사

1.독일

서독의 많은 지도자들과 경제 문가들은 속한 화폐와 경제통합이 

가져올 부작용에 한 우려를 표명하 다.1989년 11월 28일 서독의 콜 

수상이 발표한 10개항의 통독방안에도 이러한 우려가 반 되어 정치 으

로는 연방제,경제 으로는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한다는 내용으로 진

232)국가정보원,앞의 책(주 229),10-14면 참조

233)Moore,ThomasGale,op.cit.(footnote228),p.179

234)Moore,ThomasGale.ibid.,pp.18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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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방안과 함께 동독 경제지원을 약속하 다.235)하지만 동독 주

민의 속한 이주에 응하여 결국 독일은 서독의 경제력으로 정치․경

제  통합을 진 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었다.

독일은 에서부터 로의 통일이 이루어지며,경제  통합과 함께 

정치  통일을 속히 추구한 진  흡수통일 사례로 분류되고 있다.

하지만 엄 히 말하면 동독 주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거하여 서독에 편

입되었으므로 이는 합의통일로 분류함이 좀 더 정확할 것이다. 한 독

일은 정치  통일과 경제통합 그리고 법제통합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

지만 엄 하게 따져보면 경제통합→정치  통일→법제통합의 순서를 거

쳤다.경제통합은 1990년 7월 1일 ‘국가조약’의 발효로,정치  통일은 

1990년 10월 3일 ‘통일조약’의 발효로 법 으로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

으며,법제통합은 양 조약을 통하여 법제도의 동화 내지 통합을 추진하

지만 상당수의 조항이나 법률에 하여 경과규정을 두는 방식이나 잠

정  용배제방식 는 (구)동독법률의 효력 존속방식을 통하여 정치  

통일이 이루어진 상당 기간 이후까지 미루어졌다.물론 엄 하게 말하면 

베를린 장벽이 무 진 후 기에는 양 독일이 단계 으로 경제통합을 먼

 이룬 후 정치  통일을 추진하는 방식을 지향하다가 상황이 변하여 

어쩔 수 없이 그러한 단계  방안을 포기하고 박하게 정치  통일을 

추진236)하 으므로 그 순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반박할 수도 있다.하지

만,법치주의에 입각하여 법질서통합과정을 훌륭하게 이루어낸 하나의 

표본 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237)는 에서 경제통합을 제도 으로 이

루고 난 후 정치  통일을 이루어 낸 통합의 순서가 우리의 통일과정에

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독일의 통일 과정을 요약하면 단기간내 비교  성공 인 체제 환과 

경제통합을 이루어 나갔지만 신탁공사에 의하여 추진한 콤비나트 등 생

산조직의 사유화 과정은 동독내 토착자본이 형성될 기회를 제공하거나 

235)독일 경제사회통합 연구를 한 단기조사단,앞의 책(주 2),51면 참조

236)박종철 외,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새로운 근과 추진방안:3 공동체 통일

구상 심,통일연구원,2010,95-97면 참조

237)허 편 ,독일통일의 법 조명,박 사,1994,1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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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쟁력을 유지하기 한 산업정책  보다는 조속한 사유화라는 

에서 이루어졌다.이로 인하여 경쟁력있는 동독기업 육성에는 사실

상 실패하 다.시장경제의 역동성은 구동독의 자산을 다른 주인에게 이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가 정신을 활용하여 새로운 기업을 일

으키는 것인데,신탁공사는 동독의 재산을 매각하는 데에만 심을 두었

다.238)한편,생산요소에 한 사유재산제도 정립과정에서도 몰수토지 처

리에 치 함으로써 기에 신속한 투자를 해하는 측면을 간과하여 내

외국 기업에 의한 투자가 제 때 활성화되지 못하 다.

한 노동생산성의 차이를 무시하고 화폐교환비율이 결정되었으며,

화폐통합도 지나치게 진 으로 이루어져 동독이 보유하고 있던 상

으로 렴한 노동력 등의 비교우 를 활용할 기회를 놓쳐 버렸다.마지

막으로 고용제도와 사회보장제도의 통합도 진 으로 이루어졌는데,특

히 사회보장제도의 경우 동독 지역 거주민에게도 서독 주민과 동일한 수

의 사회보장 여를 제공함으로써 형식  평등에 치우쳐 과도한 복지지

출을 부담하 다.사회보장제도의 통합은 고용시장의 통합이 서로 연계

되어 있고 통일 기 서독 정부의 의지와는 상 없이 이미 노동시장의 

통합이 경제 으로는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239)여서 법 으로 이를 다시 

분리하기에는 늦었다는 을 감안할 때 와 같은 선택이 서독 정부로서

도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이다.하지만,당  기 했던 통일의 혜택을 

살리지 못하고 량의 기업도산과 실업 등으로 지불하지 않았어도 되었

을 댓가를 과도하게 지불한 것은 아닌지 아쉬움이 남는다.

통일 이후 20년을 후하여 등장한 연구나 기사들을 보면 체로 동

독지역 경제성장률의 증가,1인당 GDP의 상승에 해서는 정 인 평

가를 보내는 반면 여 히 11%에 달하는 높은 실업률과 낮은 인구 증가

238)김 윤,앞의 책(주 4),171면 참조

239)동서독간 인 교류는 통일 이 에도 1972.5월 교통조약,1972.12월 기본조약의

체결로 이미 제도화되어 가족․친지 방문을 포함하여 연간 수백만명이 상호방문하

는 상태 으며,통일 시기에는 베를린 장벽 붕괴로 동독인의 규모 서독 이주를

래하여 1990.3월말까지 약50만명의 동독 주민이 서독 지역으로 넘어와 동독은 수개

월 사이 고 숙련자를 포함한 인구의 3%를 상실하 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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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에 하여는 부정 인 평가를 보내고 있다.240)

법제도를 통합한 방식을 살펴보면 동서독 통합시 독일은 국가조약에

서 동독이 시행할 서독 법률,동독이 폐지 는 변경할 법률,동독이 신

규제정해야 할 법률,서독이 개정해야 할 법률,동독이 향후 제정해야 할 

법률을 목록화하고 통일조약에서도 동독 지역에 확 용되는 서독연방

법률(연방법 시행시 용 제외되는 법규정,폐지․개정 는 보충되는 

연방법규정,일정 조건에 따라 효력을 발생하는 연방법규정)과 효력이 

지속되는 구동독법률(연방법 시행시에도 효력을 유지하는 동독법,폐

지․개정 는 보충되는 동독법규정,일정조건에 따라 효력을 발생하는 

동독법규정)로 범주를 나 어 목록을 제시하여 통합을 추진하 다.

2.베트남

공산주의 정권에 의하여 강제 흡수통일된 베트남은 경제 발 을 

하여 개방정책을 실시하고 우선 가격자유화조치를 추진한 후 토지,건물

에 한 재산권을 제도 으로 보장하기 시작하 다.이 과정에서 가장 

기본 인 생산요소인 토지의 소유권은 여 히 국가가 보유하되 일정량

(3ha)의 토지에 한 사용권을 기존의 경작자에게 인정하 다.국유기업

의 소유구조 개편은 비교  늦은 시기에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① 가격자

유화,② 사유재산권 제도 도입 ③ 기업 소유구조 개편의 순서로 이루어

졌다.

베트남은 무력에 의한 통일 후 진 으로 체제 환을 이루고 있는 

사례로서 경제 개  과정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공산화 기에는 사

유재산제를 철폐하고 집단농장화를 추진하여 사회주의  소유형태를 구

축하 다.둘째,사회주의 계획경제질서가 체 국민의 생활을 하향평

화시키고 경제발 도 이끌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 내부  동인에 의하여 

240)독일의 표 인 언론사인 슈피겔지의 독일 통일 이후 20년 후에 한 기사는

http://www.spiegel.de/international/germany/20-years-after-reunification-eastern-g

ermany-on-the-road-to-western-prosperity-a-717136.html,accessedJan.23,2016

참조.블룸버그나 이코노미스트지의 평가도 체로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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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역을 상으로 하는 개 개방정책이 추진되었다.셋째,경제

인 측면에서는 미국과의 국교정상화를 통한 최혜국 우의 향유(2001년)

와 WTO가입(2007년)이 시장 확 측면에서 요한 계기이다.

국과 베트남간 가장 큰 차이 은 농  토지에 한 집체소유를 인

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베트남 한 1946년 헌법과 1959년 헌법에서는 

국가소유,집단소유,사  소유라는 세 가지의 토지 소유권 유형을 승인

하 고,1960년 부터는 동조합에 농민의 토지를 귀속시켜 사회주의  

소유형태를 진 으로 형성하려 하 었다.241)

한 베트남의 경제개 과정은 국에 비해서 상당히 진 으로 이

루어졌다. 국과 같은 이 가격제를 실시하지도 않았고,개방 기 3-4

년에 상당히 많은 법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졌다.그래서,세계은행은 베트

남의 자유화  안정화 조치들이 국보다는 동유럽과 유사하다고 평가

하고 있다.242) 국과 마찬가지로 베트남 한 개 개방이후 노동생산성

이 지속 으로 증가하 다.243)

3. 멘

세계은행에 의하면 2014년 멘의 인구는 24.9백만명,2013년 GDP는 

359억불,성장률은 년 비 4.2%,물가상승률은 11.0%이다244).통일 이

후 10년간 멘경제의 상황은 아래 표에서 보듯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할 

때 최빈국의 경제성장률로는 낮은 편이며 특히 통일 후 6년간은 걸

쟁,소련붕괴,내  등의 향으로 물가상승률이 상당히 높았다.

남북의 경제력이 차이가 나면서도 합의에 의하여 추진된 멘 통일

의 과정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 과 교훈에 하여 살펴보자.

241)김 인,앞의 논문(주 101),1면;김 인,“베트남의 토지법제 동향”,동남아시아

의 법제동향,한국법제연구원,2011.6.16,29면 참조

242)World Bank,World DevelopmentReport1996:From Plan to Market,

OxfordUniversityPress,1996,p.21

243)WorldBank,ibid.,p.20

244)http://www.worldbank.org/en/country/yemen,accessedAugust12,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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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GDP

성장률

석유제외

GDP성장률

석유 부가 

가치증가율

물가상승률,

CIP

재정수지

(GDP 비비 )

1991

1992

1993

1994

2.0

8.3

4.1

2.2

3.2

11.7

4.0

-2.3

-5.6

-15.4

4.2

42.7

44.9

50.6

54.8

71.3

-3.5

-11.9

-12.8

-14.7

1995

1996

1997

10.9

5.9

8.1

9.4

4.5

8.2

19.9

13.5

7.5

62.5

40.0

4.6

-5.2

-0.9

-1.5

1998

1999

2000

4.9

3.7

5.1

5.4

2.9

4.7

2.5

7.8

7.2

11.5

8.0

8.5

-7.9

0.1

7.9

<표 10>1991～2000년 멘 경제

(단 :%)

* 출처:World Bank,Economic Growth in the Republic ofYemen:Sources,

Constraints,andPotentials,2002,p.12에서 인용

첫째,통일 헌법에 우선 합의하고 통일 선포 후 과도기를 설정하여 

통합으로 인한 후유증을 이려 하고 통일국가의 법․제도  기틀을 마

련함으로써 평화 이고 규범 인 합의통일을 달성한 선례245)라는 이

다.평화 인 방식을 통하여 통일을 이룩하 지만 흡수통일이 아닌 새로

운 국가를 건설한 합병통일이었다는 에서 독일의 경우가 차이가 있다.

한, 멘은 독일과 달리 로부터 아래로의 통일이다.246)

둘째,통합 이 에 경제 인 측면에서 사업,석유개발사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고,국민들간 교류도 상 으로 활발하 다.이에 더하

여 1인당 GDP수 도 별 차이가 없어 생활수 도 비슷하 으며,소련의 

기에 따른 원조 삭감에 해외노동자 송  수입감소와 내란까지 겹치면

서 남 멘에 경제 기가 발생하여 이에 한 응책으로 1980년 말 남

멘이 경제개  로그램을 발표하면서 경제 으로는 체제 유사성이 증

가하 다.

셋째,통일을 비하는 과정에서 ‘사나합의서’를 채택하여 통일선언 

245)장명 ,앞의 논문(주 116),116면 참조

246) 동문제연구소,앞의 자료(주 120),1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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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30개월간(1990.5.22-1992.11.22)의 과도기를 설정하 다는 이다.

1989년 11월 30일의 남북 멘 정상회담에서는 북 멘은 헌법 안 로 6

개월의 과도기를,남 멘측은 72개월을 주장하 으며,북 멘은 외무부와 

국방부의 완  통합을 제의한 데 반하여 남 멘측은 이에 반 하 고,

과도정부의 고 직 안배 방식에 하여도 견해 립이 있었다.남 멘측

이 외무부  국방부의 완  통합에 반 한 것은 과도기간에 사실상 양 

정부가 분리․운 되는 일종의 국가연합 형태에 가까운 느슨한 통합을 

선호했기 때문으로 보인다.247)

넷째,정치이념과 권력구조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정치체제의 실질  

운 에서는 유사 이 많아 권력이 소수 집권자에 집 되어 있었고 정권

교체는 선거가 아닌 암살이나 쿠데타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한,사회구

조도 이슬람교와 아랍민족주의를 배경으로 하여 매우 유사한 형태를 띄

고 있었으며 남북 멘 사람간의 동족의식도 상존하고 있었다.

다섯째,경제질서 한 북 멘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남 멘이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추구하 다는 규범 인 측면에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둘 다 표방하는 목표에 불과하 고 실질 으로는 큰 차이가 없

었다.248) 멘의 경제문제는 타  불능의 이념  차이에서 연유된 것이

라기 보다는 멘 고유의 빈곤과 투자의 부족에서 기인한 면이 더 컸

다.249)

여섯째,합의 통일 이후 내 을 통하여 재통합을 이루었다는 이다.

이 게 된 원인은 이질 인 사회체제 에 선언 으로 정치  통합을 이

룸으로써 경찰․정보조직과 일반 행정조직 등에서 실질 인 통합을 이루

지 못한 상태 고,걸 과 해외노동자의 귀국 등으로 실업과 인 이

션이 지속하는 가운데 석유 개발을 통한 소득 증 의 기 가 충족되지 

않아 경제  불만이 상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특히 통일이후 개발된 

247)유지호,앞의 자료(주 123),21-22면 참조.인구가 북 멘의 1/4에 불과한 남

멘의 지도부는 총선에 비하기 하여 되도록 많은 시간 여유를 바랐고,북쪽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부족사회의 통일 반 움직임을 경계하여 최소한의 과도기를 선

호하 다.

248)김국신,앞의 논문(주 161),15-17면 참조

249)유지호, 의 자료(주 123),2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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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멘의 유 에서 나오는 수입을 북쪽이 주로 가져감으로써 석유자원의 

공평한 분배와 련한 남쪽의 불만이 컸었다.250)

이 게 표면 으로는 모범 인 통일 멘이 여 히 안정 인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그것은 경제통합의 발 조건이 제

로 실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즉,걸 력회의와는 아직까

지 단일 경제권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고,세계무역기구에도 2014년에야 

겨우 가입하 으며,사유화도 늦게 진행되어 안정 인 경제 성장을 이룩

할 수 있는 토 가 구축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4. 국

국은 반 으로는 진  체제 환사례로 분류할 수 있으며,홍

콩과의 계에서 1국 2체제 모형으로 우리에게 다양한 시사 을 제공하

고 있다. 국의 체제 환은 아직 재 진행형이다.2013년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 11월에 개최된 18기 3  회(제18기 앙 원회 3차 체 회

의)에서 국 정부는 시장이 자원배분 과정에서 결정  역할을 하도록 

하고,이를 하여 정부와 시장의 계를 잘 처리하기 한 경제체제 개

을 실시하며,재산권과 련하여서는 공유제를 주체로 하여 다양한 소

유제의 경제가 함께 발 하도록 하는 데 을 두고 있다.251) 한,

1978년 이후 농  개 개방의 시작으로 홍보되어 온 농민간 생사 약서

의 고장인 안휘성은 2013.11.12.일자로 '안휘성인민정부 농 종합개 심화 

시범사업방안(安徽省人民政府 关于深化农村综合改革 示范试点工作的指导

意见)'252)을 발표하면서 토지시장에 한 개  의지를 천명하 다.하지

만 여 히 국에서 토지는 농민들이 집단 으로 소유한다는 집체소유의 

성격 자체가 변화한 것은 아니므로 근본 인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고,

250)경향신문,“남북 멘 1국 2체제의 고된 활화산”,1994년 5월 23일자 10면

251)이철용,“ 국 3 회,‘진 개 통한 안정 성장’노선 채택”,LG경제연

구원,2013.11참조

252) http://www.ah.gov.cn/UserData/DocHtml/1/2013/11/12/8868238140628.html,

accessedJan.23,2016에서 원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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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한계가 명확하다.최근 국에서 지방정부 재정수입  토지사용권 

매각 의 비 을 보면 매년 총수입  16.0%에서 26.5%에 달하는 비

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1> 국 지방정부의 재정수입 구성

(억 안,%)

연도
총수입

(D=A+B)

재정수입 정부성기 수입 비

(A)
자체

수입

앙정

부지원
(B)

토지사

용권(C)
C/D C/B

2008 64,752 51,641 28,650 22,991 13,111 10,375 16.9 79.1

2009 76,993 61,166 32,602 28,564 15,827 13,965 18.1 88.2

2010 106,563 72,954 40,613 32,341 33,609 28,198 26.5 83.9

2011 130,700 92,468 52,547 39,921 38,232 31,140 23.8 81.4

2012 139,577 106,440 61,078 45,362 33,137 27,404 19.6 82.7

2013 165,833 117,826 68,969 48,857 48,007 41,250 25.2 85.9

*자료: 국재정부,2013년은 잠정치

체제 안정과 사회 분배의 불공평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국정부

는 사회보장제도의 개 과 농 -도시 호구제도의 개선을 하여 소 도

시에서의 도시화율을 제고하는 한편 농 -도시 통일호구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며,도시와 농 간 불균등한 사회보장제도의 수 을 공평하게 하려

는 시도도 하고 있다.하지만 엄청난 산이 소요되는 이러한 작업이 쉽

지만은 않을 것이다.

홍콩․마카오의 경우는 국보다 정치,문화,경제  수 이 높은 상

태에서 통합이 되었다는 에 유의하여야 한다.정치,문화,경제  수

이 높은 어느 한 지역을 여타 지역과 분리시켜 그 수 을 유지하는 것은 

정치,문화,경제  수 이 낮은 범 한 지 의 정치,문화,경제 수

을 향상시키는 것보다는 훨씬 쉬운 일이다. 한,홍콩․마카오는 시장경

제질서를 유지하며 공산주의 체제로 통합된 것이어서 우리가 상하는 

남북한의 통합과정과는 반 가 될 것이다.이러한 측면에서 입법,사법,

행정의 자율성을 보장하기가 상 으로 쉬웠을 것인데,북한 지역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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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경제  부문은 진  통합을 이루더라도 입법,사법,행정 부문은 제

도 인 부문에서 통합이 좀 더 빨리 이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

한다.특히 법치주의의 정립이라는 측면에서 경제부문을 제외한 법제통

합  司法제도의 통합은 신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국-홍콩․마카오간 경제 력동반자 정은 국이 개 개방 이후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를 목표로 경제 인 역에서 자본주의  요소

를 체제 내로 상당히 수용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 홍콩․마카오의 인구나 

면 이 체 국에서 차지하는 비 이 지극히 낮다는 에서 가능했으

리라 생각한다.홍콩․마카오의 경우 장기간의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 

특별행정구인데,특히 경제제도측면에서는 사회주의 경제질서와 달리 사

유재산제를 보호하고,독립 인 재정운 과 조세제도,화폐와 융제도의 

독자  운 ,자유무역정책과 무 세의 독립 세구역 등의 특징을 보유

하고 있다.이러한 1국 양제는 우리의 통일과정에 있어 경제분야에 있어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 특별행정구역이 가능한 하나의 형태가 될 수 있

음을 시사한다.다만 가장 큰 차이는 국-홍콩은 서로 다른 경제체제를 

채택하지만 남북한의 경우는 동일한 경제체제를 채택할 것이므로 실질

으로는 1국 1체제 2지역의 형태가 될 것이다.

5.유럽연합-동구권 국가

유럽통합이라는 큰 흐름속에 놓여 있었던 동구권국가들은 우선 체제

환을 이루고 어느 정도 경제  안정을 이룬 후 유럽연합에 가입함으로

써 그러한 큰 흐름에 동참하 다.이러한 과정은 유럽연합 출범시를 기

으로 가장 빠른 경우에도 약 10년의 비기간이 필요하 다.특히,코

펜하겐 기 으로 제시된 “기존회원국으로부터의 경쟁압력에 처할 수 

있는 능력과 제 로 기능하고 있는 시장경제의 존재 등 경제  조건”은 

우리의 경우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시장경제체제는 안 한 재산권과 이를 보호하고 계약을 집행하는 법

제,토지이용에 한 최소한의 규제,상법․반독 법․ 산법의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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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화 

속도

사유화 련

주요법률
리기구 특징

종업원에 

한 특혜

지불

방식

폴란드 간
사유화법

(90.7)

사유화부

국고(State

Treasury)

․상업화,  

사유화,

․종업원우 사유화

상 기 업 의 

주식  20%

이내를 50%

할인된 가격

으로 매각

간

형태

헝가리 진

환법(89.1)

일시  국유재

산 리법(92.6)

구  국유재

산 리법(92.6)

국가자산청

국가지주회사

․자발  사유화를 

효시로 차 정부

개입의 극  사

유화로 환

․외국투자가 의존

․원소유자에게 부

분  보상 실시

상 기 업 의 

평가된 자산

가치를 기

으로 10-15%

의 자산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매각

매각

체코 진

규모 사유화

법(91.2, 93.8

개정)

사유화부

국가자산기

․  사유화-사

유 화 증 서

(voucher)배분을 

의무화

․1995년 이후 외국

인직 투자 증

해당사항없음 무료

 안정 인 조세․규제 환경하의 사 재산권의 합법화를 필요로 한

다.253)사유화 과정이 성공하기 해서는 형평성이 있어야 하고,납세자

에게 공정한 보상을 제공해야 하며,최소한 부분 으로 기업과 련된 

집단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고,근로자나 경 자의 복지를 과도한 험

에 빠뜨리지 않아야 한다.254)사유화하기 에 구조조정을 거쳐야 하는

지에 하여 서구학자들간에 논쟁이 있었다. 량 사유화를 한 동구권 

국가들에 있어서 先구조조정-後사유화는 과정을 늦추고 장애를 유발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구조조정 과정을 소유자에게 맡겼다.255)

자유무역이 장기 으로는 필연 으로 효율성과 사회복지를 증가시키

지만, 실 으로 반 이상의 산업이 세계  경쟁을 견딜 수 없어 실업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단기 으로 시장을 개방하기가 어렵다.

<표 12>동구권 국가의 사유화 황

253)Moore,ThomasGale,op.cit.(footnote228),pp.160-161

254)Moore,ThomasGale,ibid.,p.176

255)Moore,ThomasGale,ibid.,p.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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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

바키아
진

규모 사유화

법(구체코연방

법유지)

사유화부

국가자산기

․voucher 사유화

(직 매각,공유매

각은 부차 )

해당사항없음 무료

러시아 진

국   시

기업들의 사유

화에 한 법

(91.7)

통령포고령

(91.12)

국가재산 리

원회
․voucher사유화

기 업 주 식 의 

25%를 무상

으로 는 

51%를 할인

가격으로 구

입가능

무료

동독 진

제1차 신탁법

(90.2)

제2차 신탁법

(90.6)

신탁 리청

․신탁청 주도하의 

직 매각

․소유권의 원상회

복

․  사유화 포

기

해당사항없음

(구매력이 취

약한 동독주

민의 사유화

기업 매입율

은 불과 6%)

매각

*출처:양운철,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환,세종연구소,1999.10,210면

6.소결:사례의 종합

앞에서 살펴본 독일 통일, 국과 홍콩․마카오,동유럽과 EU의 통

합,베트남 통일, 멘 통일 등의 사례를 경제통합의 제조건(시장질서

의 채택,사유재산제 보장)측면,재화의 자유로운 이동,용역의 자유로

운 공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인력 이동의 자유,토지거래제도 측면,

경제통합의 발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시장경제질서의 채택(가격자유화)은 계획경제질서의 비효율성과 

생산성의 문제를 치유하기 한 필수  개 조치로서 진  개 과 

진  개 으로 나뉘어진다.동독과 동유럽국가는 진  개 이외의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반면, 국과 베트남은 체제 환과정에서 

진  가격자유화  시장경제질서의 도입을 추진하 다. 국과 베트남

은 국민들의 시장경제 학습능력을 살펴가면서 체제 환의 속도를 결정해 

나간 것이라 볼 수 있다.256)사유재산제를 도입함에 있어서 통일 독일은 

기 몰수토지에 하여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하고,원물반환이 어려운 

경우 보상을 제공하 으며, 국과 베트남은 토지의 국유 는 집단소유

256)정 화․김계환,북한의 시장경제이행,집문당,2007.10,1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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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유지한 가운데 배분당시 재의 유자에게 토지사용권을 배분하는 

방식을 사용하 다.사유재산제를 도입함에 있어 기반이 되는 등기제도

의 확립이 매우 요함을 멘과 동구의 사례에서 알 수 있다.

유럽연합은 단일화폐를 사용하고 경제정책까지 조화시켜가는 과정에 

있어 경제통합의 모범사례로서 유럽연합과 동구권 국가의 경제통합은 재

화의 자유로운 이동,용역의 자유로운 공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인력 

이동의 자유,토지거래제도의 통일 측면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

다.유럽연합은 재화의 자유로운 이동측면에서 세부과  수량제한을 

지하고 반덤핑 세나 상계조치 신 경쟁법의 엄격한 용을 추진하고 

있음을 여겨 볼 필요가 있다.자본의 이동에 제한을 두지 않고 솅겐조

약 등을 통하여 인력 이동의 자유까지 보장하고 있음은 남북한간 진  

통합의 방향을 제시하는 사례라 할 것이다.

경제통합이 발 하기 해서는 외무역을 개방하고 외국인투자를 

극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무역은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거나 

미국이나 유럽연합과 같이 규모가 큰 시장에 근하는 방식으로 실 할 

수 있으며,외국인투자의 유치는 빠른 속도로 민간부문을 구축하고 자본

이 부족한 국가들의 기업의 사유화 과정을 원활히 하기 한 필수 인 

요소이기도 하다. 국은 홍콩․마카오에 장기간의 고도의 자치권이 보

장된 특별행정구를 설치하 는데,그 핵심은 국제 으로 독립된 세구

역으로 세계무역기구에 별도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다는 것

이다.이러한 독립 세구역의 형태는  다른 형태의 남-북 국가간 결

합으로서 경제 력개발기구나 세계무역기구,국제통화기  등의 국제기

구상 의무나 국제환경 정상 의무를 이행하는 여건이  다른 우리와 

북한간의 결합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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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남북한 경제 법제 비교

제 1  남북한의 헌법상 경제질서

남북한 통일은 궁극 으로 법질서 통합에 의하여 완성되므로 경제통

합에 있어서도 남북한이 재 시행하고 있는 규범에 한 이해가 선행되

어야 하며,여러 규범 에서도 근본규범으로서 헌법상 경제질서가 가장 

요하다.우선 우리의 헌법을 살펴보면 문,제10조,제34조,제119조 

등에서 경제질서의 기본원칙을 선언하고 있다.1) 한,헌법 에 경제에 

한 독립된 章을 규정하여 국민의 경제  자유와 평등의 실 을 기하고

자 하는 것도 우리 헌법의 특징 의 하나이다.2)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를 포함하는 자유민주

 기본질서는 한민국의 실정법질서가 추구하는 최고의 원리이며 실정

법해석의 기 이다.3)우리 헌법재 소는 우리 헌법상 ‘자유민주  기본

질서’를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자유․평등의 기본원칙에 의

한 법치주의  통치질서’라 하고 구체 으로는 ‘기본  인권의 존 ,권

력분립,의회제도,복수정당제도,선거제도,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

으로 한 경제질서  사법권의 독립 등’이라고 밝 4)‘시장경제  사유

재산권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질서가 자유민주  기본질서의 일부

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시장경제질서는 계획경제질서에 비한 개념으로서 시장경제의 작동

을 한 핵심 인 제도들에는 재산권,안 한 계약,진출입의 자유,정보

의 자유,법의 지배 등이 있다.5)시장경제는 자유로운 공개경쟁에 의하

1)김철수,헌법개설,박 사,2013,81면 참조

2)성낙인,헌법학,박 사,2014,272면 참조

3)성낙인, 의 책,148면 참조.

4)헌재 1990.4.2.89헌가113,헌재 1990.6.25.90헌가11,헌재 2001.9.27.2000헌마238

등

5)박 호 외,체제 환국의 시장-민주제도 건설 지원,경제인문사회연구회 동연

구총서 11-15-03,통일연구원,2011,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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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주요한 경제  의사결정 즉,가격,생산,고용과 분배 등을 결정하는 

경제구조인데,자유로운 경쟁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를 제로 

하며,사유재산권이 뒷받침되어야 한다.사유재산권이 있어야 소유자들은 

자기의 자산을 투자하고 증진하며,기업가들은 신을 하는 동기를 갖게 

되는 것이다.안 한 계약은 계약의 신성함이 보장됨으로써 가능한 것으

로 계약 수 원칙(pactasuntservanda)을 이르는 말이다.계약이 수될 

것임을 믿음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처음 보는 사람과도 의를 통하여 계

약을 맺고 이는 교환과 투자 등의 경제활동이 일어나는 범 를 확 시켜 

규모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한다.시장 진출입의 자유는 시장의 경

쟁성을 유지하기 한 필수 제 조건이며,독과 업체가 출 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시장 실패가 일어나는 것을 막는다.시장경제에 있어 정보의 

자유는 올바른 경제  의사결정권 행사의 근간이 된다.자유로운 정보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제  의사결정이 올바르게 이루어졌

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마지막으로,일 성 있고 공평하게 집

행되는 법의 보호는 법치주의를 이르는 것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가능하게 한다.

이에 반하여 북한은 계획경제질서를 채택하고 있는데,북한의 헌법

(정식 명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이하 ‘북한 헌법’

이라 약칭한다)은 1948년 제정되었으며 행 헌법은 2013년 4월 1일 개

정된 것이다.6)사회주의국가의 경제질서는 생산수단의 국유화,사유재산

제도의 부인,계획경제,공동생산  공동분배,이윤추구의 불인정 등을 

원칙으로 한다.7)북한이 채택한 경제질서도 기본 으로 사회주의 계획경

제질서로서 그 핵심은 사회주의  소유제8)이며 이는 생산수단의 국유제 

 가격통제를 그 근간으로 하고 있다.

6)제정 당시 북한헌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으로 불렸는데,1972년 12월

27일 이후는 명의 단계가 인민민주주의 명 단계에서 사회주의 명단계로 넘어

왔다는 의미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으로 고쳐 불 으며,1948년

제정 이후 총 12차례 개정되었다.

7)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편 ,남북한 헌법의 이해,삼 출 사,2002,143면 참

조

8)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편 , 의 책,144-1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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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는 사회주의 국가들 에서도 가장 형 인 앙집권식 

사회주의 계획경제시스템을 유지하여 왔으나,1990년 의 경제난으로 

1990년 후반부터는 ‘계획지표’가 아닌 ‘기업 자체의 지표’에 따라 경제를 

운 하 으며 암시장 한 범 하게 발달하 다.이에 따라 북한은 

2002년 어쩔 수 없이 시장 기능을 부분 으로 활용하려는 의도하에 7․1

경제 리개선조치를 시행하 다.그러나,7․1조치는 시장화 상의 

격한 확 를 불러일으켜 기존의 앙집 식 북한 경제체제 작동방식에 

균열을 야기하여 2005년 10월 이후 7․1조치를 후퇴시키고,2009년 11

월 30일 화폐개 ,2010년 4월 인민경제계획법을 다시 개정함으로써 

앙집권  계획시스템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제운 방향을 선회하

다.9)

제 2  재화  용역시장 련 법제

1. 업의 자유  가격결정의 자유

우리 헌법이 시장경제질서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므로 재화의 공 은 

기업의 생산과정상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업의 자유  기업의 자유

와 직결되고,용역의 공  한 직업의 자유, 업의 자유  기업의 자

유와 직  련이 있다.우리 헌법재 소는 “직업의 자유는 업의 자

유와 기업의 자유를 포함하고,이러한 업  기업의 자유를 근거로 원

칙 으로 구나가 자유롭게 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경쟁의 자유는 기

본권의 주체가 직업의 자유를 실제로 행사하는 데에서 나오는 결과이므

로 당연히 직업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고,다른 기업과의 경쟁에서 국

가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

다.소비자는 물품  용역의 구입·사용에 있어서 거래의 상 방,구입장

소,가격,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소비자가 시장

기능을 통하여 생산의 종류,양과 방향을 결정하는 소비자주권의 사고가 

9)통일부 통일교육원,2012북한 이해,통일부,2012.3,166-172면 참조



- 192 -

바탕을 이루는 자유시장경제에서는 경쟁이 강화되면 될수록 소비자는 그

의 욕구를 보다 유리하게 시장에서 충족시킬 수 있고,자신의 구매결정

을 통하여 경쟁과정에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은 한 소비자

보호의 포기할 수 없는 요 구성부분이다”라고 시10)하여 직업의 자유

로부터 업의 자유,기업의 자유  경쟁의 자유를 도출하고 있다.

시장경제에서 가격은 상품이나 용역에 한 수요,공 의 원리에 따

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사업자의 가격결정의 자유는 업의 자유,기업의 

자유의 핵심  요소이다.남한에서 독 규제  공정거래에 한 법률,

물가안정에 한 법률,농수산물유통  가격안정에 한 법률 등은 가

격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들이다.특히,공동의 가격 정 등 부당한 

공동행 (독 규제법 제19조 제1항) 는 부당한 가격차별 등 거래상

방을 차별 으로 취 (독 규제법 제23조 제1항)하는 경우는 독 규제법

에 의거하여 지되는 행 이다.하지만 이러한 법률들은 헌법  근거를 

두고 있는 법률들이며 시장의 자율을 과도하게 해하는 법률은 아니므

로 동 법률들의 존재만으로 남한의 경제질서를 계획경제질서로 볼 수는 

없다.

이에 반하여 북한은 계획경제질서하에서 인민경제계획이 경제의 계

획  리를 실 하기 한 기본수단이 된다.북한에서 가격법은 1997년 

1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81호로 채택된 이후 1999년에 

두 차례 수정되었는데,동 법에 따르면 가격은 앙과 지방의 가격제정

기 이 정하며(가격법 제11조),국가가격은 유일가격이며 계획가격이다

(가격법 제2조).그 외에도 인민경제계획법,북한 민법,사회주의상업법 

등도 업의 자유와 가격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들이다.특히,북한 

민법 제45조 제2호에서 공업,경공업,수산업,림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부문의 요 공장,기업소와 농기계작업소, 개 리소 같은 농 경

리부문에 복무하는 기업소,수매량정,도시경 , 요상업  출 인쇄 

기업소는 국가만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69조에서 ‘채권채

무 계에서 값은 국가가 정하 거나 평가한 값 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10)헌재 1996.12.26.96헌가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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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으로 정하고 계산한다.국가의 가격규률을 어기고 더 주고 받은 돈이

나 물건은 상 방에 돌려주며 의식 으로 가격규률을 어기고 더 주고받

은 돈이나 물건은 돌려주지 않고 국고에 넣는다.’고 규정하여 사  자치

의 원칙이 보장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북한 민법 제2장에 

규정된 ‘계획에 기 한 계약’은 인민경제계획을 실행하는 주요한 수단으

로서 사  자치의 원칙에 한 한 제한이다.

2.용역시장 련 법제

남한의 경우 타 분야의 개방과 함께 용역분야의 개방도 진행되어 

1996년 유통서비스시장을 개방하 고,1998년에는 소매업에 한 실질  

면개방까지 이루어졌으며,한․미 FTA 상을 통하여 스크린쿼터가 축

소되는 등 문화서비스산업이 폭 개방되었다. 융서비스 한 OECD

가입과 외환 기를 계기로 빠르게 진행되었다.경제 력개발기구 경상무

역외거래자유화규약(Code of Liberalization of Current Invisible

Operations)은 두 개의 구속력있는 규범의 하나로서 경상무역거래를 제

외하고 용역 거래 등의 자유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재화시장과 비하여 용역시장에는 그 자유로운 제공에 한 제한이 

많이 있는데,헌법 제119조 제2항에 근거를 두고 제정된 독 규제  공

정거래에 한 법률이 그러하며, 규모 포등에 한 업시간의 제한

과 의무휴업일을 규정한 유통산업발 법상 형유통업체 업활동 규제 

한 용역의 자유로운 제공을 제한한다.직업선택의 자유에 한 공공복

리 차원의 제한으로 문직용역에 하여 개별법령상 국가자격요건을 규

정하는 경우도 있다.국내 으로 국가자격은 자격기본법,국가기술자격법

을 주요 법률로 하고 개별 법령에 자격 취득 요건, 차,자격증의 교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자격기본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국

민의 생명․건강  안 에 직결하는 분야,국방․치안․교육  국가기

간산업 등 공익에 직결되는 분야,자격 취득수요가 어 민간자격의 운

이 곤란한 분야,그 밖에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에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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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행정기 의 장이 국가자격 련법령으로 국가자격을 신설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동 규정 1호(국민의 생명․건강  안 에 직결하는 분야)

와 2호(국방․치안․교육  국가기간산업 등 공익에 직결되는 분야)는 

각각 공공복리,국가안 보장,질서유지 등의 기본권 제한 목 과 련이 

있다.우리나라에서는 의사,변호사,변리사,약사,택시운 자격,도선사,

공인 개사,세무사, 세사,법무사,공인회계사,행정사 등 약130여개의 

국가자격제도를 운 하고 있다.11)

이에 반하여 북한은 계획경제질서하에 자립경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

어 민간 부문이나 외국인에 의하여 제공되는 용역은 거의 없다시피 하

며,각종 용역 분야가 제 로 분화되어 있지도 않다.

3.표 제도

남북간 표 의 차이로 인하여 재화의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될 수 있

다. 를 들면,경의선 등 남북간 철도가 연결되더라도 원 공 방법이

나 신호제어방식 등이 상이하여 우리 동차가 북측의 철로를 달릴 수 

없고 재 우리는 사용하지 않는 넓이의 단 인 ‘평’의 경우도 북한은 1

평이 1㎡이지만 우리는 3.3㎡이다.과거 연구12)에서는 산업에서 비표 화

로 기인되는 비용은 인력손실이 체 통일비용의 3-4%,자재손실이 

2-3%,생산성 하가 3-10%를 차지할 것으로 보았다.

남북한간 표 의 차이가 발생한 근본 원인은 남한의 표 은 미국,

유럽연합,일본을 모델로 하 고 북한은 국과 구소련의 향을 받았기 

때문이다.북한의 국가규격(KPS)은 11,000여종으로 남한 산업규격(KS)

20,000여종과 양 ․질 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남한과는 달리 

강제규격의 성격을 띠고 있다.연구 결과13)에 따르면 2004년 북한규격목

11)우리나라의 상세 자격정보는 www.q-net.or.kr(2016.1.23일 검색)참고

12)한국표 회,남북산업표 통합기반구축사업:산업기술기반조성에 한 보고서

(최종보고서),산업자원부,2006.11,1면 이하 참조

13)한국표 회,남북 산업표 용어 비교:북한표 13개 분야,산업자원부,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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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을 기 으로 하여 북한과 남한의 용어규격 응비율을 보면 37.8%에 

불과하다. 한 용어가 같으나 정의가 다른 경우도 있어서 향후 남북 용

어 통합작업을 포함한 남북 규격의 통일 작업이 매우 시 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남북기본합의서 “‘제3장 남북교류․ 력‘의 이행과 수를 한 부속

합의서”제1조 제11항은 “남과 북은 경제교류와 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하여 공업규격을 비롯한 각종 자료를 서로 교환하며 교류․ 력 당사

자가 수하여야 할 자기측의 해당 법규를 상 측에 통보한다”고 규정하

여 표 분야의 력사항에 하여 규정하고 있으나,지  재의 남북경

제교류 력과 마찬가지로 큰 진 이 없는 상태이다.

4. 외무역과 ‘자립’경제

가.남한

한국의 외경제정책과 경제발 과정을 연계하여 보면 크게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제1기는 경제재건시 (1948-1960),제2기는 정부주도 

외지향경제의 구축과 공업화시 (1961-1979),제3기는 경제자유화의 확  

 발  시 (1980-1997),제4기는 경제선진화시 (1998- 재)이다.14)제1

기 경제재건시 에 한국의 무역정책은 구상무역제도 으며,수입 체공

업화 략을 취하고 있었다.제2기부터 수출주도형 성장모델이 가동되기 

시작하여 복수환율제도를 단일변동환율제도로 변경하 고 수출에 한 

무역 융  세제상의 지원,수출용 원자재 세감면 등 종합수출지원제

도를 실시하 다.1974년에는 조세감면특별법을 마련하여 기업에 한 

세제상의 특혜를 부여하 다.제3기에는 차 정부의 개입을 여가며 

시장의 자율성을 시하게 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환되어 각종 수출지

원제도를 철폐하고 수입자유화 등 무역자유화를 추진하 으며,우루과이

14)각 시기별 상세 내용은 한국경제60년사편찬 원회,한국경제60년사 III. 외경

제,한국개발연구원,2010.9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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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드를 거쳐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고 OECD에도 가입하여 개방화․

세계화 추세를 확실히 하 다. 한,1991년 유통시장 개방,1992년 해외

직 투자제도 개선 등도 추진하 다.외환 기 이후인 제4기에는 기업․

융․노동․공공부문에 한 개 조치 실시,수입선다변화제도의 단계

 철폐, 융서비스분야 자유화 진을 거쳐 2000년  들어서는 세계 

각국과 FTA를 추진하고 경제선진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분야별로 주요 변화를 보면 남한은 경제성장을 추진한 이래 내수가 

부족하고 경제발 을 한 자원도 부족한 상태에서 필연 으로 해외시장

에 을 돌리고 수출확  주의 무역정책을 시행하 다.사실 1950년 

토키라운드를 통하여 1951년 서독 등과 함께 GATT가입이 추진되었으

나,한국 쟁 이었고 신생국으로서 경제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으며,

가입의정서에 한국 표의 서명이 없고 국내 비 차도 완료되지 않아 

GATT에서 몇 차례 서명기한을 연장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이 무산

되었다.이후 1962년부터 시작된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이후 조심스

럽게 가입을 검토해 오다 1966년 5월 20일 GATT에 가입 신청을 하 고 

5개월의 상을 통하여 1967년 4월 14일 정식으로 GATT회원국이 되었

다.15) 외무역과 련된 기본법으로는 ‘외무역법’이 있는데,동법에 

의거하여 무역과 련한 각종 제한조치 등을 포함하는 법령이나 훈령․

고시 등을 통합 공고함으로써 무역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고 있다.동 법

이 제정되기 이 에는 1957년 12월 제정된 ‘무역법’과 동 법을 체하여 

1967년 1월 제정된 ‘무역거래법’이 무역거래를 규율하 었다.

외환과 외국인투자의 국제간 이동과 련한 주요한 법제로는 외국환

거래  기타 외거래의 자유화와 련된 법제,외국인직 투자의 유치

와 련된 법제,외국인의 토지취득에 한 법제 등이 있다.국내 산업기

반이 갖추어짐에 따라 우루과이 라운드,경제 력개발기구 가입에 발맞

15)1950년에서 1951년까지의 시도 1967년 가입에 해서는 한국경제60년사편찬

원회,앞의 책(주 14),104-105면;UnitedNations,"DecisionbytheContracting

PartiesAgreeing totheAccession oftheRepublicofKoreatotheGeneral

AgreementonTariffsandTrade",TreatySeries,Vol.142,p.18-21참조,1967년

가입의정서는 GATT,"AccessionofKorea",L/2770,1967.3.17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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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어 단계 으로 외개방을 추진해 오던 우리 정부는 1997년 외환 기

를 계기로 폭 인 개방에 나서 1998년 9월 종 의 ‘외국환 리법’을 

폐지하고 ‘외국환거래법’을 새로 제정하여 외국환거래를 폭 자유화하

으며,1998년 5월에는 종 의 ‘외국인의 토지취득  리에 한 법

률’을 ‘외국인토지법’으로 바꿔 제정함으로써 외국인에 한 토지취득제

한을 면 폐지하 다. 한,외국인직 투자에 하여도 ‘외자도입 진

법’(1960.1.1-1966.8.3),‘외자도입법’(1966.8.3-1997.1.30),‘외국인투자  

외자도입에 한 법률’(1997.1.30-1998.9.16)을 거쳐 외국자본과 기술에 

하여 차   기술도입 주의 정책에 주력하며 외국인직 투자 형식에

는 소극 이었다가 외환 기 이후 외환의 확충과 기업구조조정이 긴 한 

국가  과제로 부상함에 따라 외국자본에 한 개방정책을 채택하여 

극 인 외국인직 투자 유치 정책으로 환하 다.이에 따라 기존의 

‘외국인투자  외자도입에 한 법률’을 폐지하고 1998년 9월 ‘외국인투

자 진법’을 제정하여 외국인투자제도에 하여 각종 인센티 와 지원을 

제공하 다.16)

타 분야의 개방과 함께 서비스분야의 개방도 진행되어 1996년 유통

서비스시장을 개방하 고,1998년에는 소매업에 한 실질  면개방까

지 이루어졌으며,한․미 FTA 상을 통하여 스크린쿼터가 축소되는 등 

문화서비스산업이 폭 개방되었다. 융서비스 한 OECD가입과 외환

기를 계기로 빠르게 진행되었다.

나.북한 

북한 헌법은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다.북한

이 주장하는 자립  민족경제는 주체사상을 경제부문에 용한 것으로 

북한은 이를 ‘생산의 인 ․물  요소들을 자체로 보장할 뿐만 아니라,

민족국가 내부에서 생산․소비  연계가 완결되어 독자 으로 재생산을 

16)외국인투자유치정책의 변천과정에 해서는 윤상직,외국인투자법제 해설,세경

사,2009.10,3-20면;산업자원부,2006산업자원백서,2007.6,13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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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하여 나가는 체계’라고 정의한다17).이러한 자립  민족경제는 1960

년  ․소분쟁의 와 에서 경제 인 의존성을 탈피하지 않고서는 정치

 자립성은 있을 수 없다는 인식하에 시작되어 정치  독자성을 확보하

기 한 노력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경제성장에 필수 인 자원을 외부에

서 조달할 수 밖에 없고 기술수 도 낮은 북한으로서는 국제분업의 혜택

을 릴 가능성마  차단당함으로써 장기 인 성장의 악순환에 빠져 

세계경제발 의 흐름으로부터 도태되는 결과를 래하 다.이는 문화

명 이후 생산력 감퇴에 응하여 세계를 향한 개 개방의 문을 열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과 극명하게 비된다.

북한 외경제정책은 국가의 앙집권  계획 리하에 호혜평등  

유무상통의 원칙을 바탕으로 자립  민족경제건설노선을 보완․발 시키

는 것을 그 기조로 하며,이를 하여 비교우 와 무 하게 원자재  

생산재를 국내에서 자 하고,계획에 반 된 교역품은 시장  가격기구

가 철 히 무시되며,국내에 없거나 은 물품만 교역하므로 교역의 다

양성과 폭이 단히 고,무역담당기 에 의한 독 무역체계가 정립되

어 있다.18)북한의 세율은 내각이 결정하는데 수출시는 국경인도가격,

수입시는 국경도착가격을 기 으로 하며(세 법 제32조),수입과 수출을 

장려하는 물자에는 세를 면제하거나 낮게 부과하고 제한하는 물자에는 

세를 높게 부과한다(동법 제4조).물론 특수경제지 의 세질서는 따

로 정한다(동법 제7조 하단).북한과 다른 나라 사이에 맺은 조약에 세

특혜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용하고 세특혜조항이 없을 경우에는 

보통 세율을 용한다(동법 제37조)19).일반 으로 국가간 무역은 최혜

국 우(MFN)와 내국민 우(NT)를 부여하는 무역 정의 체결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북한은 핵 문제 등으로 인하여 미국,일본 등과 무역

정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어 국제 시장에 제 로 근하지 못하고 있는 

17)통일부 통일교육원,앞의 책(주 9),136면 참조

18)이하 북한의 외경제정책에 해서는 홍익표,“북한의 외경제와 무역”,

북한경제론,오름,2007,295면 이하 참조

19)북한의 세제도에 한 자세한 사항은 조 기,“북한의 무역 세체계에

한 연구”,한국 세학회지 제2권 제2호,한국 세학회,2001.8;정 화,“북한의 출입

국 세 법령에 한 고찰”,북한법연구 제5권,북한법연구회,200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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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이다.20)

북한은 1980년 들어  악화되는 경제문제 해결을 하여 1984년 

9월 ‘합 법’을 제정하여 외국인투자유치를 추진하 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다가 1990년  들어 사회주의권 붕괴로 외경제가 더욱 악

화되어 자본주의 경제권과의 교류확 를 하여 1992년 헌법 개정시 

외경제개방정책의 헌법  토 를 마련하고 ‘외국인투자법’,‘자유경제무

역지 법’,‘외국인기업법’,‘합작법’,‘합 법’,‘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

세 법’,‘외자 리법’,‘외국인투자은행법’,‘토지임 법’등 9개의 법률을 

제․개정하고 ‘외국인투자기업 노동규정’등 5개의 규정을 정비하 으며,

2001년 4월에는 ‘가공무역법’,‘작권법’,‘갑문법’을 제정하 다.2000년

 반에는 남한과의 경제 력을 확 하면서 ‘강산 지구법’,‘개

성공업지구법’,‘북남경제 력법’,‘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등을 제정하

으며,2000년  후반에는 남한으로부터의 투자유치가 어렵게 되자 

국 등으로부터 외자 유치를 하여 ‘라선경제무역지 법’,‘강산국제

특구법’,‘황 평․ 화도경제지 법’을 제정하고,‘외국인투자법’,‘외국

인투자기업노동법’,‘외국인투자기업재정 리법’,‘외국인투자기업 산법’,

‘외국투자기업등록법’,‘외국투자기업회계법’등을 포함한 13개 외국인투

자 계법령을 개정하 다.21)

북한 외국인투자법상 외국투자가는 합 기업,합작기업,외국인기업

의 3가지 형태로 투자할 수 있는데,합 기업과 합작기업은 투자는 공동

으로 하되 합 기업은 공동 경 ,합작기업은 북한 단독 경 의 형태를 

띤다. 한 합 기업은 출자지분에 따라 이익과 손실을 공동으로 배분하

지만 합작기업은 이익은 출자지분율에 따르고 손실은 경 권을 단독으로 

행사하는 데에 한 반 부로 북한 단독으로 책임진다.22)

20)북한 무역의 정상화에 한 베트남 사례의 시사 을 연구한 것으로 김석진,베

트남 사례를 통해 본 북한의 외무역 정상화 망,산업연구원,2007.9참조.동 연

구에 의하면 북한은 유일하게 EU와는 최혜국 세율에 따른 무역을 하고 있지만

일반 특혜 세(GSP)는 부여받지 못하고 있으며,미국,일본 등과는 정상 무역

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21) 북한 외경제 련법제는 법무부,통일법무 기본자료:북한 법령,2012,

834-83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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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2011년 1월 경제개발10개년 략계획을 수

립․발표하고 2013년 5월에는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한 후 2013년 11월에 

14개 경제개발구를 선포하여 외자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이다.

제 3  융  자본시장 련 법제

자본에는 직  투자(FDI)를 포함하여 단기  장기 자본거래 등 가

능한 모든 형태의 자본거래가 포함되는데,직 투자는 완 소유기업,자

회사 는 지사의 설립  확장과 기존기업 소유권의 완  취득 는 신

설 는 기존기업에의 참여,5년 이상 부 등 형태가 있으며,간 투자

의 표 인 형태는 증권투자이다.

1.기업설립퇴출의 자유

우리 법제에서 회사는 상법 제169조에 의하여 ‘상행 나 그 밖의 

리를 목 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제170조에 따르면 합명회사,합

자회사,유한책임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의 5종으로 나뉜다. 한 상법 

제172조에 따라 회사는 본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며,

등기를 하기 해서는 정  작성과 출자 등 실체형성행 가 필요하여 

칙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3).

제조업의 경우 기업활동을 하기 해서는 산업입지가 매우 요하

다.이를 뒷받침하기 하여 1962년 울산공업지구 개발과 1964년 서울 

구로동의 한국수출산업 공업단지 개발을 효시로 하여 다양한 산업단지 

개발정책이 추진되어 왔다.1960년 에는 경공업 주의 수출산업 육성

과 산업화 기반 구축을 하여 ‘공업지구조성을 한 토지수용특례법’,

‘도시계획법’,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 ‘국토건설종합계획법’으로 

22)이덕무,“북한의 외국인 투자 련법 연구”,조선 지역발 연구 제7권,조선

학교,2002,48-50면 참조

23)김건식,회사법,박 사,2015,8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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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뒷받침하 고,1970년 에는 ‘국토이용 리법’,‘지방공업개발법’,

‘산업기지개발 진법’,‘공업배치법’을 심으로 화학공업 육성기반을 

구축하 는데,공업배치법 제4조는 상공부장 이 공업배치기본계획을 수

립하며,동 계획은 국토건설종합계획,토지이용계획 등 다른 국토이용계

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있다.

1980년 에는 국토의 균형발 과 산업의 지방분산을 하여 ‘수도권

정비계획법’,‘소기업진흥법’,‘농어 소득원개발 진법’,‘공업발 법’으

로 뒷받침하 고,1990년 에는 첨단산업 육성을 한 기반 구축을 하

여 ‘산업입지 개발에 한법률’,‘공업배치 공장설립에 한법률’,‘기업활

동규제완화법’,‘산업기술단지지원법’등이 용되었으며,2000년 에는 

지식기반 산업입지기반 확충을 하여 ‘국토기본법’,‘국토의 계획  이

용에 한 법률’을 기본으로 하여 ‘산업입지 개발에 한법률’,‘산업단지

개발인허가 차간소화법’,‘산업집 활성화  공장설립에 한 법률’이 

구체 인 기능을 담당하며 산업 입지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다.24)25)

복이후 정부 수립 이 까지는 남한 지역의 통치를 맡은 미군정이 

귀속재산의 매각을 통한 사유화를 결정하고 일부 기업체를 불하하고 귀

속농지를 매각하 다.정부 수립 이후 귀속사업체를 포함한 귀속재산이 

한미간의 ‘재정  재산에 한 최  정’에 의하여 일  이양되었는데,

체 귀속재산의 총가치는 우리나라 총자산가치의 약80%에 이르 던 것

으로 추정되었다.귀속사업체  제조업체의 수는 2,354개로 체 사업체 

수의 66.3%에 해당하 는데,정부는 1949년 12월 공포된 ‘귀속재산처리

법’에 의거하여 규모가 큰 공장은 국 으로 하고 소규모의 공장은 불

하하는 정책을 시행하 다.1951년부터 1953년 에 귀속재산의 불하가 

집 되는 등 사유화가 지속 으로 진행되어 1958년에는 부분의 귀속기

업체와 부동산이 민간소유로 환되었다.26)

24)한국경제60년사편찬 원회,한국경제60년사-IV(국토․환경),2010.9,148-178면

참조

25)한국산업단지공단,2012산업입지 요람,2011.12,17면 참조

26)한국경제60년사 편찬 원회,한국경제60년사 II-산업,2010.9참조. 복후 귀속

재산 련 기업체는 3,169건에 달하 으나, 리부실과 6․25 쟁으로 인하여 실제

로 불하된 업체는 40-50개사에 그쳤고,귀속사업체에 종사하던 임원이나 직원이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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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하여 북한에서는 일제 식민지배하에서 북한 지역의 공업이 

일본인 심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므로 일본의 패망이후에는 공업부문의 

소유권에 큰 공백이 생겼다.북한은 토지 개  이후 주요산업의 국유화

를 진행하기 하여 1946년 8월 10일 ‘북조선임시인민 원회의 산업,교

통,운수,통신,은행의 국유화에 한 법령’을 공포․발효시켜 무상으로 

기존 업체를 몰수하여 공장․ 산․철도․체신․은행 등 주요산업을 인

민소유 즉 국유화하 다.동 법령은 일본과 일본인(개인  법인 포함)이 

소유하거나 ‘조선인민의 반역자’가 소유한 기업소 등을 상으로 하 으

며,이로써 북한지역 체산업의 90%를 하고 있던 1,034개의 기업이 

국유화되었다.27)하지만 국유화에서 제외되었던 개인기업도 사회주의 계

획경제질서가 차 정착되어감에 따라 국가의 통제가 강해지고 개인기업

에 불리한 경제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격히 쇠퇴해 갔고,북한의 개인

상공업은 1958년 8월 이후 폐지되거나 동조합에 편입되어 자취를 감추

고 국 상업, 동단체상업,농민시장 체제로 변화하 다.

2010년 11월 11일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 원회 정령 제1194호로 

기업소법을 제정하 다28).동 법 제2조에 따르면 기업소는 “일정한 로력,

설비,자재,자 을 가지고 생산 는 사활동을 직  조직진행하는 경

제단 이다.기업소에는 인민경제계획을 실행하는 생산,건설,교통운수,

사단  같은 것이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기업소를 조직하는 “기업

소조직기 에는 내각과 앙로동행정지도기 ,도(직할시)인민 원회,시

(구역),군인민 원회,해당기 ”이 속하며(동법 제11조),기업소는 인민

원회에 등록하며(동법 제15조),기업소조직기 은 국가의 정책과 실

의 요구에 비추어보아 불합리하거나 망성이 없는 기업소를 정리할 수 

있다(동법 제18조).기업소의 설비와 건물,시설물을 비롯한 부동산은 빠

짐없이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37조,46조)29).이와 같은 규정으로 

사람에게 그 연고권을 토 로 불하되는 경우가 많았는데,불하받은 사람은 엄청난

지 를 향유하 다고 한다.

27)정 화,“통일 후 북한의 재산권 문제에 한 헌법 연구”,서울 학교 박사학

논문,1995,170-171면 참조

28)기업소법 제정의 의미에 해서는 박훤일,“북한의 기업소법 제정의 의미”,경희

법학 제47권 제2호,경희 학교 법학연구소,2012,275-30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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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때 동 법의 제정으로 기업소의 조직이나 리기구에 한 리체계를 

수립한 의의는 있으나,기업소를 우리법상의 법인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사회주의 인민경제계획을 실 하기 한 수단의 성격을 지닌다.

2. 융  자본시장 

가.남한

시장경제질서에서 자본시장은 투자의 자유와 하게 련이 있고,

이에는 거래  송 의 자유를 포함하는 업의 자유가 포함된다. 복 

후 우리나라의 융법규체계는 ‘조선은행법’,‘조선식산은행령’,‘은행령’,

‘축은행령’등 일제시 에 제정된 련법령이 그 로 통용되고 있었고,

조선은행권,일본은행권, 만은행권  일본군 군표 등이 화폐로 통용되

고 있는 실정이었다.30)경제 실에 맞는 건 하고 자주 인 융체계를 

확립하기 해서는 앙은행법의 제정을 통한 새로운 앙은행 설립이 

무엇보다 시 한 과제 으며,이에 따라 1950년 5월 5일 ‘한국은행법’이 

제정되었다.한국은행법 제정시 한국은행의 역할은 한국은행권  주화

의 독  발행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발행하며,은행의 은행으로서 

지 비 을 보 하는 동시에 최종 부자의 역할을 담당하고,정부의 

은행으로서 국고 의 공  수기 으로서의 기능과 정부에 한 당좌

출 는 기타 여신 제공,국채 인수 등의 업무를 처리하며,통화신용정책

의 수립과 집행,은행감독업무,외국환 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재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에 따라 무자본특수법인31)으로서 효율

29)북한에서는 부동산 등기제도를 폐지한 신 토지법과 도시경 법에 포함된 원칙

인 조문에 기반을 두고 부동산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그러므로,국가공부는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통일 후 토지 등 북한 부동산의 처리와 련하여서

는 김성욱,“통일 후 북한 국공유재산의 처리와 련한 법 문제와 해결방안”,2011

년 남북법제연구보고서,법제처,2011,53-86면 참조

30)한국은행,한국은행 60년사,2010.6,20면 참조

31)한국은행법 제2조.한국은행법 제정시에는 한국은행의 자본 은 15억원으로 하

고 액을 정부가 출자하 는데,만성 인 인 이션으로 자본 의 실질가치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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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32)을 도모함으로써 국

민경제의 건 한 발 에 이바지함을 목 으로 하는 앙은행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립성,공공성,투명성을 보장받고 있다.한국은행법 

제12조에 따라 한국은행의 합의제 정책결정기구로서 융통화 원회를 

두며, 융통화 원회는 동 법 제28조에 의거 통화신용정책에 한 사항

을 심의․의결한다.

1950년 7월 22일 한국 쟁의 와 에 최 의 한국은행권인 1,000원

(圓)권,100원(圓)권이 발행되었으며,수차례의 화폐 개 을 거쳐 재에

는 4종의 은행권을 실제 발행․유통시키고 있다.33)우리나라의 환율제도

는 해방 이후 고정환율제도로부터 시작하여 1964년 5월 단일변동환율제

도로 환되었다가 1980년 2월 복수통화바스켓제도로 변경되었으며,

1990년 3월 2일부터는 시장평균환율제도를 채택하다가 1997년 12월 1634)

일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 다.

융시장 진입규제측면에서 보면 1950년 5월 5일 ‘은행법’이 제정된 

이후 1957년 2월 귀속 은행주식의 불하가 완료되어 시 은행의 민 화가 

이루어졌으나,재벌의 융과  폐단이 나타나 1961년 군사정부에 의하

여 ‘부정축재처리법’이 제정되어 불하된 은행주식을 정부에 귀속조치

(1961.10.29)함으로써 시 은행은 다시 국유화되었다.국유화되었던 시

은행은 1972년 상업은행이 민 화되고 1980년 에 나머지 4개 시 은

행이 1983년까지 민 화되었다.민 화와 더불어 1980년 와 1990년  

에 다수의 은행이 신설되었고,투자 융회사,종합 융회사,상호신용

고,생명보험회사,증권투자신탁회사,증권회사,투자자문회사,벤처캐

피털회사,리스회사 등의 비은행 융기 의 진입과 퇴출도 활발해졌다.

명무실해짐에 따라 1962년 제1차 개정시 재와 같이 변경하고 정부가 출자하 던

자본 액을 반환하 다.한국은행,앞의 책(주 30),101면 참조

32) 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의 운 체계를 구성하는 요소인 최종목표 명목기 지표

제도 수단의 구체 인 내용은 어떤 지표를 명목기 지표로 하느냐에 따라서 통화량

목표제,환율목표제,물가안정목표제 등으로 구분되는데 재 우리나라는 물가안정

목표제를 취하고 있다.

33)한국은행의 화폐발행역사에 하여는 한국은행, 의 책,225-237면 참조

34)상세 내용은 한국은행, 의 책,262-26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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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외환 기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융부문의 폭 인 구조조정,

감독기구의 설립  공 자 의 투입으로 융부문의 부실해소가 이루어

졌으며,2008년 로벌 융 기에 응하여 은행의 자본확충방안이 제

시되고 종  증권거래법,선물거래법,간 투자자산 운용업법,신탁업법,

종합 융회사에 한 법률,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을 통합하여 2007년 8

월 제정되었던 ‘자본시장과 융투자업에 한 법률’이 2009년 2월부터 

시행되었다.35)

업규제측면에서는 리자유화 추진 이 인 1980년 까지 융기

들은 한국은행이 정한 여수신 최고 리를 실행이율로 채택하여 왔으나,

1990년  들어 리자유화가 단계 으로 추진되어 2004년 2월 이후에는 

당좌 을 제외한 모든 여수신 리를 융기 이 자율 으로 정할 수 

있게 되었다.하지만 여 히 한국은행법 제28조에 의거하여 융기  여

수신 리의 최고율은 융통화 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한편 융기  

여신에 한 규제도 국민경제상 긴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직

으로 제한하는 소기업 출의무비율제도,제조업 출지도비율제도, 융

기 출한도제도,융자사 승인제도,융자순 제도 등의 직  규제는 없

다.

융거래는 시장자율에만 맡길 경우 정보의 비 칭성으로 인하여 

융제도의 불안정과 거래 축을 래할 수 있으므로 공정한 융 개,경

건 성 유지,소비자의 재산 보호  융거래 활성화를 하여 융

감독이 필수 이다.36) 행 우리의 융감독업무는 기획재정부, 융 원

회,한국은행, 융감독원, 보험공사 등이 분담하고 있다.

시장경제질서하에서는 량의 실물  융거래의 결과 발생한 거래

당사자간 채권․채무 계를 지 수단을 사용하여 화폐  가치를 이 함

으로써 종료하는 지 결제가 무엇보다 요하다.지 결제제도는 융시

스템의 하부구조로서 지 수단( ,어음,수표,신용카드,계좌이체 등),

참여기 (지 서비스 제공기 ,지 결제제도 운 기 ,한국은행),업무

35)우리나라 융산업의 변화과정에 해서는 한국경제60년사편찬 원회,한국경제

60년사 I-총 편,2010.9,217-335면 참조

36)한국은행,한국의 융제도,2011.12,27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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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규정,그리고 산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37)지 결제제도 운 기

으로 융결제원,한국거래소,한국 탁결제원,외환결제 련 운 기

이 있는데, 융결제원은 융공동망,어음교환시스템,지로시스템 등 

소액결제시스템을 운 하고,한국 탁결제원은 유가증권 탁결제기 으

로 증권시장 형성을 한 기반이 된다.

‘특정 융거래정보의 보고  이용 등에 한 법률’과 ‘범죄수익 은

닉의 규제  처벌 등에 한 법률은 공공복리(자 세탁 방지)를 목 으

로 한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에 한 주요한 제한  하나이다.

나.북한 

북한의 경우 자본을 배척하는 체제  한계로 인하여 화폐나 융분

야에 하여 시장의 기능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화폐․ 융제도가 제

로 분화,발 하지 못하고 있으며,화폐․ 융부문의 재정통제 인 기능

이 매우 강하여 원칙 으로 재정부문과 별도로 구분하기가 어렵다.38)북

한의 화폐․ 융제도를 규율하는 법을 살펴 보면 발권법, 앙은행법,상

업은행법,화페류통법,외화 리법, 외결제은행돈자리규정,보험법,귀

속 리법,자 세척방지법 등이 있다.39)

북한은 이 까지는 법률이 아닌 규정의 형태로 앙은행을 규율하다

가 2004년에 앙은행법을 채택하 고,단일은행제도를 취하고 있어 상

업은행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상업은행법은 이보다 늦은 2006년에 채택

하 는데, 재까지 동 법에 따른 상업은행이 설립되었다는 사실은 확인

되지 않고 있다.40)북한에서 융은 국가은행을 심으로 하여 화폐자

을 계획 으로 융통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제 계라고 정의되고41)

37)여기서의 지 결제에 한 설명은 한국은행,앞의 책(주 36),303-321면 참조

38)통일연구원,2009북한 개요,2009.10,236면 참조

39)개별 법률 내용에 한 소개는 졸고,“북한의 국가 재정, 산과 융”,헌법과

통일법 제1호,2012.11참조

40)김정만,“북한 융제도 황과 과제”,통일경제 2009년 가을호,2009,56면

41)북한경제포럼, 북한경제론:이론과 실제에 한 연구,오름,2005.12,2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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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기 ,기업소 는 개인들간의 사 인 자 거래는 제도 으로 

지되어 있다.그러므로,북한에는 자본주의 국가와 같은 단기 자본시

장,증권시장,기타 유사 융시장이 존재하지 않으며,국가가 직  자원

배분 기능을 맡고 있어 이자율과 수익률,환율 등을 매개로 자원배분기

능을 수행하는 자본주의체제의 융과는 그 기능이 본질 으로 다르

다.42)북한에서의 융은 독자 인 경제활동이 아니고 국가의 경제계획

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 의 조달․분배를 담당한다.

북한의 융기 은 내 융사업을 장하는 조선 앙은행, 문분

야 융업무를 수행하는 조선무역은행,조선 강은행,조선 성은행 등 

특수은행과 국가보험기 ,체신 기 , 동  신용기 ,투자기  등

의 비은행 융기 으로 구성되어 있다.이 외에 합작․합  은행으로 

동신용은행(조선 성은행-홍콩회사간),고려 로벌 신용은행(고려은행-

국회사간)이 있다.조선 앙은행은 본  외에 직할시  도,군․구  

시에 총지 과 지 을 설치하여 국  지 망을 가지고 있으며,발권은

행으로 각종 지폐와 주화를 발행해 오고 있다.43)무역  무역외 거래 

결제업무를 담당하는 조선무역은행은 2003년 8월부터 남북 청산결제은행

으로 지정되어 있다.

북한 ‘화페류통법’제3조에 따르면 북한에서 ‘화페류통’은 ‘ 류통’

과 ‘무 류통’(증서)으로 이루어지는데, 류통은 기 ,기업소,단체

와 공민 사이의 상품거래 같은데 용하는 화페류통형태(동법 제11조)이

고,무 류통은 기 ,기업소,단체 사이의 생산수단거래 같은데 용

하는 화페류통형태(동법 제28조)이다.그러므로,기 과 기업소간의 

거래와 외상거래가 지되어 있고 무 결제는 은행을 통해서만 이루어

지고44),인민경제계획과 계약에 없는 물자는 결제를 할 수 없다(동

법 제32조).이처럼 북한에서는 결제수단이 다양하게 분화되지 못하 으

며, 앙은행이 독립성, 립성이 보장되기 어려운 구조이다.

42)통일연구원,앞의 책(주 38),240면 참조

43)이 섭․ 홍택,“북한특구의 화폐․ 융제도 운 방안”, 홍택 편,남북한 경

제통합연구,2012.12,237-238면 참조

44)이 섭․ 홍택, 의 논문,23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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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세제도

재정의 조달은 기본 으로 국민의 부담인 조세를 통해서 이루어지

고,이외에도 부담 ,수수료,사용료 등의 조세,보유자산 매각,국․

공채 발행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행 헌법에는 제38조에서 납세의 의무

를 법률로 명시토록 하고 있고,제59조에서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

다.이에 따라 우리나라 행 조세는 국세 14종(소득세,법인세,상속세,

증여세,종합부동산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교통․에 지․환

경세,인지세,증권거래세,교육세,농어 특별세, 세),지방세 11종(취

득세,등록면허세, 세,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

재산세,자동차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등 총 25종의 조세가 있

다.45)우리나라 조세를 소득,재산,소비 등 조세의 상에 따라 분류하

면 아래의 표와 같다.일반 으로 직 세인 소득과세,재산과세와 비교하

여 간 세인 소비과세는 역진 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표 13>OECD조세 분류체계에 따른 우리나라 국세분류

소득과세

(incomeandprofits)

소득세,법인세,농어 특별세(소득세․법인세 

감면분)

재산과세

(property)

상속․증여세,증권거래세,인지세,종합부동산

세,농어 특별세(증권거래세․종합부동산세분)

소비과세

(consumption)

부가가치세,주세,교통․에 지․환경세,개별

소비세, 세,교육세(주세․교통세․개별소비

세․ 융보험업자수입분),농어 특별세(개별소

비세․ 세감면분)

기타(othertaxes) 과년도 수입

＊출처:기획재정부,조세개요,2012,4면에서 인용

45)기획재정부,조세개요,201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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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세 이 가장 요한 국가재정의 원천인데 반하여,북

한은 명목상으로는 국가 산수입항목에 ‘세 ’항목이 없다.즉,북한의 

국가 산수입법(2005.7.6.채택)제2조는 “국가 산수입은 국가의 수 에 

집 되는 화페자 이다.국가 산수입항목에는 국가기업리득 , 동단체

리득 ,감가상각 ,부동산사용료,사회보험료,재산 매  가격편차수

입 ,기타 수입 이 속한다.”라고 규정하여 국가 산수입을 정의하고 있

다.46)2002년까지 국가 산수입의 주종을 이루던 거래수입 제도를 폐지

하고 이보다 포 범 가 넓은 국가기업이득 (기업의 계획 외 생산․유

통을 포 하여 사실상 시장경제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까지 포함한 

개념)을 도입하여 2002년 3월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당해 산수입  국

가기업이득 이 77.6%를 차지한다고 밝혔는데,47)북한의 국가 산수입법

에 의하면 국가기업이득 과 동단체이득 은 기 ,기업소,단체순소득 

는 소득의 일부를 국가 산에 동원하는 자 으로 기 ,기업소,단체는 

순소득 는 소득의 일부를 소유형태에 따라 국가기업이득  는 동

단체이득 으로 국가 산에 납부하여야 한다(제20조).국가기업이득 은 

조성된 순소득에서 기업소에 남겨놓고 쓰게 된 자체충당 과 지방 산에 

바치게 된 지방유지 을 더는 방법으로 계산하고, 동단체이득 은 조

성된 소득에 정한 납부비율을 용하여 계산(제21조)하므로 기 이나 기

업소는 자체충당 과 지방유지 을 뺀 순소득 체를 국가 산에 납부하

고, 동단체는 소득의 일정비율을 납부하는 것이다.

동법 제22조는 “기 ,기업소,단체는 생산물 매수입,건설조립작업

액, 보수작업액,부가 , 사료 같은 수입 을 정확히 계산하여야 한

다.생산물 매수입 은 매한 가격으로,건설조립작업액과 보수작업

액은 설계 산가격으로,부가 은 구입가격과 매가격간의 차액으로,

사료는 사를 제공하고 받은 료 으로 계산한다.”고 수입  계산방법을 

46)2002년까지 북한 재정수입의 최 원천은 ‘거래수입 ’항목이었는데,공식 경제

부문(특히 제조업 생산 유통)의 붕괴로 재정수입의 감소폭이 GDP감소폭보다 커

지면서 2002년에 거래수입 제도를 폐지하 다.양문수,북한경제의 시장화,한울아

카데미,2010,29면 참조.북한법령명이나 용어는 원문을 가 충실히 인용하 다.

47)양문수, 의 책,39-4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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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 는데,남북한 경제의 통합시에는 조세법률주의에 의거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항목으로 세분화하고,그 액수도 측가능토록 세율을 

법률에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4.재정제도

남한의 경우 재정은 국가 는 공공단체가 그 존립을 유지하고 활동

하는 데 필요한 재화를 취득, 리,운용하는 모든 활동48)을 말하므로 기

업이나 개인의 재화 취득, 리,운용 활동은 제외된다.즉,재정은 국민

경제운용주체  정부가 수행하는 경제활동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정부가 

조세(국세와 지방세)․부담 ․기여 의 징수,보유자산(주식,부동산 등)

매각  국․공채 발행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는 수입과 이를 바탕으로 

공공부문의 역할을 수행하기 하여 펼치는 지출활동을 포 하는 개념이

다.49) 행 헌법에는 제3장 국회,제4장 정부에 재정에 한 국회와 행정

부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데,국회의 재정에 한 권한으로는 산안 

심의․확정권,결산심사권,계속비에 한 의결권, 비비지출 승인권,기

채동의권, 산외의 국가부담이 될 계약체결에 한 동의권,재정  부담

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비 에 한 동의권,긴 재정경제처분에 한 

승인권 등이 있으며,재정에 한 정부의 권한으로서는 산안제출권,추

가경정 산안제출권, 비비지출권,긴 재정경제명령․처분권 등이 부여

되어 있다.50) 산은 1회계연도에 있어서 국가의 세입․세출에 한 

정 칙을 내용으로 하고,국회의 의결에 의하여 성립하는 국법행 형식

이다.51)세입 산은 국가의 수입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지만,세출 산은 

지출의 목 ․ 액  기간 내에서만 국비가 지출되어야 한다.

48)성낙인,앞의 책(주 2),464면 참조

49)국회 산정책처, 한민국 재정,국회 산정책처,2008,14면 참조;김세진,주요

국가의 재정법제 연구(V)-종합보고서-,한국법제연구원,2009,13면 참조;이효원․

한동훈,통일재정법제연구(I),한국법제연구원,2012,19면 참조

50)성낙인, 의 책,464면 참조

51)성낙인, 의 책,47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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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7․1조치 이 후

국가기업이익

국가기업이득 (통합) 좌동
사료수입

거래

수입

국 기업소 

소비재 련

생산 동조합 

생산품 련 동단체이득 (통합) 좌동

동단체 이익

고정재산 감가상각 -(폐지) 감가상각 (재편입)

사회보험료

(개인 부담)
좌동

개인  기업 부담 

(확 )

국가재산 매  

기타수입
좌동

-
토지사용료

(신설)

부동산사용료

(확 )

북한의 재정구조는 1990년 반부터의 극심한 경제침체로 큰 도 을 

받아 재정수입이 감하 다.즉,1998년의 재정수입 규모가 198억 북한

원으로서 물가변동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1994년의 416억 북한원과 비교

하여 47.6%에 불과하 다.52)이러한 재정수입의 감은 정부 재정이 

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 이 더욱 큰 사회주의 계획경제질서를 채

택하고 있는 북한에게는 앙계획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 의 부족을 의

미하며 더 나아가 계획경제질서의 제한  는 면  붕괴를 래하게 

되었다.북한 헌법 제91조 제15호에 의거하여 최고인민회의는 “국가 산

과 그 집행정형에 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북한에서 재정의 

요 기능은 계획경제 운용에 한 자원배분기능,경제주체들에 한 통제 

기능,소득 재분배 기능으로 볼 수 있다.53)

<표 14>북한의 7․1조치 후의 수입 항목 비교

*출처:문성민,“북한 재정제도의 최근 변화에 한 평가”,통일경제 제96

호, 경제연구원,2009년 ,72면 표 인용

52)조명철․홍익표,비핵․개방․3000구상:남북경제공동체 형성방안,통일연구원,

2009,17면 이하 참조

53)통일부 통일교육원,2011북한이해,2011.6,1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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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법률  재정에 한 법률은 재정법,국가 산수입법,회계법 등

이 있는데,북한의 재정법은 재정법의 기본,국가 산,기 ․기업소․단

체의 재정,재정총화54),재정사업에 한 지도통제를 규정하고 있다.

동 법 제1조는 “재정법은 재정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나라살림살이

에 필요한 화페자 을 계획 으로 마련하고 통일 으로 분배,리용하는

데 이바지한다.”고 그 목 을 규정하고 있으며,제9조는 “국가 산은 

반 인 나라살림살이를 규정하는 기본재정계획이다.내각과 지방정권기

은 국가 산을 인민경제계획과 맞물리고 수입원천과 자 수요를 타산

하여 나라살림살이에 필요한 자 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편성하여야 

한다.”고 하여 산편성기 의 임무를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국가 산은 최고

인민회의에서 심의하고 승인한다.우리나라와 달리 회계연도독립의 원칙

은 따로 재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문성민(2004)55)에 의하면 북한 재

정법의 주요 특징은 앙집 인 리방식,형식 인 독립채산제와 지

방 산제 채택,균형 산 편성 원칙,경제규모에 비하여 상당히 큰 재정

규모(최소 50%에서 최 90%)를 들고 있다.

제 4  인력시장 련 법제

1.고용제도

가.남한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임 수 ,노동시간 등의 기본 인 노동 문

제는 시장의 자율에 맡기되 그 부작용을 완화하기 한 정부의 규제와 

54)재정총화란 모든 기 ,기업소가 일정주기(월,분기,반년,연간)동안 수행한

산 집행실 을 분석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55)문성민,“북한재정제도의 황과 변화추이”, 융경제연구원,2004,11-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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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섭이 일정 정도 인정된다.남한 헌법상 근로와 련된 직 인 규정

은 제32조 제1항의 근로의 권리,제2항의 근로의 의무조항,그 외 제3항

에서 제6항까지의 근로와 련된 규정  제33조의 근로3권 조항이 있

고,사회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헌법  의지의 표 으로 근로와 

한 련성을 가지는 조항으로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2항 이하의 사회보장․사회복지조항이 있다.사회복지국가원

리  사회  시장경제질서에 련된 일련의 규정은 근로기본권과 간

인 련성을 갖고 있는데,특히,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

권,제11조 평등권,제14조 거주․이 의 자유,제15조 직업의 자유,제21

조 집회․결사의 자유,제23조 재산권 보장 등은 근로기본권 보장의 

제를 이루는 기본권이다.56)특히 남북한 노동시장 통합에 있어서 제14조

의 거주․이 의 자유,제15조 직업의 자유가 한 련성을 가지고 

있다.

노동 계법은 근로자 개인과 사용자간의 노동 계의 성립․ 개․종

료를 둘러싼 계를 규율하여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한 개별

 노동 계법과 근로자들의 이익을 표하는 근로자단체의 조직･운 ,

근로자단체와 사용자 사이의 단체교섭  단체 약,쟁의행 ,부당노동

행  등을 심으로 한 제반 계를 규율하는 집단  노사 계법으로 구

분된다.57)

개별  노동 계법의 일반법은 ‘근로기 법’인데,근로기 법에서는 

근로 계는 근로계약을 매개로 하는 사인간의 법률 계로 규정하고 있

고,특별법으로 ‘최 임 법’,‘근로자퇴직 여 보장법’,‘임 채권보장법’,

‘산업안 보건법’,‘기간제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한 법률’,‘견

근로자 보호 등에 한 법률’,‘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한 법률’,‘장애인차별 지  권리구제 등에 한 법률’,‘고용상 연령차

별 지  고령자고용 진에 한 법률’등이 있다.

집단  노사 계법의 일반법으로 ‘노동조합  노동 계조정법’이 있

56)성낙인,앞의 책(주 2),1339-1340면 참조

57)한국노동연구원,북한경제의 시장화에 따른 노동․복지분야 법․제도 통합방안,

통일부 연구용역 결과보고서,2012.11,192-19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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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특별법으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운  등에 한 법률’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운  등에 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한,

근로자와 사용자 방이 참여와 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

함으로써 산업 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 에 이바지함을 목 으로 

하는 ‘근로자참여  력증진에 한 법률’이 있어 노사 의회를 구성

하도록 하고 있다.

나.북한

북한 노동시장에서는 국가가 시장의 기능을 신하기 때문에 시장에 

의하여 결정될 결과의 방향과 내용까지도 국가가 방침을 통해 사 으

로 결정한다.그러므로,노동자의 노동참여 여부부터 노동조직,생산활동,

분배구조 등 노동과 련한  부문에 한 의사결정을 원칙 으로 국가

에서 내리게 된다.북한 헌법에서는 제29조 사회주의 노동개념,제30조 

근로시간(8시간),제31조 노동연령(16세),제70조 근로의 권리,노동의 양

과 질에 따른 분배,제71조 휴식에 한 권리,제72조 사회보장,제77조 

여성의 동등한 사회  지 와 권리,어머니 보호,제83조 근로의 의무 등

이 규정되어 있다. 재 북한에서 노동 련 법규는 이원화58)되어 있는

데,일반 노동법제로는 ‘사회주의로동법’,‘노동정량법’,‘노동보호법’이 있

고 특별 노동법제로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하여 용하는 ‘외국인투자기

업 로동규정’과 이와는 별도로 ‘개성공업지구 로동규정’,‘강산 지구 

로동규정’등이 존재하고 있다.

아래의 표는 16세 이상 북한 주민의 2008년도 경제활동 황을 보여

주는 표인데,남한의 2008년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참가율(61.5%)보

다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이는 실업상태를 인정하지 않는 북한의 

사회주의 노동법의 향으로 보인다.

58)유성재,“북한 사회주의 노동법에 한 연구”,2009년 남북법제연구보고서(II),

법제처,2009,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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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2008년도 16세 이상 북한 주민의 경제활동

(단 :%)

합계

(천명)

경제활동별

일함 공부
로동능

력상실

년로

보장
가정일 기타

체

지역

합계 17,367 70.16 5.42 0.89 18.12 5.30 0.10

남 8,002 79.48 6.74 1.17 12.47 0.06 0.07

녀 9,365 62.20 4.29 0.65 22.95 9.78 0.12

도시

합계 10,687 69.64 6.28 0.84 17.57 5.57 0.10

남 4,939 78.76 7.96 1.15 12.01 0.06 0.07

녀 5,747 61.81 4.84 0.58 22.34 10.31 0.13

농

합계 6,680 70.99 4.04 0.98 19.02 4.88 0.10

남 3,063 80.65 4.78 1.21 13.22 0.07 0.07

녀 3,618 62.81 3.41 0.77 23.93 8.96 0.12

주:경제활동인구에 군인은 제외되며,‘03년 이후는 16세 이상을 기 으로 작성

*자료:통계청,KOSIS북한통계

남한과 비교할 때 북한 노동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계약자유의 원칙

이나 노사자치의 원칙이 없다는 이다. 한 북한에도 ‘직업동맹’과 같

은 근로자단체가 존재하고 있지만 이는 사상교양단체의 일종으로 정치  

조직이어서 남한과 같은 집단자치를 한 근로자단체는 없다.59)

북한 사회주의로동법은 근로 계의 성립,종료,근로조건 등에 있어

서 남한과는 매우 다른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60)우선 근로 계의 성립 

측면에서는 남한과는 달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하는 근로계약이 아니

라 국가  인력수 계획상 필요에 의한 노동력 배치에 의하여 근로 계

가 형성되어,사회주의노동법 제30조는 “국가기 ,기업소,사회 동단체

는 근로자들이 창조  지혜와 능력을 최 한으로 낼 수 있도록 성별,연

령,체질,희망,기술기능수 에 맞게 로력을 재 소에 배치하여야 한

59)다만,외국인투자기업로동규정 제8조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은 종업원들의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며 종업원을 표하는 직업동맹과 로동계약을 맺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직업동맹이 근로자단체로서의 역할을 일부 수행하고 있다.

60)유성재,앞의 논문(주 58),4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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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므로 공식 ․선언 으로는 북한에서 실업은 

존재하지 않는다(사회주의노동법 제5조).

북한에서는 ‘능력에 따른 노동,필요에 따른 분배’라는 공산주의 사

회의 과도기로서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분배되는 것이 사회주의경제법

칙’(사회주의노동법 제37조 제1문)이기 때문에 임 61)이 노동의 질과 양

에 따라 차등화되어 있다.일반근로자에 한 임 과 농업부문 종사자에 

한 임 으로 별되는데, 자는 기본  노동보수로서의 생활비62)와 

추가  노동보수로서의 상 ,장려 ,가 으로 구성되어 있다.가

은 근속 연한,기술 자격과 연한,노동조건,인민경제 발 에서 차지하는 

요성과 사회생활상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부문 근로자들에게 주

는 추가  노동보수로서 우리의 장기근속수당, 험수당이 합쳐진 형태

이고,상   장려 은 모두 인센티 의 일종이다.

북한에서는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주 1일의 휴일을 보장받기 때문

에 1주 근로시간은 48시간이며(사회주의 노동법 제16조,제64조),시간외

근로는 원칙 으로 지되고 있다(동법 제63조).사회주의노동법 제64조

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주에 하루씩 휴식을 보장받는다.국가 으로 제

정된 명 날과 일요일은 쉬는 날로 한다.국가기 ,기업소,사회 동단

체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쉬는 날에 근로자들을 로동시킨 경우에는 한주

일 안으로 반드시 휴를 주어야 한다”고 하여 남한과는 달리 원칙 으

로 1주일에 1일의 휴일을 사용하고 있다.북한의 일반 노동법제에는 사

용자 는 근로자의 일방 인 의사표시로 근로 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나 

사직과 련된 조항이 없으며,사회주의노동법에는 남한의 근로기 법,

근로자퇴직 여보장법에 따른 퇴직 여와 같은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61)북한에서는 임 이라는 용어 신 ‘생활비’ 는 ‘노동보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논의의 편의상 임 이라 표 한다.

62)사회주의노동법 제38조 “국가는 근로자들이 로동과정에서 소모하는 육체

정신 힘을 보상하고 그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원칙에서 생활비등 제를 정한다.국

가기 ,기업소,사회 동단체는 국가가 제정한 생활비등 제와 생활비지불원칙에

립각하여 로동자,사무원, 동조합원들에게 생활비를 정확히 지불하여야 한다.”생

활비등 제는 기능등 사정기 표와 산업부문별 직종 기능등 표,생활비표로

규제된다.유성재,앞의 논문(주 58),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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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회보장제도

가.남한

헌법의 기본원리의 하나로 사회복지국가원리가 제시되고 있으며,이

러한 사회복지국가원리는 헌법 문,사회  기본권의 보장,경제에 한 

조항 등에서 구 되고 있다.이에 따라 사회보장에 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추진과 

련 제도에 한 기본 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

함을 목 으로 하는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되었다.사회보장기본법 제3

조에 의하면 사회보장은 출산,양육,실업,노령,장애,질병,빈곤  사

망 등의 사회  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

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서

비스를 말한다.

우리 헌법은 한 제34조 제3항에서부터 제6항까지 여자의 복지와 

권익향상,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장애자 등 생활능력 없는 국민의 

보호  재해 방과 험으로부터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특히 생활능

력없는 국민의 보호를 하여 ‘국민기 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있고 동 

법에 따라 최 생계비를 보장하고 있다.즉,동법 제2조 제5호에서 ‘최

생계비’를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 인 생활을 유지하기 하여 필요한 최

소한의 비용으로서 동법 제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 이 공표하는 액

이라 정의하고,제6조에서는 ‘보건복지부장 은 국민의 소득·지출 수 과 

수 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최 생계

비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의 구체  내용을 살펴보면,사회보험으로는 건강보험,

국민연 ,재해보험,고용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고,공공부조로 생

활보호,의료보호,재해구호,보훈 상자보호가 있고,사회서비스로 각각 

노인,아동,부녀자,장애인을 상으로 한 서비스 제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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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회보장제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이 생애 동

안 삶의 질을 유지․증진할 수 있도록 평생사회안 망을 구축하는 것이

며(사회보장기본법 제22조),사회보장제도의 여 수 과 비용 부담 등에

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하는데(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 제2항),원칙 으

로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고,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 제5항).

사회보장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의 목 에 따라 국가,지방

자치단체  민간부문 간에 합리 으로 조정되어야 하는데(사회보장기본

법 제28조 제1항),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피용자  자 업자

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며(사회보장기본법 제28조 제2항),

공공부조  계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에 한 사회

서비스에 드는 비용의 부 는 일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

고(사회보장기본법 제28조 제3항),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한 사회서

비스에 드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계 법령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사회보장기본법 제28조 제4항). 한,우리는 최근 ‘국민기 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 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여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주거 여 수 권자의 범 ,임차료  수선유지비 지  기  등을 정한 

주거 여법을 2014년 1월 24일에 제정하고 2014년 10월 1일 시행하 다.

국민기 생활보장 여의 기본원칙은 최 생활보장의 원칙,보충

여의 원칙,자립지원의 원칙,개별성의 원칙,가족부양 우선의 원칙,타

여 우선의 원칙,보충성의 원칙이 있다.63)

나.북한

북한의 사회복지체제는 의식주 배 제․무상교육․사회보험․사회보

훈 등 국가가 책임지는 부분과 고용․임 ․장려  등의 물질  소득 등 

63)보건복지부,2014년도 국민기 생활보장사업안내,2014,161-16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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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소유 국 기업이 책임지는 부분이 있으며 이 두가지 책임 역은 자

본주의와는 달리 사실상 통합된 형태여서 사실상 국가책임하에 있다.이

러한 측면에서 기본 으로 북한 역시 과거의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마찬

가지로 국가가 주도 으로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국가사회복지체제'이

다.64)우리의 사회복지체제와 비교하면 기업과 가계라는 두 경제주체가 

책임지는 역이 거의 없어 국가가 떠받치고 있는 구조이며 이는 앞에서 

설명했던 공산주의 생산모형의 구체 인 내용과도 일치하는 것이다.기

업과 가계가 국가로부터 분리된 자율 인 경제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생

산수단과 생산물의 소유와 분배에 한 결정과 책임의 유일한 주체는 국

가이고 이로 인하여 복지분배 역시 국가가 주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체제가 이상 으로 작동한다면 국가가 반 인 사회복지제

도를 주도하고 다양한 복지제도를 통해 국민들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질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이는 실 으로 재정  한계를 무시한 

것이고 사회복지를 책임지는 유일한 주체인 국가 역이 붕괴할 경우 완

충작용을 할 수 있는 책임주체가 없어 이는 곧 사회 체 복지체제의 붕

괴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는 체제  취약성이 있다.65)

북한은 헌법 25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들의 물질문

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세

이 없어진 우리 나라에서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  부는 으로 근로자

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 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 다“고 규정하여 규범 으로는 ’국가

사회복지체제‘를 선언하고 있다.북한의 사회보장체계는 헌법에 더하여 

수령의 교시를 근간으로 유일사상체계 10  원칙,당 규약,각종 법률 등

에 의하여 작동되는데,배 제나 무상의료,무상교육과 같은 국가보장이 

우리의 공 부조와 같은 1차 사회안 망의 역할을 하고 있고,1946년 ’사

64)이철수,긴 구호 북한의 사회복지,한울,2012,29면 참조

65)이철수, 의 책,30-31면 참조.물론 북한에서도 다양한 계층과 사회 신분에

따른 공식․비공식 소득의 분화와 차등 상이 존재한다.하지만 체제 취약성에

따른 험을 겪게 되는 평균 인 간계층을 상으로 할 때 설명은 크게 틀린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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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보험법‘에 의거하여 우리의 산재보험,고용보험,국민연 의 성격이 일

부 혼재되어 있는 ’국가사회보장‘  ’국가사회보험‘을 통해 질병,산재,

부상 등으로 6개월 미만의 일시 인 노동 상실이 있으면 국가사회보험제

에 의한 단기 여를 받고,6개월 이상이 되면 국가사회보장제에 의

한 연 (연휼 )을 지 받는 구조이다. 한 우리의 사회복지서비스에 해

당하는 역에서는 ’사회주의노동법‘에 근거하여 여성  아동,청소년복

지,노인복지를,’어린이보육교양법‘에 근거하여 아동복지를,’장애자보호

법‘에 의하여 장애인복지를,’연로자보호법‘에 근거하여 노인복지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66)

북한의 사회보장법제를 해석함에 있어 1946년 제정된 ’사회보험법‘과 

1978년 제정되어 1999년 2차 개정된 ’사회주의노동법‘의 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요한 쟁 이다.67)즉,’사회보험법‘에서 사회보험 

부의 내용으로 일시 보조 ,해산보조 ,장례보조 ,실업보조  등의 

보조 과 폐질연휼 ,유가족연휼 ,양로연휼  등의 연휼 을 규정하고 

있는데,’사회주의노동법‘은 제8장 ’근로자들을 한 국가   사회  

혜택‘에서 노동능력을 잃은 근로자들에 하여 국가사회보험제에 의한 

일시  보조 을,국가사회보장제에 의한 노동능력상실연 의 제공(제73

조)을 포함하여 연로연 (제74조),주택 제공(제69조),싼값의 식량 제공

(제70조),무상보육(제71조),무상교육(제72조),출산 일시보조 (제76조),

유가족 연 (제77조),일부 노인,장애인에 한 무상 양로 서비스(제78

조),무상 의료 서비스 제공(제79조)등을 규정하고 있는데,수  항목과 

수  자격이 일부 겹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에 하여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겹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주의노동법의 규정이 우선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될 것이다.하지만 ’사회보험법‘의 규정이 상세하게 

여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사회주의노동법은 강의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는 차이 이 있어 사회주의노동법이 사회보험법을 체하고 있다고 하

66)장용철,통일한국의 사회보장정책,한국학술정보,2012,141-142,195-196면 참조

67)기존 연구자들도 이러한 부분을 인식하고 있으나 원시 자료(‘노동성 사회보험규

정집’)에 한 근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단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철

수,앞의 책(주 64),20-21면,48-49면 참조;장용철, 의 책,153면 주37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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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어렵다.

북한의 사회보장 련 법률 체계의 몇 가지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첫째,사회보장 련 법률간 복된 규정이 많다.사회보험법,사회

주의노동법,북조선 노동자 사무원에 한 노동법령,어린이보육교양법,

인민보건법,장애자보호법,연로자보호법의 규정간 복이 존재한다.둘

째,‘무상’보조가 과다하여 보험의 성격보다는 공공부조로서의 성격을 강

하게 지니고 있다.사회보험법과 사회주의노동법이 국가사회보험에서 수

자인 직 노동자가 소득의 1%를 납부토록 하는 것 이외에 북한내 사

회보장의 재정  부담을 거의 부분 국가에 맡기고 있어 국가의 재정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 한,무상의료제,의식주 무상배 제 등도 명목

상으로는 수 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공공부조로서의 성격을 더욱 부각

시키고 있다.셋째, 여 수 의 비 실성이다.‘무상’보조를 남발함으로

써 실 인 여 수 은 하향 평 화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고 이에 따

라 실질  혜택의 수 이 매우 낮다.68)넷째,사회보험제도의 리․운

을 보험유형별로 분산하여 운 하는 남한과 달리 북한은 앙정부(노동

성)사회보험국과 그 하부조직에 의하여 통합 운 하고 있다.69)

제 5  부동산 련 법제

1.토지

역사 으로 볼 때 서양에서는 개체 소유를 강조하는 로마법과 단체 

소유(총유)를 강조하는 게르만법의 두 가지 흐름이 있었다.그러다가 

세 건제도의 확립과 함께 토지소유권은 국왕이나 주의 토지에 한 

리처분권과 농민이나 가신의 이용권으로 구분하는 이 소유권 는 분

할소유권(分割所有權)의 념이 형성되었다.근 시민사회하에서 토지소

68)이철수,앞의 책(주 64),75면 참조

69)우해 외,남북한 통일과 노후 소득보장제도 운 의 기본 방향,국민연 연구

원,2011,3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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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은 계몽사상,자연법사상과 로마법 등의 향을 받아 인 권리

로서 인정되기 시작하 다.토지소유권은 이고 무제한 인 권리로

서 그 불가침성,자유성,우월성을 보장받았다.그러나 와 같은 개인주

의·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토지소유권개념도 빈부의 격차가 격해지고,

사회계층간의 분화와 립갈등이 첨 화하는 사태에 이르게 됨에 따라 

폭 수정되어 더 이상 인 것이 아니며 공공의 이익 내지 공공복

리의 증진을 하여 의무를 부담하거나 제약을 수반하는 개념으로 변화

되었다.70)

가.남한

일제 강 기의 토지조사사업은 근  토지제도를 확립하여 거래비

용을 이는 효과가 있기는 했지만 농업생산의 주체인 농가의 토지소

유․이용 구조는 지주  토지소유와 소작농의 계 다.해방 직후인 

1945.12월 총농지 2,226천정보 에서 자작지는 779천정보로서 35%를 차

지하고 있었고,소작지는 1,447천정보(조선인 소유지 1,174천정보,일본인 

소유 귀속농지 273천정보)로서 65% 다.71)지주가 부분을 소유하고 있

던 농지를 소작인에게 양도하도록 하여 농지의 소유 계를 구조 으로 

개 하는 농지개 72)은 해방 이후 한국에 있어 미룰 수 없는 과제 다.

해방 이후 미군정은 1945년 10월 5일 군정법령 제9호로 소작료가 소출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3․1제를 공포하 고 일본인의 재산을 양

도받아 리하고 있던 신한공사 소유의 귀속농지만을 1948년 3월에 분배

하는 부분  개 을 추진하 다.73)

70)法史 에서 한국의 소유권의 발 과정에 해서는 윤철홍,소유권의 역사,

법원사,1995참조;우리 헌법재 소도 례(헌재 1989.12.2288헌가13)에서 토지소유

권의 역사에 하여 간략히 소개하고 있다.

71)한국경제60년사편찬 원회,앞의 책II-산업(주 26),31면 표 2-2참조

72)농지개 과 토지개 은 엄 하게는 다른 개념이지만 해방 이후 인구의 77%

가 농업인구 던 형 인 농업국가로서의 한국에 있어 이를 구분하는 것은 큰 의

미가 없어 논의의 편의상 아래에서는 혼용하여 쓰기로 한다.

73)윤철홍, 의 책,227-234면 참조.미군정기의 농지개 에 해서는 부분 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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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제정된 한민국헌법 제86조는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여야 

한다.그 분배의 방법과 소유의 한도,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

한다”고 규정하여 이러한 농지개 의 시 성을 반 하 으며,이에 따라 

정부는 1949년 6월 농지개 법을 제정하고 1950년 2월에는 동 법 개정을 

통하여 ‘유상몰수․유상분배’방식을 채택하 으며,1950년 3월과 4월에 

각각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공포하여 농지개 을 단행하 다.농지개 법

은 농지소유 자격을 제한하고,호당 3정보의 농지소유 상한을 두어 소

작․ 탁경  지를 규정하 다.일부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난 과 부

족한 이 있었으나,이러한 유상몰수․유상분배의 방식은 비교  자본

주의 원칙에 충실한 것으로 평가된다.74)

농지개 법 제1조에서는 “본법은 헌법에 의거하여 농지를 농민에게 

정히 분배함으로써 농가경제의 자립과 농업생산력의 증진으로 인한 농

민생활의 향상 내지 국민경제의 균형과 발 을 기함을 목 으로 한다”고 

하여 농지개 의 근거를 헌법에 두고 있었다.동 법 제5조 제2호에 의거

하여 i)농가 아닌 자의 농지,ii)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iii)본법 규

정의 한도를 과하는 부분의 농지,iv)과수원,종묘포,상 등 숙근성 

작물재배토지를 3정보이상 자 하는 자의 소유인 숙근성작물재배이외의 

농지는 당한 보상으로 정부가 매수토록 규정하고 있었고,제6조에서는 

동법으로써 매수하지 않는 농지 의 하나로 ‘정부,공공단체,교육기

등에서 사용목 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농지’를 들고 

있었으며,동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정부

가 인정하는 농지의 범 는 공설운동장,학교 지,학교실습지,국방용지,

도시계획지,교통확장부지,공 도로,수로, 수지,발 용지등의 정지

로써 법공포일부터 3년이내에 실시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당해 공서,

공공단체 는 교육기 의 신청에 의하여 농림부장 이 이를 결정한다’

고 하여 일부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에 한 외를 두고 있었다.

불완 한 것이라는 평가와 후일의 농지개 의 원형이 되었다는 과 최 의 민주

토지소유권의 창설 시도라는 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보는 평가로 엇갈린다.

74)한국경제60년사편찬 원회,앞의 책 I-총 편(주 35),4-5면;윤철홍,앞의 책(주

70),219-24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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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법 제11조에서는 정부가 매수한 국유농지를 1) 재 당해농지를 

경작하는 농가,2)경작능력에 비하여 과소한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3)

농업경 에 경험을 가진 순국열사의 유가족,4) 농력을 가진 피고용 

농가,5)국외에서 귀환한 농가 순으로 분배 소유  하고,제12조에서는 

농지의 분배면 은 1가구당 총경 면  3정보를 과하지 못하며,제13

조 제1호에서는 매년 주생산물 생산량의 125%를 5년간 분납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농지개 법에 의한 농지개 의 가장 큰 성과는 유상매

수,유상분배로 량의 자작농을 창설한 것으로 1945년과 1959년 사이 

소작농과 자작농의 비율이 85.9:14.1에서 19.9:80.1로 크게 변화하 다.75)

농지개 법은 1994년 제정된 농지법이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폐지되었다.

재 남한에서 토지소유권은 사유재산권의 일종이지만 타 재산권에 

비하여 강한 사회기속성을 보유하고 있다.그 지만 재산권의 사회기속

성의 한계를 설정하는 일이 매우 요하여서 국가가 토지정책을 추진함

에 있어서도 재산권의 본질  내용은 반드시 존 되어야 한다.76)

나.북한

북한의 소유제도는 사회주의  소유제이다.사회주의  소유제는 ‘생

산수단이나 생산물이 사회  는 집단 으로 소유되는 제도’를 말하

는데77),특히 생산수단에 있어 이러한 원칙은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다.

사회주의  소유형태는 인민  소유와 동  소유로 나  수 있

는데, 인민  소유는 국가 소유를 말하며 동  소유는 동단체가 

집단 으로 소유하는 과도기  소유의 한 형태라 말한다.그래서,북한은 

국가 이외에 사회 동단체에도 생산수단의 소유자격을 인정한 헌법 제20

75)농지개 의 성과에 한 평가도 엇갈려 반 건 토지소유해체설(다수설), 건

토지소유의 타 해소설,자본제 토지소유설로 나뉜다.자세한 내용은 윤철

홍,앞의 책(주 70),242-244면 참조

76)허 ,한국헌법론( 정 11 ),박 사,2015.2,525-526면 참조

77)통일부 통일교육원,앞의 책(주 9),13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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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단체의 소유를 인민의 소유로 환시키는 

것이 노동계 과 농민의 계  차이를 없애고 완 한 사회주의의 승리

를 해 소유분야에서 견지해야 할 국가의 활동방향이라 설명하고 있다.

북한에서도 극히 외 으로 개인 소유를 인정한다.개인 소유의 상은 

철 히 근로소득과 일용 소비재에 국한되며,생산수단에 해서는 인정

되지 않는다.

북한은 해방 직후인 1946년 부터 토지 등 생산수단에 한 개조에 

착수하여 1946년 3월 ‘토지개 에 한 법령’을 발표함으로써 ‘무상몰

수․무상분배’의 원칙에 따라 토지개 을 실시하 다.이러한 토지개

은 그 시기에 따라 1945년 8월 14일 이후 북한지역에 주둔하 던 소련

령하의 조치들과 1948년 9월 9일 북한정권수립 이후 행해진 조치들로 구

분된다.소련 령하 북한에서 토지개 은 형식 으로는 북조선임시인민

원회 명의로 1946년 3월 5일 공포된 ‘북조선토지개 에 한 법령’과 

1946년 3월 8일의 ‘토지개 법령에 한 세칙’을 기반으로 불과 20여일

만에 완료되었다.78)이 당시 토지개 의 법  성격은 논자에 따라 다르

게 해석되어 소련 군정 당국의 몰수조치를 국제법상 강행규정 반으로 

보아 무효로 간주하는 견해도 있고 북한 당국이 이를 추인하 기 때문에 

법 인 평가를 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이러한 구별이 의미를 갖는 

것은 통일 한국의 토지소유권 정립시 원소유자에게 원물반환청구권을 인

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와 연 되어 있기 때문이다.

북조선임시인민 원회는 토지개 을 통하여 북한 체 농경지의 

53%에 해당하는 약1백만정보의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하여 무상분배하

다.이 때 몰수된 토지의 소유권자의 11.3%는 일본인,23.8%는 5정보 이

상 소유자,26.3%는 소유지를 소작시킨 자,35.8%는 계속 으로 소작

시킨 자,1.5%는 교회․사원․종교단체,1.3%는 민족반역자․도망자 으

며,이 게 몰수된 토지의 2.2%는 고용농,60.3%는 토지가 없는 농민,

34.6%는 토지보유량이 은 농민 등에게 분배되었다고 한다.79)

78)북한의 토지개 차에 해서는 정 화,앞의 논문(주 27),164면,272-273면

참조

79)윤건 ,“한국통일과 북한경제의 사유화”,한반도 통일핸드북(Ⅳ),한국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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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년부터는 농업부문에 국  농장과 목장을 진 으로 설치하여 

1953년 이후에는 농업의 집단화를 더욱 강화하고 1958년에는 사회주의  

소유제를 완성하게 되었다.80)사회주의  토지제도 하에서 토지는 국가

소유권과 사회 동단체의 소유권만이 인정되므로 북한주민의 토지에 

한 유는 단순한 사실에 불과하며, 유권이라는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

다.사회주의 국가로서 권리로서의 토지이용권을 인정한 것은 1980년  

국이 그 시 이다.81)

재는 북한도 토지임 법에 의거하여 외국투자가와 외국투자기업에 

하여 토지이용권을 보장하고 있다.북한 토지법 제7조에서는 토지를 

농업토지,주민지구토지,산림토지,산업토지,수역토지,특수토지로 나

고 있으며,토지법,국토계획법,도시계획법,도시경 법,수도평양시 리

법 등의 국토 련 법률로써 국토를 리하고 있다.국토계획법 제2조에 

따르면 국토계획은 국국토건설총계획과 요지구 국토건설총계획,도

(직할시)국토건설총계획,시(구역),군 국토건설총계획으로 나뉜다.

2.주택

가.남한

경제  측면에서 주택산업은 건설투자,경기,물가, 융  재정 등

과 한 련을 가지고 있고,사회정책  측면에서도 인간의 생존의 

기반인 의식주의 하나라는 에서 요성을 가지고 있다.국가 인 측면

에서도 주거 안정과 주거서비스의 제공을 하여 공공주택  서민주택

건설 확 ,자가 보유 진과 주거비 부담 경감을 한 국가 재정의 투

입,주택 투기 방지를 한 다양한 거래 규제나 건축 규제 등의 제한이 

부과되고 있다.

원,2003.7,935면 참조

80)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편 ,앞의 책(주 7),145면 참조

81)법무부,개성공업지구 토지이용권 보호방안 연구,2008,6-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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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에서 부동산투기를 유발하는 주택부족문제는 복 인 1930년

 후반부터 일제의 군수산업화로 도시인구가 증가하면서 발생하 다고 

보는 것이 일반 인 시각이다.82) 한, 복 이후 일본,만주 등지에 거

주하던 동포들의 귀환과 북한으로부터의 이주로 주택난이 심화된 상태에

서 6․25 쟁으로 인하여 약60만호의 주택이 괴되어 주택부족난은 더

욱 악화되었다.미군정기에 1946년 부터는 도시의 주택 등에 한 민간

불하를 결정하고 1947년부터 본격 으로 귀속재산의 불하를 시작하 는

데,귀속재산처리법 제11조는 ‘동일가족에 속하는 자  어느 일원이 귀

속재산의 주택 는 지를 매수한 경우에는 그 가족에 속하는 자는 이

를 다시 매수할 수 없다. 지의 매각은 매수자 1인에 하여 200평 이

하로 한다.단,개인주택용 주택 이외의 건물을 건축할 때에는 외로 한

다“라고 하고,제12조는 동일가족의 구성원이 20킬로미터내에 주택을 소

유한 경우에도 귀속주택 는 지를 매수할 수 없도록 하여 가족별 매

수제한을 규정하 으며,제15조에 따르면 ‘주택에 있어서는 특히 국가에 

유공한 무주택자,그 유가족,주택없는 빈곤한 근로자 는 귀속주택 이

외의 주택을 구득하기 곤란한 자에게 우선 으로 매각한다’고 규정하

다.1951년부터 1956년까지 국 으로 52만2천여 호의 주택이 지어졌는

데,이  27.4%를 정부가 직  투자하여 건설하 다.이후 경제개발이 

시작된 1962년에는 한주택공사를 설립하고 ‘공 주택법’,‘토지수용법’,

‘건축법’,‘도시계획법’등을 제․개정하 으며,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기간(1962-1966)  32.6만호의 신규주택(공공부문 12%)이 건설되었고,2

차 계획기간 에는 54만여호(공공부문 13%)가 건설되었다.3차,4차 경

제개발5개년계획기간에는 민간 비 이 각각 70%,56%로 하락하여 주택

건설시장에서 공공의 역할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화가 이루어졌다.이

러한 공공부문의 강화는 제1차 국토건설종합계획(1972-81)과 더불어 별도

의 주택건설10개년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인데,법제측면에서는 1972년 

12월 ‘주택건설 진법’을 제정 시행하 고,1973년부터는 국민주택자 과 

외국차 에 의한 계획  주택공 에도 주력하 다.

82)한국경제60년사 편찬 원회,앞의 책 IV-국토․환경(주 24),1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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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노태우 정부는 토지수요 억제와 주택공  확 를 근간으로 

하는 부동산종합 책을 발표하고,주택 200만호 건설사업을 추진하 으

며,‘택지소유상한에 한법률’,‘토지 과이득세법’,‘개발이익환수에 한

법률’을 제정하 는데,이들 법률은 1990년 들어 헌 는 헌법불일치 

결을 받아 폐지되거나 일부 개정되었다.

나.북한

주택은 생활 안정을 한 필수재로서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의 통

합,북한주민의 복지수  향상,남북한 경제의 균형발 에 있어 필수 인 

고려요소인데, 재 북한의 주택사정은 남한보다 매우 열악한 실정이

다.83)북한에서 주택은 특호에서 제4호까지 5개 등 으로 분류하여 사회

 계 에 따라 분배되고 있다.84)주택배정은 직장과의 거리를 감안해서 

이루어지므로 직시에는 주택을 재배정받기도 한다.특정 주택에 입주

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한 증명서를 입사증이라고 하는데,새주택에 살

기 해서는 입사증이 있어야 하며,당․정․기업소 간부의 주택보 률

은 거의 100%에 이르고,일반주민의 경우는 50-60% 수 이다.85)

북한에서 주택은 국가 산으로 건립되는 집단  소유물이기 때문에 

개인소유는 원칙 으로 허용되지 않으며,주민들은 국가로부터 주택을 

배정받아 매달 사용료를 지불하는 임 형식으로 거주하고 있다.북한에

서는 주택의 사  소유와 거래를 지하고 있지만 1980년  반 이후 

83)박헌주,“북한의 주거실태와 통일 후 주택배분방안 연구”,국토연구 제24권,국

토개발연구원,1995.12.30,106면

84)김연 ,“통일이후의 토지소유권 사유화 방안에 한 연구”,북한연구학회보 제4

권 제1호,북한연구학회,2000,206면 주33참조.최고 호화주택은 당 정무원

부부장 이상 는 인민군 소장이상의 고 간부에게 배정되고,4호 주택은 앙당

과장 정무원 국장 ,인민배우,공훈 술인, 학교수,기업소 책임자 등에게

배정되며,3호주택은 앙기 과 지도원이나 도 기 의 부부장 이상 는 기업소

부장 학교교장 등에게 배정된다.2호 주택은 도 기 의 지도원,시․군의 과장

,기업소의 과장 ,학교 교원,천리마작업반장 등에게 배정되며,1호 주택은 일반

근로자,사무원, 동농장원,농 지역 주민 등에게 배정된다고 한다.

85)통일부 통일교육원,앞의 책(주 9),24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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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난이 악화되면서 음성 인 거래가 이루어져 왔다.86)

제 6  소결

제4장에서는 제3장의 타국 사례에 이어 남북한간 행 헌법상 경제

질서를 살펴보고 경제 련 법제를 재화,용역시장 련법제, 융  자

본시장 련 법제,인력시장 련 법제,부동산 련 법제로 구분하여 비

교하여 보았는데,남북 경제통합시 경제 련 법제통합을 이루기 해서

는 갈 길이 요원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  남북한의 헌법상 경제질서는 우리가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하고 

있음에 반하여 북한은 여 히 계획경제질서를 채택하고 있다.소유제 

한 북한은 사회주의  소유제를 그 근간으로 하고 있다.

재화  용역시장 련 법제는 업의 자유  가격결정의 자유와 

직  련이 있는데,남한이 시장경제질서하에 이러한 자유를 보장하

고 외 으로 이를 제한하는 법률을 두고 있는 반면,북한은 인민경제

계획과 가격법에 따라 국가가 가격을 통제하고 있으며 민간 부문이나 외

국인에 의하여 제공되는 용역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

융  자본시장 련 법제는 남한은 투자의 자유를 보장하고,각

종 융․자본시장 련 법제를 발달시키고 자유화  개방화를 추진시

켜 온 반면에 북한은 아직도 화폐․ 융제도가 제 로 분화,발 하지 

못한 상태이다. 한 제도 으로 단일은행제도가 폐지되기는 했으나,상

업은행이 설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인력시장 측면에서도 남한이 기본 인 인권으로서 근로의 권리,사

회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노동과 련한  부문에 

한 의사결정을 원칙 으로 국가에서 내리게 되며,노동 련 법규도 일

반노동법제와 외국인투자기업에 하여 용되는 특별노동법제로 나뉘어

져 있는 실정이며 사회복지체제도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국가사회

복지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86)통일부 통일교육원,앞의 책(주 9),245-24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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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남북 경제통합시 법제도  

과제

제 1  경제통합의 이념과 과제

1.경제통합의 지도이념

남북한 경제통합시 지도이념으로 우리 헌법상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불가침의 기본  인권 확인․보장’,‘사회  시장

경제질서’를 제시하고자 한다.통일과정에서 남북이 헌법제정권력을 발

동하여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 낼 가능성이 높다는 에서 행 헌법에서 

남북한 경제통합의 지도이념을 도출해 내는 방식에 한 문제 제기가 있

을 수 있다.하지만,생각컨  남북한이 새로 합의하여 도출할 경제질서

가 우리 행 헌법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남한이 북

한보다 큰 경제력을 바탕으로 경제통합을 주도할 수밖에 없는 을 감안

한다면 이런 식의 근법도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무엇보다도 여

기서 제시하는 지도이념은 법치주의를 헌법상 기본원리의 하나로 하고 

있는  사회에서 국가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규범이기 때문이다.

첫째,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이다.우리 헌법 제10

조는 단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행복

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이는 기본권보장의 일반

원칙으로서 인간의 존엄이라는 윤리  내지 자연법  원리를 규범화한 

것이다.1)우리 헌법학계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하여 근본규범

성,기본권성, 국가  자연권성 등의 특징을 보유하며 국가의 근본질서

이고 법해석의 최고기 이며 헌법의 통제  원리로서 헌법개정의 한계 

 기본권제한의 한계라는 근본규범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1)성낙인,헌법학,박 사,2014,97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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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2)그러므로,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다른 헌법규정에 해서 지도원

리로서 기능하며,경제  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헌법재 소도 ‘인간

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핵으로 하는 헌법상의 기본권보장이 다른 헌법

규정을 기속하는 최고의 헌법원리’라고 시하 다.3)행복추구권4)의 경

우 우리 헌법재 소는 ‘일반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 권’,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등이 함축되어 있고 일반  행동자유권으로부터 계

약의 자유가 생된다고 시5)하고 있다.남북간 경제통합에 있어서 계

약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함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

함을 기본으로 하는 한민국의 경제질서에 한 헌법 제119조 제1항

의 규정과 함께 행복추구권으로부터도 도출해 낼 수 있다.

둘째,불가침의 기본  인권 확인  보장이다.우리 헌법 제10조 후

문에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이는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명시 으로 규정한 근거가 된다.6) 한,헌법 제10조와 제37조 제1항과

의 계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에 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일치한다.7)불가침의 기본  

인권 확인․보장을 남북간 경제통합의 지도이념으로 제시하는 이유는 북

한 주민의 경우 지 까지 국가에 의하여 기본권을 보호하고 실 하여야 

할 의무가 제 로 지켜지지 못하는 상태로 생활해 왔다는 을 강조하고 

2)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근본규범성,반 체주의 성격,기본권성, 국가 자연

권성 등의 법 성격을 가지고 있다.성낙인, 의 책,977-981면 참조

3)헌재 1992.10.1.91헌마31

4)행복추구권에 해서는 그 존재 자체를 부정 으로 보는 견해(허 교수 등)도

있지만 체로 기본권성을 인정하고 있는데,기본권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

간의 존엄과 가치와 구별하지 않으면서 양자를 병렬 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독자

인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성낙인,앞의 책(주 1),988-989면 참조

5)헌재 1990.9.10.89헌마82,헌재 1991.6.3.89헌마204,헌재 1996.12.26.96헌가18,헌

재 1998.10.15.98헌마168,헌재 1998.5.28.96헌가5등 참조

6)정종섭,헌법학원론,박 사,2014,393-399면 참조

7)헌법 제10조를 국가 인 천부인권의 실정권화로 보고 헌법제37조제1항을 주의

규정 는 확인규정으로 보는 견해,상호보완 는 목 ․수단 계라는 견해,헌

법 제37조제1항이 권리창설규정이라는 견해 등이 있다.자세한 사항은 성낙인, 의

책,888-88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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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어서이다.헌법 제10조는 단에서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을 가지고,후단에서 국가는 극 인 기본권보호의무

를 선언하여 국가가 공동체의 안 과 국민의 기본권실 의 수단이라는 

을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국가의 극  의무는 남북한 경제통

합 과정에서도 국가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이념이다.

셋째,사회  시장경제질서이다.헌법상 경제질서라 할 때 경제질서

는 경제분야에서의 법질서로서 규범 인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주로 

비교경제학에서 사용되며 규범  의미를 내포하지 않는 경제체제와는 구

별되는 개념이다.8)경제질서(Wirschaftsordnung)라는 개념은  발터 오이

(WalterEucken)등의 라이부르그 학 가 자신들의 경제체제 모델을 

설명하기 하여 처음 사용하 다.9)헌법상 경제질서는 어느 국가의 경

제부문을 규율하는 최고의 가치규범이라 할 것이다.남북한이 경제통합

을 통하여 추구하는 경제질서에 하여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고 있지

만,그 근간은 시장경제질서이다.이론 으로는 북한의 사회주의  계획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할 수도 있고, 한민국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사

회  시장경제질서와 북한의 사회주의  계획경제질서의 간지 에 있

는 경제질서를 채택하는 것을 상정해 볼 수도 있겠지만 국가에 의한 가

격 통제와 계획에 입각한 생산·분배 체제는 이미 실패한 것으로 명났

으므로 이를 경제통합과정이나 경제통합 이후의 경제질서로 삼는 것은 

엄청난 비효율과 낭비를 래할 것이다.그러므로 어떻게 부르든 남북한

이 경제통합을 통하여 추구하는 경제질서는 시장경제질서라 할 것이다.

다만 여기서의 시장경제질서는 고  의미의 자유방임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

지만 수정자본주의의 향을 받은 경제질서일 수 밖에 없다.본 고에서

는 이러한 경제질서를 편의상 ‘사회 ’시장경제질서로 칭한다.

그 다면 향후 통일과정에 있어서는 북한의 사회주의  계획경제질

서를 어떻게 시장경제질서로 변화시킬 것인가가 가장 요한 핵심 과제

8)권 설,“국가와 경제:경제질서의 헌법 기 ”,공법연구 제16집,1988,10면 각

주 1참조

9)김성수,“남북한 통일헌법의 경제질서문제”,공법연구 제21집,1993,9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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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된다.이는 2천3백만에 이르는 북한 주민이 지난 60년 이상을 살아 

온 통제 체제를 버리고 원칙 으로 각자의 자율  단에 의거하여 경제

행 를 하도록 하는 체제에 응토록 하는 것이므로 이를 일시 으

로 추진할 경우에는 엄청난 부작용을 낳을 것이다.북한지역에 사회  

시장경제질서를 도입한다는 것은 사유재산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제도

으로 보장해 주는 데에서 출발한다.물론 시장경제질서에는 재화와 용역

이 자유롭게 거래되는 시장의 도입과 활성화도 필요하지만 사유재산권이 

없는 시장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한,사유재산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북한지역에 한 투자를 진하고 경제를 재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2.남북 경제통합의 과정과 법제도  과제

통일의 과정에서 용될 규범의 공백을 막고 실질  법치주의가 실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우리의 차 한 과제이다. 재 남북한

지역에는 상호 이질  법질서가 용되고 있는데,통일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경제분야에서 통일한국 특히 북한지역에 용되는 

규범이 결정될 것이다.

법학  에서 남북한 통일의 단계  과정을 제시한 기존 연구는 

9단계로 나 어 설명한 연구10)이외에는 찾아보기가 어렵다.동 연구는 

주로 독일식 경제통합에 기 을 두고 통일의 단계  과정을 제시하고 있

는데,독일식 경제통합의 과정이 남북한의 경제통합 과정에 그 로 용

되기 어렵다는 은 이미 제2장에서 설명하 다.그러므로,본 고에서는 

10)김승 ,“동서독 통일과정에서의 헌법 문제에 한 이론 고찰:남북한 통일

에 비한 헌법이론의 모색”,서울 박사학 논문,1996,227-228면 참조.동 교수

는 ① 북한의 체제 변화와 이러한 상황 개에 따른 북한 내부의 자유민주주의

독자변 에 한 남한의 법 지원 ② 통합의 헌법 방식의 결정 ③ 우선 인 경

제통합 ④ 총선거에 한 남북한의 통합 합의와 총선거의 실시 ⑤ 통일합의서의

체결과 발효 ⑥ 통일에 즈음한 헌법의 개 ⑦ 북한의 자치보장을 한 헌법 장

치 마련 ⑧ 북한의 비법치주의 과거의 청산 ⑨ ‘① 내지 ⑤’의 과정 이와 병행

하여 주변국들과의 외교 문제 해결 완수가 독일통일에서 나타난 헌법 통합과정

이며,우리의 경우에도 이러한 과정이 거의 그 로 용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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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통일,경제통합,법제통합을 각기 구분11)하여 통일과 경제통합의 

선후에 따라 ‘先경제통합-後통일’과 ‘先통일-後경제통합’으로 시나리오를 

나 어서 남북한 경제통합을 한 법제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경제통합이 선행하고 통일이 후에 이루어지는 경우는 남북한간 경제

교류 력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경제통합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 정치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를 법제도 통합 과정의 측면에서 살펴

보면 남북간 경제 련 법령을 우선 통합한 후 단일 헌법이 제정되는 순

서로 진행될 것이다.물론 이 경우에도 남북한간 헌법상 경제질서가 큰 

틀에서 동일한 유형을 취하여야 경제통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통합이 

이루어지기 이 에 우선 북한이 국이나 베트남의 경우처럼 시장경제질

서를 도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즉,북한이 재 채택하고 있는 계획경

제질서(2009년 북한헌법 제34조)는 실경제에서 실패한 것으로 명이 

난 것이므로 통일한국이 채택할 경제질서는 시장경제질서의 특징을 띨 

수 밖에 없다.다만,경제 련 법제도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제 조건으

로서 북한지역내 시장경제질서의 도입을 제시하는 것이 형식 으로 단일

헌법의 채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시장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자

유과 창의를 존 함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므로 경제 역에서는 국회가 

범 한 입법 형성의 자유를 향유하며,그 결과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한 입법사항이 포함된 경제 련 법률의 내용은 남북한간에 서로 상

이할 수도 있다.마치 미국,일본,한국,유럽 제국들이 모두 시장경제질

서를 채택하고 있지만 실 으로 발 되는 그 구체  모습은 상이할 수 

있는 것과 같다.

이에 반하여 통일이 먼  이루어지고 난 후 경제통합을 추진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법제도 통합 과정은 남북한 단일 헌법이 제정되거나 

북한이 우리 헌법질서에 편입되는 방식으로 헌법의 통합이 일어난 후 경

제 련 법령을 통합하는 순서로 진행될 것이다.남북한 단일 헌법을 제

정하는 경우는 북한 지역내 법령 용에 한 특별한 경과규정을 두거나 

11)세 가지 개념들이 상호 개념 으로 겹치는 부분이 존재하고 분리해서 분석할 경

우의 약 도 당연히 존재하지만 분석의 편의상 불가피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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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역을 별도의 세구역으로 설정하기 하여 지방자치 련 부분

에 자치권의 범 를 정하는 방식으로 법치주의를 실 할 수 있을 것이지

만,북한이 우리 헌법질서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재의 우리 헌법질서하

에 채택된 수많은 법령을 그 로 북한에 용하기에는 북한내 규범 수

기반이 제 로 갖춰져 있지 않아서 법치주의의 실 이 더 큰 난제로 

두된다.12)이는 최소한 경제 역에서는 막 한 통일비용의 지불  

행 남한법률 이식의 어려움 때문에 소  ‘흡수통일’의 방식이 남북한간

에는 사실상 채택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13)통일 당시 독일이 처

해 있었던 정치․경제  여건과 우리의 상황은 상당한 차이가 있음14)을 

고려할 때 통일한국이 독일과 같이 진  법통합 방식을 취한다면 집행

을 담당하고 있는 북한행정조직 특히 지방행정조직의 비자치성,행정․

사법제도 담당인력의 태부족,규범과 실의 괴리로 법에 한 신뢰상실 

는 수용태세의 약화를 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진  통일’시에도 

법통합 방식은 진  근방법으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15)다만,

국가에서 국민들이 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 역  경제 역을 제외

한 역에서는 통일한국의 사회  통합을 앞당기기 하여 형법,형사소

송법,민사소송법 등 사회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실체법이나 차법은 조

속히 통합시킬 필요가 있으며,경제 역에서도 시장경제질서의 도입을 

한 사유재산제도,경쟁 원칙,가격형성의 자유의 구체  내용을 형성하

기 한 법률조항들도 조속히 통합시킬 필요가 있다.

12)독일이 통일과정에서 겪었던 문제 과 부작용의 부분은 실은 진 ․포

법통합을 추진했기 때문으로 ‘법질서의 일시 ․포 통합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

더러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 독일 통일의 교훈이다.조은석․김 ․제성

호․김병기,남북한 평화공존과 남북한 연합 추진을 한 법제정비방안 연구,통일

연구원,2001,174면 참조

13)이는 행 남북헌법의 규범상태와 경제력 격차가 그 로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추론한 것으로서 가정을 이루는 구성요소가 변화한다면 그 결론 한 바뀔 수 있을

것이다.

14)신 윤,“남북한 경제법제의 동화에 따른 법 갈등과 문제 ”,통일연구 제5권

제1호,연세 통일연구원,2001,85면 참조

15)조은석․김 ․제성호․김병기, 의 책,170-17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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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先경제통합-後통일時 법제도  과제

앞에서도 언 하 듯이 ‘先경제통합-後통일’시에는 남북간 법률을 포

함한 법제도를 우선 으로 통합하여 진 ․단계 으로 사회 각 분야에

서 공동체를 형성해 나간 다음 단일 헌법 을 채택하여 통일을 추진하게 

된다.이 경우 우리정부가 공식 으로 제시하고 있는 민족공동체통일방

안에 의한 통일 유형과 상당히 유사한 통일경로를 밟게 될 것이다.남북

간에 경제통합이 먼  이루어지기 해서는 남북간 경제교류가 상당한 

폭과 깊이로 진척되어야 할 것이므로 우선 남북경제교류의 황  련

법제에 하여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16)

1.남북경제교류 황과 련 법제

가.남북경제교류 황

남북경제교류는 크게 4가지 분야로 나 어 볼 수 있는데,재화,용역

(서비스),자본,인력이 그것이다. 재 국제 무역을 규율하는 세계무역기

구 정에는 재화  용역의 자유로운 이동을 하여 1994년 세  무

역에 한 일반 정(이하 'GATT1994')과 1994년 서비스무역에 한 일

반 정이 포함되어 있으며,재화․용역의 이동과 련이 있는 자본(투

자)17),인력의 이동 한 규율하고 있다.양자간 투자보장 정,OECD자

본이동 자유화규약 이외에 국제 으로 통용되는 다자간투자규범은 없으

며,인력 이동에 한 일반규범도 아직까지는 없는 실정이다.

1)재화 거래

16)헌법재 연구원이 주최한 2015통일학술 회 자료집에 수록된 발표자료 졸고,

“남북간 거래 활성화에 비한 법제도 과제”,헌법재 연구원,2015.6.17을 상당부

분 포함하고 있다.

17) WTO 무역 련 투자조치 정(Agreement on Trade-related Investment

Measures;TRIMs)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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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 물품 거래는 2004년 12월 개성공단 시범단지 분양기업(리빙

아트)의 첫 생산제품이 반출된 이래 2008년까지 지속 으로 증가하다가 

그 이후는 남북 계에 따라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한 2007년까지는 

반입보다 반출이 더 많았는데,2008년부터 비상업  거래에 의한 반출이 

격히 어들면서 반입이 반출보다 더 많아진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16>연도별 남북교역액 황

(단 :백만불)

‘89~02‘03‘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계

반입 2,066289258 340 520 765 932 9341,044 9141,074 6151,20610,958

반출 1,505435439 715 8301,033 888 745 868 800 897 5211,13610,812

계 3,5717246971,0561,3501,7981,8201,6791,9121,7141,9711,1362,34321,771

*출처: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에서 인용

<표 17>유형별 남북교역액 황

(단 :백만불)

구분 남북교역 유형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반 입

일반교역· 탁가공 320 441 646 624 499 334 4 1 1 0

경제 력 20 77 120 308 435 710 9091,073 6151,206

비상업  거래 0 1 0 0 0 0 1 - - 0

합계 340 520 765 932 9341,044 9141,074 6151,206

반 출

일반교역· 탁가공 99 116 146 184 167 101 - - - 0

경제 력 250 294 520 596 541 744 789 888 5181,132

비상업  거래 366 421 367 108 37 23 11 9 3 4

합계 715 8301,033 888 745 868 800 897 5211,136

*경제 력은 개성공단, 강산 ,기타,경공업 력/비상업  거래는 정부․

민간지원,사회문화 력,경수로사업을 의미

*출처:통일부 홈페이지(교역액 백만불 미만은 ‘0’)에서 인용

한,앞의 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남북간 거래는 개성공단이 활발

하지 않았던 시기에는 주로 반입 측면에서는 일반교역․ 탁가공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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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반출 측면에서는 비상업  거래를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그러

다 개성공단이 활발해 지면서 차 경제 력을 주로 하는 형태로 바

게 되는데,이러한 경향은 일반교역․ 탁가공에 의한 남북간 거래가 거

의 이루어지지 않게 된 2011년 이후에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2)용역 거래

‘WTO 서비스무역에 한 일반 정’에서 정의하는 용역 제공의 형태

는 국경간 공 ,해외 소비,상업  주재,자연인의 주재 등 크게 네 가

지이다.18)남북간 거래에서 국경간 공 은 비록 법 으로는 허용되지는 

않지만 남북간 방송 로그램의 송을 들 수 있으며,해외소비의 표

인 는 강산 ,상업  주재는 개성공단이나 기타 북한지역에 지

을 설립하거나 투자한 우리 기업,자연인의 주재는 개성공단에 상주하

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남측 주민을 상정할 수 있다.

통일부 자료에 의하면 강산 의 경우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총 1,934,667명의 객이 육로나 해로를 통하여 강산을 다녀왔다.

3)자본 거래19)

국제투자는 직 투자와 간 투자(증권거래)로 분류할 수 있는데,직

투자는 사무소와 지 , 매 , 리 , 랜차이즈 과 해외자회사 설

18)세계무역기구 서비스무역에 한 일반 정 제1조 제2항.‘국경간 공 ’은 한 회

원의 역으로부터 다른 회원의 역(from theterritoryofoneMemberintothe

territoryofanyotherMember)으로의 용역의 공 ,‘해외 소비’는 소비자의 이동(in

theterritoryofoneMembertotheserviceconsumerofanyotherMember)을 통

한 용역 공 ,‘상업 주재’는 상업 주재를 통한 용역 공 (byaservicesupplier

ofone Member,through commercialpresencein the territory ofany other

Member),‘자연인의 주재’는 자연인의 주재(byaservicesupplierofoneMember,

throughpresenceofnaturalpersonsofaMemberintheterritoryofanyother

Member)를 통한 용역 공 을 말한다.

19)여기서 자본은 주식,채권,장기 출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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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으로 이루어지며,증권투자는 기업경 에 한 통제를 목 으로 하지 

않는 채권이나 주식을 취득하는 형태를 말한다.20)

통일부에 의하면 남북간 경제교류는 일반교역→ 탁가공교역→직

투자의 순서로 발 해 왔는데, 북직 투자는 형 인 자본의 이동에 

해당한다.개성공단을 제외한 북 력사업은 2013년까지 총 100개 력

사업이 승인되었으나 7개 사업이 취소되어 재 승인된 사업은 총 93개

( 강산  포함)이다.21)93개  2010년 9월 29일 이후 추진된 38개 사

업은 모두 강산 과 련된 사업이다.22)

4)인  왕래

남북간 인  왕래는 2001년까지는 매년 만명을 넘지 못하다가 2002

년 이후 지속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5년을 기 으로 폭발 으로 증가하

다가 2009년부터 매년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남북간 인  왕래의 가

장 큰 특징을 보면 남에서 북으로 가는 방북 인원이 북에서 남으로 오는 

방남 인원에 비하여 월등히 많다는 이다.

<표 18>남북 인원 왕래 황

(단 :명)

연도
8́9~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계

남→북
55,25726,21387,028100,838158,170186,443120,616130,119116,047120,36076,503129,0281,306,622

(방북)

북→남
3,609 321 1,313 870 1,044 332 246 132 14 0 40 366 8,287

(방남)

계 58,86626,53488,341101,708159,214186,775120,862130,251116,061120,36076,543129,3941,314,909

*출처:통일부 홈페이지( 인원은 제외)에서 인용

20)최승환,국제경제법 제4 ,법 사,2014,723면 참조

21)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1429(2015.6.7일 검색)참조.첫 직

투자는 1993년 (주) 우에 의한 남포공단내 셔츠,가방,자켓 등을 생산하는 북

력사업이라 한다.

22)통일부,민간경제 력사업 황 자료(www.unikorea.go.kr에서 2015.6.7일 다운로

드)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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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남북경제교류 련법제

재 경제  측면에서 남북간 거래는 남측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남북교류 력에 한 법률」,남북 계발 에 한 법률을 기본으로 

하여 규율되고 있으며,이에 더하여 투자보장,이 과세방지,상사분쟁해

결,청산결제에 한 4개 경 합의서가 남북간 교류법제의 근간을 형성

하고 있다.

1)남북교류 력에 한 법률

1990년 8월 1일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그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

와 력을 진하기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

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 으로 남북교류 력에 한 법률이 제정

된 이후 5차례의 개정을 거쳐 시행되고 있다.그 에서 2005년 개정으

로 당  승인 사항이었던 북한주민 이 신고 사항으로 환되었다.23)

남북교류 력에 한 법률의 제정은 남북 계를 법제도  틀로 끌어들임

으로써 북한을 교류 력의 상 방으로 인정하고 남북교류 력에 한 개

인의 권리를 보장하 다는 의의가 있다.24)

남북교류 력에 한 법률은 크게 인  교류(남북한방문,남북한 주

민 ,검역),물품등 거래(남북거래,남북간 수송장비 운행,검역,통신 

역무 제공 등),자본거래(남북 력사업)에 한 사항으로 나 어 볼 수 

있으며,남북 계의 특수성을 반 하여 제12조(남북한 거래의 원칙)에서 

“남한과 북한간의 거래는 국가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 내부의 거래로 본

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제26조에 의거하여 외무역법,외국환거래

법,외국인투자 진법,한국수출입은행법,무역보험법, 외경제 력기

법,법인세법,소득세법, 세법,식물방역법,가축 염병 방법 등을 

23)이찬호,“남북한 합의 법제 방식에 의한 남북교류 력 법제 구축 방안”,2012년

남북법제연구보고서,법제처,2012,59-60면 참조

24)이효원,통일법의 이해,박 사,2014,11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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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고 있다.

남북간 물품(재화)에 한 거래에는 공산품과 농수산품에 한 거래

가 포함된다. 재 남북간 물품등 교역은 ‘남북교역물품 통 리에 

한 고시( 세청 고시)’,‘북 략물자의 반출승인 차에 한 고시(통일

부 고시)’,‘반출․반입 승인 상품목  승인 차에 한 고시’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는데,‘반출․반입 승인 상품목  승인 차에 한 고시’

제7조(한도물량)에 의거하여 통일부장 은 국내시장  남북교역 상황을 

고려해 북한산 물품 반입에 한 한도물량을 정할 수 있다.25)

농림수산물의 교역도 한도물량제도에 의하여 규율되며,“2010년 북

한산 농림수산물 한도물량 운  공고문(통일부 공고 2010-18호)”에서 알 

수 있듯이 통일부장 은 일반품목 13개(꽃게,붉은 게,새우․보리새

우,냉동가리비,오징어,조미오징어,냉동낙지,건명태,호박,표고버섯,

호두,들깨,땅콩조제품,참깨분),국 무역품목 4개(녹두,팥, 두,참깨)

등 농림수산물의 한도물량을 공고하고 있다.

1987년 9월 체결된 ‘한미 략물자  기술자료보호에 한 양해각

서’와 외무역법,원자력안 법,방 사업법,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한 법률 

등에 근거를 두고 국가안 보장을 이유로 략물자수출통제제도가 실시

되고 있다.26) 재 남북간 략물자의 직  반출입은 국가  국가의 

계가 아니므로 남북교류 력에 한 법률에 근거하여 규율되고 있는데,

남북교류 력에 한 법률 제14조에 의거하여 통일부장 이 미리 공고한 

「 북 략물자의 반출승인 차에 한 고시」,「반출․반입 승인 상

품목  승인 차에 한 고시」에 따라 략물자를 포함한 물자의 반출

승인은 통일부장 이 하도록 하고 있다. 략물자의 남북간 반출입은 그 

25)제7조(한도물량)①통일부장 은 국내시장 남북교역 상황을 고려해 계기

의 장과 의하여 북한산 물품 반입에 한 한도물량을 정할 수 있다.

②통일부장 은 제1항에 따라 한도물량이 정해진 품목 신청물량이 한도물량을

과하는 품목에 하여 일 으로 신청‧ 수하여 배정할 수 있다.

③통일부장 은 제2항에 따라 배정받은 자에 한하여 제25조제1항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6)이효원,앞의 책(주 24),354-36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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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의 남북 계가 반 되어 리의 수 이 결정될 수 밖에 없다.

재 북한은 2006년 7월 15일 유엔 안 보장이사회의 북제재 결의

안(이하 ‘결의 1695호’)과 2009년 5월 25일 안 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결

의 1718호,결의 1874호,결의 1985호,결의 2087호  2013년 3월 17일 

‘결의 2094호’의 용을 받고 있는데,결의 2094호는 련물자 수조치,

검색  차단, 융  경제제재,여행 지 등을 상으로 하고 있다.27)

한,우리는 략물자수출통제제도에 의거하여 략물자․기술을 북한

으로 직  반출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 이 승인하도록 하고 있다.다만,

농수산식품류,목재류,의류는 략물자 확인의무가 면제되는 품목들이

다.28)

한,「남북교류 력에 한 법률」제9조  제9조의2,동법 시행령 

제12조·제16조·제19조에 따른 남북한 방문 차에 한 특례와 북한주민

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하여 기존 ‘북한지역 객 등의 

북한방문 차에 한 특례’  ‘개성공업지구 방문  력사업 승인

차에 한 특례’를 통합하여 ‘남북한 방문 특례  북한주민  차에 

한 고시’가 2009년 제정되었다.

2)남북 계발 에 한 법률

2005.12.29일 우리 헌법이 정한 평화  통일을 구 하기 하여 남한

과 북한의 기본 인 계와 남북 계의 발 에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 으로 남북 계발 에 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6.6.30일부터 

시행되었고 한 차례 개정되었다.남북 계발 에 한 법률도 제3조 제2

항에서 “남한과 북한간의 거래는 국가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 내부의 거

래로 본다”고 규정하여 남북 계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으며,그 밖에 

남북 계발 기본계획의 수립 등 남북 계발 과 정부의 책무,남북회담

표 련 사항,남북합의서 체결 등에 하여 규정하고 있다.29)

27)최승환,앞의 책(주 20),539-541면 참조

28)남북교류 력지원 회(https://www.sonosa.or.kr,2016.1.23일 검색)자료 참조

29)이효원,앞의 책(주 24),23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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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개 경 합의서 등

남북은 1992년 2월 19일 ‘남북기본합의서’30)를 체결하 고,2000년 

12월 16일 제4차 남북장 회담에서 투자보장,이 과세방지,상사분쟁

해결,청산결제에 한 소  ‘4개 경 합의서’를 체결하 으며,동 4개 

경 합의서는 2003년 국회에서 체결동의안이 통과되고 상호간 발효통지

문을 교환함으로써 2003년 8월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하 다.

이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한 합의서’는 우리 기업이 북한에 투

자하는 데 따른 불확실성을 여주는 데 기여할 것인데,투자자산  투

자자에 한 정의를 규정하고,투자의 허가  보호,투자의 우,수용 

 보상,송 ,투자자 ,분쟁해결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남북사

이의 소득에 한 이 과세방지 합의서’는 남북한간 이 과세방지31)를 

한 안정 인 제도  장치를 마련하 으며,‘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

차에 한 합의서’는 당사자 사이의 의를 우선으로 하여 그러한 

의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재의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원칙하에 남북

상사 재 원회를 구성토록 규정하 다.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한 합의서’제5조(결제통화)는 “청산결제

통화는 미달러화로 한다.필요에 따라 남과 북이 합의하여 다른 화폐로

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후단부의 ‘다른 통화’는 과거 동서독

의 사례를 참고하여 남북간 청산결제32)에만 용되는 특별지불수단을 염

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33)청산결제은행은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한 

30)동 합의서에 하여 헌법재 소와 법원은 일종의 공동성명 는 신사 정에

하는 성격을 가짐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헌재 2000.7.20.98헌바63;

1999.7.23.98두14525).

31)이 과세방지에 하여는 한국조세연구원,남북한간 경제교류 련 조세제도 정

비방안 연구,재정경제부 용역보고서,2000참조

32)청산결제란 남북간 거래에 해 매거래시마다 으로 결제하지 않고,지정된

청산결제은행에 개설된 청산계정에 기장해 두었다가 그 차액을 1년 단 로 청산하

는 방식을 말한다.

33)2000년 11월 10일자 매일경제,“남북 거래 결제용 통화 별도제작”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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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제3조에 의거하여 북한은 조선무역은행,우리는 수출입은행이 맡

도록 하고 있으며34),남북은 2004년 4월 22일 청산결제거래를 기업간 계

약방식으로 하고 청산결제한도를 미화 3천만달러 이내로 하기로 하

다.35)하지만 이후 상품목 등이 합의되지 않아 청산결제제도가 시행되

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36)

재 남북간에는 2004년 1월 29일 개성공업지구와 강산지구의 출

입  체류에 한 합의서가 체결되어 있고,동 합의서 제10조에서는 남

한주민의 신변안 에 하여 규정하고 있다.37)동 합의서는 남한주민의 

기본  인권을 보장하고 남한주민이 범죄를 지른 경우에도 원칙 으로 

북한의 형사재 할권과 형사법의 용을 배제하도록 되어 있다.

4)기타

그 외 남북 력기 법과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한 법률이 있는데,

남북 력기 법에 의하여 남북 력기 의 교역보험업무를 취 하고 시행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교역보험취 기 ’이 제정되어 선  

반출보험,선 후 반출보험,반입보험,개성공업지구 원부자재 반출보험,

개성공업지구 납품이행보장보험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한,남북 력기

법에 의한 ‘경제 력사업 보험 취 기 ’에 따르면 경제 력사업 추진시 

발생하는 험을 낮추어주는 경 사업보험에는 지분등 투자보험, 부등 

투자보험,권리등 투자보험의 세 가지 종류가 있다.

한,8  이내의 친․인척  배우자 등 이산가족의 교류에 하여

는 2009년 3월 25일 제정되어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남

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교류 진에 한 법률」이 규율하고 있다.

34)2004년 6월 27일자 머니투데이,“수은,남북 청산결제은행 합의서 가서명”기사

참조

35)2004년 4월 22일자 연합뉴스,“남북 청산결제거래 합의서 타결”기사 참조

36)2007년 10월 4일자 연합뉴스,“남북간 청산결제 이번엔 시행될까”기사 참조.동

기사에 의하면 재 북한으로부터 수입 일변도인 남북 간 무역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수출 품목도 다양화하는 것이 제돼야 청산결제가 활성화될 것이라 한다.

37)이효원,앞의 책(주 24),32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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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민족내부거래

남북간에는 남북기본합의서 제15조와 교류 력 련 부속합의서 제1

조에 의거하여 민족내부거래38)로서의 물자교류,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력을 실시하고 있으며 물자교류는 무 세거래로 진행하고 있다.이 외

에도 남북한이 체결한 합의서로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한 합의서’,

‘남북 사이의 소득에 한 이 과세방지 합의서’,‘남북 사이의 상사분쟁

해결 차에 한 합의서’,‘남북 사이의 청산결제에 한 합의서’등 4개 

경제 력 합의서와 ‘개성공업지구와 강산 지구의 출입  체류에 

한 합의서’등 9개 합의서가 있는데,이러한 합의서는 자유무역 정에

서 다룰 내용들을 총체 으로 포함하고 있다.특히 무 세거래로 진행되

는 물자교류는  품목으로 확 될 경우 재화시장의 통합을 가져올 수 

있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

통일이 되기 에는 국가연합단계를 포함하여 남북한에 각각 별도의 

정치  실체가 자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남한이 체결한 경제 련 정의 

북한지역 확장 용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남북한간 경제 통합은 남북한

특수 계론에 입각하여 추진될 것이다.즉,북한은 평화통일을 한 화

와 력의 당사자로서 남한과 구별되는 독립된 경제 역을 형성하고 있

으므로 북한과 국제시장과의 교역의 규범 역은 본질 으로 북한이 기체

결한 경제 정에 의하여 규율되고,남북한 경제교역의 규범 역은 본질

으로 남북한 내부 계에 한 것으로 그 범 내에서 남북한의 특수성

을 고려하여 일정한 역에서 특별하게 취 할 것이 요구된다.39)

다만,북한이 국제연합회원국으로서 사실상 별도의 규범을 용받고 

있는 역이므로 제3국으로부터 ‘민족내부거래’원칙에 한 문제 제기

가 있을 수 있다.

38)‘민족내부거래’라는 용어는 실정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이긴 하지만 매우 불확정

인 용어로서 국가간 거래가 아닌 내부의 거래로 인식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39)이효원,“남북한특수 계론의 헌법학 연구”,서울 학교 박사학 논문,2006.2,

328-344면 참조



- 246 -

남북간 무 세거래의 법  규범력을 고양40)하고 이러한 분단국가의 

특수성을 타국으로부터 인정받는 상태에서 북한과 주요 국가간 양자간 

무역 정이 체결되고 다자무역체제인 WTO 정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여 

세계시장과의 통합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 북한지역에 투자하

려는 의지를 가진 외국기업에 하여 안정  투자환경을 제공하기 하

여 련국들과 투자보장 정을 체결하는 일은 북한이 외개방으로 나서

는 경우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사실 남북교류 력에 한 법률과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른 남북간 무

세거래는 국가간 사이에서 자유무역 정을 체결한 것과 동일한 경제  

효과가 있어서 남북간에 별도의 자유무역 정을 체결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다만 북한 핵개발로 인한 국제연합차원의 북제재로 

인하여 재는 북한으로의 외국인투자와 북한의 교역량이 그 게 많지 

않아 국제  차원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은 상태이다.하지만 일

단 통일의 과정에 진입하게 되면 경제분야를 포함하여 남북한간 교류가 

속히 증가하여 남한기업과 북한기업간 무역과 남한기업의 북한 지역 

투자가 격히 증가할 것이며,북한내 생산 상품의 수출액도 크게 늘어

날 것이다.이러한 경우  단계에서는 우리의 교역상 국들이 크게 문

제삼고 있지 않지만 남북기본합의서를 비롯한 4개 경 합의서 등을 통하

여 제공되는 특례나 남북교류 력에 한 법률 등 남북한 교역에 한 

남한 법령상 특례41)에 하여 남한이 가입한 WTO 정상의 최혜국 우

(MostFavoredNationTreatment)나 내국민 우(NationalTreatment)의 

40)우리 헌법재 소와 법원은 남북기본합의서 3개 부속합의서에는 법 구속

력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며, 재 국내 으로 남북간 무 세거래의 법 구속력은

남북교류 력에 한 법률,세계무역기구 정의 이행에 한 특별법에 의하여 보장

되고 있다.물론 일반 인 국제법원칙으로서 민족자결주의 원칙을 원용하여 외를

인정받거나 WTO 정의 해석을 통하여 그 외로서 민족내부거래성의 특수성을 인

정받아 우리 헌법 제6조에 의하여 국내법 효력이 부여될 수 있는 경우는 별론으

로 한다.

41) 진 통일의 시기에는 남북간 교역은 재의 남북기본합의서나 남북교류 력

에 한 법률보다 심화된 내용의 제도로 규율이 될 것이다.하지만 기본 인 논리

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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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이라는 주장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따라서 남북한특수 계론에 

따라서 국제법  규범 역에서 남북한간 경제교역이 민족내부거래로서 

특수성을 가진다는 것을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국제통

상법  근거를 찾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통일  독일의 경우 

서독이 1951년 GATT에 가입할 당시 체약국들은 토키의정서(Torquay

Protocol)상의 조건에 따라 독일의 가입을 승인하는 결정42)을 내렸으며,

동 결정 제1조 (b)항43)에서 서독은 동서독간 거래에 하여 GATT 정상

의 최혜국 우의무 면제를 받았다.독일의 내독교역을 인정한 근거는 

GATT 정상 제25조 면제조항(WaiverClause)이 아닌 제33조(가입조항)

에 의거한 가입 차 다.44)원래 하나의 국가 다가 분리된 인도와 키

스탄간의 거래에 하여도 GATT는 특별조항을 두었는데,이러한 선례

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기존 연구를 보면 개 세계무역기구 정의 

해석을 통하여 그 외로서 민족내부거래성의 특수성을 인정받을 수 있

다는 입장,일반 인 국제법원칙으로서 민족자결주의 원칙을 원용하여 

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입장45)도 있고 개발도상국 허용조항 원용방

안,남북한 자유무역 정 체결방안,세계무역기구 가입의정서의 개정 

42)원명은 “DecisionbytheContractingPartiesAgreeingtotheAccessionofthe

FederalRepublicofGermanytotheGeneralAgreementonTariffsandTrade”이

며,동 결정은 1951.6.21일 효력을 발생하 으며 서독은 1951.10.1일에 GATT에 가입

하 다.

43) “(b) The Contracting Parties further agree that,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I of the GeneralAgreement,the accession of the

Government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will not require any

modificationinthepresentarrangementsfor,orstatusof,intra-Germantradein

goodsoriginatingwithinGermany"(체약당사자들은 나아가 세 무역에 한일반

정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독일연방공화국정부의 가입이 독일내에서 유래하

는 상품의 내독간거래를 한 행 약 내독간거래의 지 에 있어 어떠한 변경

도 요하지 않음에 동의한다).UnitedNations,TreatySeries,Vol.142,1952,p.13

44)이상만,WTO체제하의 남북한 경제교류:남북한 경제교류와 국제규범과의 조화

방안, 외경제정책연구원,1995.10,59-60면 참조

45) Ernst-Ulrich Petersmann, Study on Legal and Political Aspects of

Inter-Korean Transactionsand theirRelationship to the InternationalTrade

RegimeunderGATT,한국개발연구원 편,GATT체제하의 남북한 교역의 법 ․정

치 측면에 한 연구,한국개발연구원,1993.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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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특별의정서 채택방안,세계무역기구설립 정상의 의무면제 획득방안,

제3국과의 자유무역 정(FTA)에 남북한특수 계를 반 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46)다만,이러한 방안들이 제기될 당시에는 세계무역기구

내에 기체결된 지역무역 정의 건수가 그 게 많지 않았으나,2015년말 

재 우리나라가 체결한 지역무역 정이 52개국과 15개로 증가하 으며,

이 에는 미국,EU 등 우리의 주요 교역 상국이 포함되어 있음을 감

안할 필요가 있다.47)

북한이 외개방을 통하여 국제상품시장과 통합되는 것을 목표로 하

는 경우 국제통상법규와 조화를 이루면서 제도 으로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은 WTO설립 정상 의무면제를 획득하는 방안이나 남북한

간 자유무역 정을 체결하는 방안이다.개발도상국 허용조항 원용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동 조항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하여 차별

이고 유리한 우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남한이 재의 개발도상국의 지

를 포기하여야 하며,북한에 하여 동 조항을 용할 경우 타 개발도

상국에도 동일한 수 의 특혜를 부여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다. 한,

GATT 가입의정서의 개정이나 특별의정서를 채택하는 방안의 경우 

WTO설립 정에 그러한 조항이 없으므로 남한의 경우 신규가입시와 동

일한 차를 밟아야 하므로 실 으로 불가능하다.

의무면제를 획득하는 방안의 경우 그러한 의무면제 획득시 WTO회

원국 4분의 3이상의 동의를 얻고 매년 각료회의의 심사를 받아야 하므

로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이고 매년 행해지는 심사를 통해 면제철회에 

한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남북간 자유무역 정을 체결하는 방안의 

경우 WTO 회원국간 자유무역 정체결은 원칙 으로 회원국간에 용되

는 규정(GATT1994제24조)이긴 하지만 WTO 회원국과 비회원국간 지

역무역 정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 선례가 있으므로 남북간에 자유무역

46)각 방안별 상세 내용은 이효원,앞의 논문(주 39),328-344면 참조

47)즉,2015년말 재 미국,유럽연합, 국 등과의 자유무역 정을 포함하여 15개

의 자유무역 정을 체결한 상태이고 상품 분야에서의 자유화율도 높은 편(특히 미

국과는 99% 이상)이어서 무역 환효과가 그 게 크지 않으므로 과거에 비하여 통상

마찰의 가능성 한 그만큼 낮아진 상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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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체결하고 이를 체약국에 통고(GATT1994제24조 제7항(a)에 의

거하여 체약국 통고 차가 필수)하는 방안이다.다만,이 경우 남북간에

는 이미 무 세거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므로 의무면제를 획득하는 방

안에 한 우려(민족내부거래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으로 인식될 가능

성과 남북한 민족자결권에 손상을 가져 올 것이라는 우려48))가 같이 

용될 수 있다.

에서 제시한 다양한 방안들 에 재 칠 ,싱가포르,EFTA,

ASEAN,미국,EU 등과의 자유무역 정에 남북한특수 계를 반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기시행 이며,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민족내부거래성

의 국제 습화를 지속 으로 도모하고 있다.한편,세계무역기구설립 정 

주해(ExplanatoryNotes)49)를 통하여 ‘국가(country)’라는 개념에 ‘독립

세 역(separatecustomsterritory)'도 포함되므로 ’하나의 한국‘이라는 

원칙하에 ’민족내부거래‘가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세계무역

기구설립 정상 최혜국 우의무의 용 상이 아니라는 논리는 더 이상 

주장하기가 어렵다.50)다만,동 주해는 ’국가‘의 개념에 ’세계무역기구의 

회원‘인 독립 세 역을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세계무역기구 회원이 아닌 

북한에 하여 부여되는 혜택은 GATT1994제1조의 최혜국 우의무의 

범 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가능할 것이다.이와는 별개로 ’하나

의 한국‘이라는 명제하에 ’민족내부거래‘내지 ’내한거래‘가 민족자결권 

내지 국내문제불간섭원칙의 범주에서 ’국내상거래‘이므로 최혜국 우의

무의 용 상이 아니라는 을 제3국에게 분명히 할 필요가 있으며,이

것이 우리의 헌법 해석에도 충실하며 통일 이  남북한간 경제통합 과정

에서 집행할 경제 정책의 범 를 넓히는 주장일 것이다.

북한과의 각종 거래가 ‘민족내부거래’로서 ‘국내상거래’라는 입장을 

취하는 경우 GATT 1994 제3조 ’내국민 우(nationaltreatmenton

48)이효원,앞의 논문(주 39),341면 참조

49)Explanatory Notes:Theterms "country"or"countries"as used in this

Agreementand the MultilateralTrade Agreements areto be understood to

includeanyseparatecustomsterritoryMemberoftheWTO.

50)최원목․박찬호,FTA체결에 따른 남북한 련 국내법제의 개선방안 연구,한국

법제연구원,2008,10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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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ltaxationandregulation)‘규정의 용 상이 될 수는 있다는 

을 유념해야 한다. 한,’국내상거래‘로서 용되어야 할 국내법규범,

를 들면 독 규제법(특히,불공정거래행  발생시),표 인증  각종 검

사와 련된 법률,제조물책임법 등이 제 로 용되지 않는 상황을 상

정해 볼 수 있으며,반덤핑 세나 상계 세를 부과하거나 긴 수입제한

조치 등 국제법상 인정되는 무역구제조치를 활용할 수 없으므로 법제도

으로 이에 비할 필요가 있다.물론 행 남북교류 력에 한 법률 

제15조(교역에 한 조정명령 등)는 남북교역에 하여 통일부장 은 일

정한 경우 교역당사자에게 반출입하는 물품등의 가격․수량․품질,그 

밖의 거래조건 등에 하여 필요한 조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어 동 조항이 하나의 완충작용을 할 수는 있다.농축수산물의 경우는 남

북교류 력에 한 법률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규정된 식물방

역법,가축 염병 방법 이외에도 소비자안  확보  식품의 생검역 

차원에서 식품안 기본법,농수산물품질 리법,소  쇠고기이력 리에 

한 법률,농약 리법,식품 생법,축산물 생 리법 등의 련 조항을 

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분야별 경제통합

가.북한내 시장경제질서 채택

교류 력을 통하여 남북한간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경우 경제통합의 

제조건으로서 는 경제통합이 제 로 성숙해 나가기 한 필요조건으

로서 북한내 시장경제질서의 채택이 우선되어야 한다.그럴 수 밖에 없

는 이유는 제2장에서도 시하 듯이 이질  경제질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간 경제통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에서 유추해 낼 수 있다.즉,

북한과 같이 시장 기능이 없거나 아주 약한 경제질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개별 재화,용역이 계획단 별로 나 어져 있고 가격이 신호로서

도 기능하지 못한다.물론 제1장에서 언 하 듯이 최근 북한 경제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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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화 수 에 한 연구가 확 되고 있고 그 수 에 한 평가도 나뉘어

져 있는 상태이긴 하다.북한 가격법,인민경제계획법,북한 민법,사회주

의상업법 등도 업의 자유와 가격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주요한 법들

이다.북한 헌법상 계획경제질서의 원칙에 입각한 재산소유권 련 규정,

사  자치의 원칙( 업의 자유나 가격결정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

하는 규정 등은 수정하거나 철폐하고 시장이 제 로 작동하기 하여 필

요한 각종 법률들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

나.재화의 자유로운 이동

교류 력을 통하여 남북한간 경제통합을 추구하는 경우 남북한간 

‘민족내부거래’를 규정한 재의 남북간 교류 력 련 법제도의 내용과 

회원간 최혜국 우를 규정한 세계무역기구 정의 련 규정을 염두에 두

어야 한다. 재의 남북한 교류 력의 정도를 평가해 보면 아직까지 단

편  력에 머물러 있고 국가에 의한 리와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어 

면  력단계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남북한간 경제통합이 먼  이

루어지고 통일이 추진되는 경우는 재 남북한간 교류 력에 장애가 되

고 있는 여러 정치  요인들이 제거되거나 상당폭 완화된 상태를 제로 

하고 있는데,이 경우에는 진  경제통합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그러

한 통합으로 인한 부담을 시간 으로 분산시킬 수 있다.다만,남북한간 

교류 력이 폭발 으로 증가하여 타국과의 무역이 남북한간 무역으로 

환되는 무역 환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우리나라가 외무역을 추진하는 

기반이 되는 다자간 무역체제로부터 남북한간 무 세 거래에 하여 이

의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이에 응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최근 

학자들은 남북한간 자유무역 정의 체결을 유력한 안으로 제시하고 있

다.51)이러한 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지 간에 기존의 남북기본합의서

51)민족내부거래성의 인정 확보를 한 책의 하나로 남북한간 자유무역지 ,

세동맹,공동시장 는 경제동맹을 제시한 제성호,남북경제교류의 법 문제,집문

당,2003,187-190면 참조;독일의 경제통합,유럽연합, 국- 만,홍콩간 경제통합

사례를 바탕으로 진 통일시 남북한 경제통합방안으로 남북한간 포 경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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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그 부속합의서를 체하는 것이 아니고 이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루

어져야 하며,국제통상법  차원에서 세계무역기구 정상 최혜국 우의 

외를 인정받으면서도 국내법 으로 규범력을 인정받는 방안을 강구하

여야 한다.기실 남북기본합의서와 남북교류 력에 한 법률에 의거하

여 상품무역에 있어 무 세거래를 지향하는 의의 ‘자유무역지 ’는 이

미 창설되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하지만 최근 자유무역 정에 의하

여 창설되는 자유무역지 는 상품교역분야에서 단순히 세만을 부과하

지 않는 것이 아니라 원산지규정,통 규정, 생․검역기 ,기술표 ,

긴 수입제한조치,반덤핑조치,보조  상계 세조치 등 비 세조치까지 

포함하고 있다.그러므로,남북간 자유무역 정 체결 논의는 실질 으로 

남북간 경제와 련된 국내법체계의 차이를 확인하고 북한으로 하여  

경제 련법체계 반에 있어 련 법규를 정비하도록 자극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그리고,이를 통해 마련된 무역규범과 기 은 북한이 향후 국

제경제 무 에 나아감에 있어서 북한의 경제규범을 국제경제규범에 연결

하는 주요한 법  기 가 될 것이다.

다만,유의할 것은 최근의 자유무역 정은 상품교역뿐만 아니라 용

역,투자,경쟁,노동,환경과 경제 력까지도 그 세부내용으로 하는 포

 형태로 체결되고 있지만,남북간에는 이러한 포 인 정이 체결될 

가능성보다는 자연인의 이동과 련된 용역,투자분야의 민감성을 반

하여 상품교역분야에서만 정이 체결될 가능성이 더 높다.

1)남북간 재화의 자유로운 이동의 법제  기반

남북기본합의서  남북교류 력에 한 법률에 의거하여 최소한 남

북한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최소 요건은 국내 제도 으로 갖

추어져 있다.즉 앞에서도 언 하 듯이 남북간에는 남북기본합의서 제

15조와 교류 력 련 부속합의서 제1조에 의거하여 민족내부거래로서의 

합 정 체결을 주장하는 최근의 연구로는 강문성 외,남북한 경제통합의 혜택과 한

반도 통일 국가의 역할,아연출 부,2014.5;강문성 외, 진 통일과정에서의 동북

아 경제 력과 남북한 경제통합 방안, 외경제정책연구원,2014.12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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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교류,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력을 실시하고 있으며 물자교류는 

무 세거래로 진행하고 있으며,남북교류 력에 한 법률 제12조는 남

북한 거래의 원칙으로 “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민족내부의 거래로 인정한다는 규정만으로는 자유로

운 거래가 발생할 수 없다.상품간 거래에 있어서 공산품의 경우 국가표

기본법,산업표 화법,제품안 기본법,어린이제품안 특별법, 기용

품안 리법,품질경   공산품안 리법,계량에 한 법률 등에 따

라 국가표 ,산업표 ,제품안 ,계량을 한 강제  비강제조치들을 

수할 필요가 있으며,특히 각종 표 안  련 제도가 서로 다른 경제

권간 거래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발행한 합성평가결과(시험성 서,교

정성 서,검사성 서,제품인증서 등)가 해외에서도 수용될 수 있도록 

합성평가결과에 한 상호인정 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s)을 체결하여야 하는데,남북간 거래에 있어서는 이러한 제도

 장치가 뒷받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농축수산물의 경우는 이와는 

별도로 식품안 기본법,농수산물품질 리법,소  쇠고기이력 리에 

한 법률,식물방역법,농약 리법,식품 생법,축산물 생 리법 등에 의

한 생  검역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분단국간의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  계라는 남북한특수 계를 감

안하여 국가간 자유무역 정에 규정되는 모든 요소를 수용할 수는 없다.

표 인 것이 반덤핑조치,상계 세조치 그리고 긴 수입제한조치 등이

다.다만,농산물의 경우는 국가로 하여  농업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하여 농·어 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농수산물의 수 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한 헌법 제123조의 규정의 

취지를 감안할 때 북한산 농산물에 한 긴 반입제한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도 있다.본격 인 남북간 경제교류가 일어나고 공산품,농산

품,수산품 등의 반출,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할 때 북한산 농수산품의 

가격이 남한의 그것보다 매우 낮을 것임을 감안할 때 남한의 농축수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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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치는 향은 한-미 자유무역 정이나 한-  자유무역 정에 비할 

바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과거 칠 와의 자유무역 정 체결 등에 따

른 농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하여 ‘자유

무역 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어 외국과의 자유무역 정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동 법에 의한 지원조

치가 일종의 완충작용을 발휘하 다.하지만,남북한간 민족내부거래에 

하여 동 법에 의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자유무역 정을 다른 나라

나 지역무역연합체와 체결한 국제 정이라 규정한 동 법 제2조 제1호 자

유무역 정의 정의를 감안할 때 동 법의 용범 를 벗어난다.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진 으로 남북간 재화 특히 북한산 농축수산물의 반

입이 증가할 때 남한의 농축수산업에 미치는 향을 감안한 제도  장치

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이와는 달리 남북한특수 계론에 

의하면 제3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은 논외로 하더라도 북한산도 최소한 남

한으로 반입되는 물품은 국내산으로 인정할 수 있고 국내산 물품의 경우

는 상이한 취 을 해야 할 이유가 없으며,남북한 체 농․어민을 아우

르는 한반도 체 농축수산업의 보호․육성을 해서는 내부 경쟁을 막

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2)재화의 자유로운 이동 제한

단일 상품시장이 형성되기 한 가장 요한 선결조건으로 남북한 

산업표 의 통일 과제52)가 있다.이는 남북경 과정에서도 항상 등장하

는 과제로서 양 지역간 교역이 활성화되기 해서는 남북한 표  연구를 

통한 규격 통일화가 선행되어야 한다.53)

52)남북간 표 통합과 련해서는 2001.7.1일부터 2006.4.30일까지 남북산업표 통

합기반구축에 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련포럼이 진행되었었다.

https://www.ksa.or.kr/framework/customer/notice.do?method=view&brd_seq_n=1169

7&cPage=352&skin_seq_n=1(2016.1.23일 검색)참조

53)윤덕균,“통일을 비한 남북한 산업표 통일화과제”,산업경 시스템학회지 제

23권 제57집,2000.6,10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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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략물자수출통제제도는 국가안 보장을 하여 남북간 재화

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는 표 인 경우에 해당하는데,이는 1987년 

9월 체결된 ‘한미 략물자  기술자료보호에 한 양해각서’와 국내법

인 외무역법,원자력안 법,방 사업법,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한 법률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략물자수출입고시 제10조  별표 6에 의거하여 북

한의 경우는 ‘제3국을 경유하여 재수출되는 경우에 한함’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으므로 북한은 략물자가 재수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출허가를 

받도록 한 지역으로 분류되어 남한이 북한으로 직  략물자를 반출하

는 경우는 남북간 치상황  민족내부거래의 특수성이 어느 정도 인정

되고 있다.54)즉, 재 남북간 략물자의 반출입은 국가  국가의 계

가 아니므로 남북교류 력에 한 법률에 근거하여 규율되고 있다.동 

법 제13조는 남북간에 물품 등(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 통령령으로 정

하는 용역  자  형태의 무체물)을 반출입하려는 자는 통일부장 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통일부장 은 법령상 조건이나 공고사항을 반한 

경우,남북교류· 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국가안 보장,질

서유지 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동 승인

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동 법 제14조에서는 통일부장

이 물품등의 반출이나 반입에 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 북 략물자의 반출승인 차에 한 고시」,

「반출․반입 승인 상품목  승인 차에 한 고시」가 공고되어 있고 

략물자를 포함한 물자의 반출승인은 통일부장 이 하도록 하고 있는

데, 재의 남북 계를 반 하여 남북간 물품 반출입은 매우 강한 수

으로 리되고 있다.북한이 평화통일을 한 화해와 력의 동반자로서

의 지 에서 활동하는 범 가 넓어질수록 향후에는 남북간 거래의 민족

내부거래성을 최 한 반 하여 남북간 물자거래제도를 유연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

54)이효원,남북교류 력의 규범체계,경인문화사,2006,354-36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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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용역․자본 이동의 진  자유화

용역의 이동은 자연인의 이동을 수반할 가능성이 높고 자본의 이동

은 효과가 크다는  등을 감안하여 재화와 달리 남북간에 진 으

로 자유화할 필요가 있다.경제통합이 먼  이루어지고 통일이 이루어지

는 경우 진 으로 남북간 용역의 자유로운 공 이 가능해지기 해서

는 각 용역 세부부문과 련한 국내규제(자격요건과 차,용역의 기술

표 ,면허요건)등을 남북간에 일치시키거나 그러한 국내규제가 상호인

정될 수 있도록 상호인정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앞에서 언 한 방식 1(국경간 공 )이 큰 폭으로 증가하기 해서는 

남북간 자  방식 혹은 통  방식에 의한 통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방식 2(해외 소비)는 특히 분야에서 소비자의 신변의 안 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제도  장치가 필요하며,방식 3(상업  주재)에서는 

용역분야 기업설립의 자유를 포함한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맞닿아 있

다.방식 4(자연인 주재)에 의한 남북간 용역시장의 통합은 행 북한이

탈주민의 보호  정착지원에 한 법률 제14조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의 

자격인정제도보다 높은 단계로 북한에서 취득한 각종 자격요건을 자동

으로 인정해 주는 법제도  장치가 필요한데,남북간 용역공 자의 자격

요건이 매우 상이한 분야,특히 고도의 문성이 요구되는 의사,변호사,

회계사 등의 문직군은 상당기간 그러한 자동  인정은 어려울 것으로 

상한다.남북간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은 단일한 화폐를 사용하고 북한

지역에 자유로운 계좌간 이체를 가능하게 하는 융산업의 기반이 발달

해 있어야 가능하다.

1)용역

남북교류 력에 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는 통일부장 이 반출입 

승인을 할 수 있는 용역을 ‘「 외무역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용역 

 그 밖에 이에 하는 용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외무역법 제2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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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나목에 따른 용역은 동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데,1)경 상

담업,법무 련 서비스업,회계  세무 련 서비스업,엔지니어링 서비

스업,디자인,컴퓨터시스템 설계  자문업,「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운수업자,「 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그 밖에 지식기반용역 등 

수출유망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 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의 사업

을 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과 2)국내의 법령 는 한민국이 당

사자인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작권․ 작인 권․ 로그램 작권․반도체집 회로의 배치설계권의 

양도, 용실시권의 설정 는 통상실시권의 허락 등 크게 두 가지로 나

뉜다.자연인의 주재는 인력교류에서도 설명하듯이 고용과 련이 있어 

정치경제 으로 매우 민감한 이슈이며,남북한의 경우는 거기에 더하여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반국가단체로 보기 때문에 국가안 보장과

도 깊이 련이 있어 실 되기 매우 어려운 서비스 공  형태이다.

2)자본

남북 화폐․ 융 분야의 통합을 하여 진 으로 북한 지역내 일

상 인 융거래가 가능하도록 하기 한 제반 여건을 갖추는 제도정비

기와 실질  융거래가 남한과 유사한 형태로 수렴화될 수 있도록 노력

하는 단계가 필요하다.이에 한 기존 연구55)를 보면 남북 화폐․ 융

분야 통합의 기본원칙으로 거시경제 안정과 북한 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필수요건56)으로 보고 있으며,제도정비기에 상업은행 신규 설립,신규 진

출을 과감히 허용하여 앙은행과 상업은행을 분리한 이원  은행제도를 

확립하고 직 융을 활성화하되 별도 증권시장은 설립하지 않고 남한과 

유사한 보험제도와 지 결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55)이 섭․ 홍택,“북한특구의 화폐․ 융제도 운 방안”, 홍택 편,남북한 경

제통합연구,2012.12,246-250면 참조

56)이러한 견해는 본고에서 제시한 통합의 원칙 자율의 원칙,국민경제의 안정

성장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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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지역의 화폐․ 융분야 통합은 반드시 련 법규의 제․개정을 

통하여 뒷받침되어야 하는데,이를 해서는 북한의 행 앙은행법,발

권법 등 융 련 법률의 내용을 살펴 한국의 한국은행법,은행법,외국

환거래법,자본시장과 융투자업에 한 법률 등 융 련법률과 비교

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지만 북한 융분야의 취약성을 감안할 

때 거의  역에서 새로운 입법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특히 거시경제 안정을 해서는 남한과 유사한 안정  결제시스템의 도

입이 요구되며, 자보호와 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하여 남한의 

보험공사와 같은 기 을 설치하여야 한다.북한의 앙은행법,발권

법은 하나로 통합하고,상업은행법은 개정하되 융감독기  설치에 

한 법률 등을 제정하고 화페류통법은 폐지할 필요가 있다.

앙은행과 상업은행을 분리하는 이원  은행제도는 제도 으로는 

2006년 1월 25일에 채택된 북한 상업은행법에 의하여 도입이 된 듯 보이

지만 동 법 제7조 후단에서 특수경제지 에서의 상업은행의 설립운 과 

외국투자은행의 설립운 은 해당 법규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용 상이 

제한 이며,구체  규정도 보호규정 등이 없는 등 미비한 이 많

으므로 통합 시기 그 로 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므로 련 법

의 제․개정 작업이 필요하다.

남북간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

보장을 사유로도 제한이 가능하다. 재 남북 화폐는 직 교환이 허용

되지 않고 있으며 상호간 법화로서 인정되지 않고 있다.남북화폐 모두

가 국제 으로 통용되는 기축통화가 아닌 이 가장 큰 이유이겠지만,

우리 헌법 제3조에 의거하여 북한이 반국가단체라는 지 를 보유하고 있

다는 도 크게 작용한다.반국가단체의 활동 지원에 사용될 수도 있는 

자 을 공 하는 것은 국가안 보장에 해가 되는 행 가 될 수도 있

다.하지만 북한은 평화통일을 한 화와 력의 동반자로서의 지 도 

동시에 가지고 있으므로 일방  지원이 아닌 상호간 교환에 의하여 이루

어지는 자본거래에 하여는 가  헌법 제4조의 규범력을 원용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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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력 이동의 제한

교류 력단계에서 남북한간 인력 이동은 상당 기간 제한될 필요가 

있다.북한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로서의 지 와 평화통일을 한 

화와 력의 동반자로서의 이  지 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남북

한특수 계론에 의하여 북한 주민들도 헌법 제3조에 의거하여 규범 으

로는 한민국 국민에 포함되지만 헌법 제4조에 의하여 그 특수한 지

가 인정된다.북한이탈주민에 하여는 1997년 1월 13일 북한이탈주민보

호법이 제정되어 이들에 한 특별한 보호  지원에 한 사항을 규정

하고 있다.하지만,북한을 이탈하지 않은 주민에 하여는 남북한특수

계론에 의하여 평화통일을 한 화와 력의 동반자로서 인정하여야 

할 규범 역에서는 내국인이 아니라 외국인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북한주민이 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받으려는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에는 우리국민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57)

특히 공산주의 국가들의 경우 국가로부터 독립된 민간분야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을 감안할 때 북한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는 불법단체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활동하는 역과 평화통일을 한 

화와 력의 당사자로 활동하는 역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다.이러한 어려움은 인력 이동의 제한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을 높

이는데,다만 향후 통합의 진 정도에 따라 남북교류 력에 한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는 남북한 주민 의 제한이 축소될 필요가 있다.

한,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므로 남북경제통합시에는 외국인에게 

용되는 법제도와는 다르게 취 하여야 한다.우리 헌법상 거주이 의 자

유,직업선택의 자유,근로3권 등을 북한 주민에게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가 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향후 폭넓은 인력 교류를 뒷받침하기 해서는 남북간 왕래인원에 

하여 개성공단  강산지구를 넘어선 신변안 보장  남북간통행에 

57)이효원,앞의 책(주 24),178-180면 참조



- 260 -

한 사항을 포함하는 인  교류에 한 합의서가 필요할 것이다.58)이 

경우 친지방문이나  등 일시  목 을 하여 통행하는 경우59),용

역의 제공을 하여 일시 목 으로 체류하는 경우,투자 목 으로 장기

체류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신변안 보장이나 통행의 합의가 이루어질 필

요가 있다.특히 단순 객이나 방문객이 아닌 노동인력의 이동은 반

국가단체의 일원으로서 활동하는 북한 주민과 평화통일을 한 화와 

력의 동반자로서 활동하는 북한 주민을 구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할 수도 있으므로 그러한 측면에서 다른 분야에 비하여 인  교류분야는 

더 세심한 법제도의 설계가 필요하다.남북한특수 계론의 에서 볼 

때 북에서 남으로의 인력교류에 있어서는 북한 주민이 한민국 국민으

로 인정받으려는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 으로 외국인에 

한 우를 제공하면 될 것이나,만약 그러한 인력 교류가 실제로 일어

나기 에 국가안 보장을 하여 국내에서의 여행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와 제한이 가능하다면 그 방식 등에 하여 사 에 결정하고 

이를 법률에 반 하여야 할 것이며,재외동포(F-4)에 한 외국인고용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의하여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취업 기회와

의 형평성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마.남북간 토지 련 법제 통합

경제통합이 먼  이루어지고 통일이 그 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남북

간 토지 련 법제의 통합이 경제통합에 있어서 요한 과제가 될 것이

다.이와 련하여서는 행 북한의 토지법제  특히 개성공단내 토지

법제가 통합을 한 하나의 출발 이 될 수 있다.60)북한에서 토지는 북

58)동 합의서에는 신변안 보호 무사귀환 보장,타방의 법률 습 수의무,

체포․구 에 한 특례,긴 구호조치,통행 원회 구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제

성호,남북한 계론,집문당,2010,497면;이장희,“ 강산 합의서의 공법

검과 책”,서울국제법연구 제6권 제2호,서울국제법연구원,1999,239-258면

59)엄 한 의미에서는 비상업 활동으로서 경제통합에서 논의되는 인력 이동의 범

주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60) 행 북한의 부동산법제에 하여는 변우주,“북한의 토지법제와 토지이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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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헌법,민법,토지법에 의거하여 국가 는 동단체 소유이며,토지의 

임 에 한 권리도 인정되지 않는다.다만,1993년 제정된 토지임 법에 

따라 외국투자가와 외국투자기업에 권리로서의 토지이용권을 인정하고 

있다.이와는 별개로 강산 지구와 개성공업지구에서는 남한 기업에 

하여 토지이용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61)남북이 행의 법

제를 그 로 유지한 채 재화․용역 거래  투자를 심으로 경제통합이 

진 되는 경우 토지 련법제가 가장 큰 차이 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물론 경제통합의 제조건으로 시장경제질서가 도입되어야 하므로 그러

한 과정에서 사유재산제도도 자연스럽게 채택되겠지만 토지의 경우에는 

국이나 베트남의 경우처럼 주민들에게 토지이용권을 부여하고 소유권

은 국가나 동단체에 그 로 두는 형태도 가능하기 때문에 토지 련 

법제가 가장 늦게 통합될 가능성이 크다.

경제통합이 우선 이루어지고 통일이 추진되는 경우 통일 이 에 

재는 유로만 인정되는 주민들의 토지 이용상태가 권리로서 인정될 가

능성이 높고 그 게 되면 몰수토지의 처리에 있어서도 북한 주민의 토지

이용에 한 기득권과 원소유자의 원상회복청구권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

다.북한주민의 이용권을 보호하는 방안도 향후 진행상황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62)우선, 재와 유사한 형태(외국인에게만 토지

이용권 인정)로 토지 련 법제가 큰 변동이 없는 경우 국유나 동단체

소유로 그 로 두었다가 한 시기에 경자유 의 원칙을 실 하기 

하여 농지개 으로 북한주민에게 유상분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그 

외 북한 주민에게도 토지이용권이 보장되는 등 국이나 베트남과 유사

한 토지 법제를 가지게 되는 경우 그러한 부동산이용권을 극 보호해 

주는 방법이 가능할 것이다.

에 한 고찰”,법학연구 제56권 제1호,부산 학교 법학연구소,2015.2;손희두,북

한의 부동산 리법제와 남북한 력방안 연구,한국법제연구원,2012;김상용,“개성

공단 토지이용권 보호를 한 제도화방안”,북한법연구 제11호,북한법연구회,

2008.11;김상용,“개성공단에서의 부동산법제의 검토”,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논문

집 제8호,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2006.11등 참조

61)변우주, 의 논문(주 60),223-226면 참조

62)손희두,앞의 책(주 60),13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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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남북 산업 력

통일 이 에 경제통합이 먼  진행되는 경우 경제통합의 발   통

일환경 조성  통일비용 경감을 하여 남북간 산업 력이 크게 확 되

고 고도화될 필요가 있다.남한 산업만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북한과의 

산업 력을 통하여 국제 으로 약속한 온실가스배출량 감축목표의 달성,

고령화하는 산업인력의 지식․기술 수, 성장하는 제조업의 성장활력 

회복  국제경쟁력 제고 등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경제 력이 어느 

정도 진행될 경우 그러한 력의 제도  수단으로 통일 이 이라도 남북 

공동으로 ‘통합산업발 략’을 수립하여야 하며,동 략에는 재 남한

의 산업경쟁력,북한지역내 자원부존량, 력을 포함한 에 지 공 기반 

등 다양한 요인을 감안하여 북한 지역에 국제  경쟁력을 갖춘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63)좀 더 상세히 부연하면,북한

의 기업소를 어떻게 국제 으로 경쟁력있는 기업 조직으로 환시킬 것

인지,국제  경쟁력이 떨어지는 산업을 어떻게 구조조정할 것인지,북한

지역내 소기업 육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북한의 산업발  잠재력을 

실 시킬 략산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산업발 을 선도할 산업단지를 

어느 곳에 설립할 것인지,향후 남북간 산업 력을 통하여 산업간․산업

내 력을 진함으로써 이룩할 통합된 남북산업의 지향 은 무엇인지 

등에 한 고민이 반 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법제 측면에서 남북 산업간 력은 몇 가지 제약 요인을 가지

고 있다.우선 국제경제법  측면에서 보면 북한은 세계무역기구로 표

되는 국제무역의 국외자로서 재 북한에서 생산된 재화는 제한된 국가

63)북한산업개발 략에 해서는 김석진․이석기․양문수,통일 이후 북한산업개발

략 연구,산업연구원,2011.12;김석진 외,체제 환국사례를 통해 본 북한 산업개

발 략,산업연구원,2008.12;이석기 외,북한의 산업발 잠재력과 남북 력과제,

산업연구원,2013.12;이석기,북한의 산업발 략과 남북경 ,산업연구원,2005;오

석 외,“북한의 산업개발방향과 남북한 산업 력방안”,KIET 산업경제,산업연구

원,2007.12;김계환,독일통일과 산업구조조정:남북산업 력에 한 시사 ,산업연

구원,2008.8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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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제외하고는 구매력있는 시장에 근이 사실상 불가능하다.이 게 

낮은 개방 수 하에서는 남북 산업간 력도 크게 제약될 수 밖에 없으

므로 북한내 투자한 기업들이 세계시장에 근할 수 있도록 양자 으로 

는 다자 으로 세계시장에 근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한데 재의 국

제정치  상황을 감안할 때는 그 시기를 가늠하기가 극히 어렵다.동일

한 맥락에서 략물자기술통제 련 법제 한 남북간 산업 력의 한계

를 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남북간에는 국가안 보장을 

하여 련법에 의거하여 인력이동이 상당기간 제한될 수 밖에 없을 것이

므로 이러한 요인 한 산업 력의 폭과 깊이를 제한하게 될 것이다.

4.국가연합단계

가.경제통합합의서 체결

경제통합이 어느정도 진 되고 통일이 이루어지기  단계로 한민족

공동체통일방안과 같이 과도기로서 국가연합의 단계를 거쳐 남북한이 단

일국가로 발 해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이 경우 남북간에 명칭이야 어

떻든 국가연합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경제통합합의서를 체결하고,단일

국가로 나아가기 해서는 통일합의서를 체결할 필요가 있다.64)하지만 

실 으로 북한이 재와 같이 계획경제체제를 고수하는 한 그러한 

진  통일방식은 거의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경제통합이 이루어지고 통일이 추진되는 경우 체결할 남북간 경제통

합합의서에는 기본 으로 독일의 ‘화폐․경제․사회통합에 한 국가조

약’ 에서 화폐와 사회 련 부분을 제외하고 경제통합에 한 내용들

을 참고로 할 수 있다.‘국가조약’에서 채택한 경제활동의 기본원칙,즉,

사  소유,효율  경쟁,가격 결정의 자유,계약의 자유, 업활동의 자

64)통일헌법의 제정방식과 주요쟁 에 하여는 이효원,“통일헌법의 제정방법과

국가조직”,헌법재 연구원 주최 통일심포지엄 발표자료집,2014.5.12,195-229면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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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직업의 자유,노동․자본․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북한지역에서의 

경제활동의 기본원칙으로 채택하고,민간투자자의 토지  생산수단의 

소유권 취득을 보장하여야 한다.기업의 경우 기업 스스로 생산하는 물

품의 종류,수량,가격 등에 한 자유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한 북한내 법제도의 규모 개편이 동반되어야 한다. 한,경제

통합합의서에는 독일의 사례를 참조하여 경제분야에서 i)북한지역에서 

계속 시행할 법률,ii)북한지역에서 폐지 는 개정할 법률,iii)북한지

역에서 신규제정하거나 남한의 법률을 원용해야 할 법률,iv)남한이 개

정해야 할 법률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이러한 북한법률들의 계속 시행,

제․개정 혹은 폐지의 기 은 경제통합 역에서는 시장경제질서에의 합

치 여부가 될 것이고 법  안정성 측면이나 기존의 법률 계의 존  측

면에서 정치 역에서보다는 북한지역에서 계속 시행할 법률이 더 많을 

것이다.물론 북한의 1인당 GDP가 남한의 1/4정도에 다다른다면 화폐

나 사회 분야 통합도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나.경제 련 법제통합

북한의 민사법은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기반으로 하여 개인의 창의  

경제활동이 쇄되어 있고,남한의 민법 에 담긴 내용이 북한 민법,가

족법,상속법,손해보상법,토지법,토지임 법 등으로 나 어져 있으며,

남한의 상법 에 담긴 내용 한 북한 사회주의상업법,보험법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특히 북한 민법 은 총 4편 27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

는데,제1편은 일반규정으로서 우리의 민법총칙에 해당하며,제2편은 소

유권제도,제3편은 채권채무제도,제4편은 민사책임과 민사시효제도를 다

루고 있다.친족 계에 하여는 별도의 가족법을 두어 사회주의  결혼

계와 가족,친척들 사이의 인격   재산  계를 규율하고 있는데,

실제 생활규범이나 재 규범으로 기능하기에는 법규정의 흠결,미비된 

부분이 많다.사  자치의 원칙이 거의 인정되지 않고,인민경제계획에 

기 하여 체결되는 ‘계획  계약’등의 계획경제질서를 반 한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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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은 시장경제질서와는 맞지 않는 규정들이다.

남한의 법률은 2014년 3월 31일 재 1,319건이고 통령령 1,520건,

총리령 69건,부령 1,116건이 있다.이에 반하여 북한의 경우 2013년 북

한법령집을 참고할 경우 법률 213건,하 법규인 시행규정 65건이 있을 

뿐이다.실제로는 입수하지 못한 하 법규가 이보다 더 많을 것이지만 

량에서 남한에 비하여 상당히 작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며,이는 

사  역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특징에 더하여 강력

한 1인지배체제에 따른 비공식  규범인 수령의 교시나 지시,당의 지시

가 매우 요한 규범이 된다는 에 기인한다고 볼 것이다.

남북법제통합에 있어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한 법률과 그 하 규

정들은 남북이 공동으로 진행한 법제통합의 실제 모델이라는 에서 

요한 기 이 될 수 있다.개성공업지구 지원에 한 법률과 그 하 규정

에는 련분야의 남한의 행법률과 다른 규정들이 부분이며,북한법

에 없는 규정들도 많이 있다.북한에서 첫째,사유재산제도를 확립하고 

시장경제체제의 기반을 구축하기 하여 민법,상법,그리고 이의 집행을 

뒷받침할 행정체계,사법체계 확립과 련된 법률의 면개정 는 제정

이 필요하다. 한,시장경제질서를 반 한 민법,상법만 있어서는 이러

한 법률은 형식 ․장식  법률에 그칠 수 밖에 없다.그 규범력을 확보

하는 수단은 주민등록제도,부동산등기제도,자동차등록제도,회계규정,

통 행정,조세행정,사회보장행정,우정행정 등 감독․ 리규정과 이를 

어겼을 경우 행정벌(과태료)혹은 형사벌의 부과이다.형사벌의 집행을 

한 치안조직과 민사 분쟁이나 형사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단하

고 처리할 수 있는 사법체계와 법조인력은 북한지역내 법치주의의 확립

을 한 필수  요소이다.

둘째,자본시장 통합과 련된 법률로 발권법, 앙은행법,화페류통

법,외화 리법,보험법,상업은행법,자 세척방지법 등이 있으며,조

세․재정정책의 통일과 련된 법률로 국가 산수입법,재정법,회계법,

통계법,사회주의재산 리법,귀 속 리법 등이 있다.셋째,노동시장 통

합과 련된 법률로 사회주의노동법,장애자보호법,인민보건법,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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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생법,식료품 생법 등이 있다.

넷째, 외개방과 련된 법률로는 남한의 외무역법,외국인투자

진법,북한의 무역법,가공무역법,세 법,합 법,합작법, 외민사 계

법, 외경제계약법, 외경제 재법,외국인투자법,외국인기업법,외국

투자기업  외국인세 법,외국투자은행법,외국인투자기업 산법 등이 

있다. 한,북한이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한 목 으로 제정하여 외국

인투자기업에만 용되는 법률들 한 남북한 법제통합시 요 기 이 

될 수 있다.한편,북한주민들에게 자본축 의 기회를 부여하기 한 

법․제도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5.통일국가 형성단계

가.통일합의서 체결

남북주민이 공동으로 민족자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독일의 ‘통일조약’

과 같은 ‘통일합의서’의 체결로 시작하게 될 것이다.독일이 기본법,동

독지역에 확 용되는 서독연방법률과 조약,효력이 지속되는 구동독법

률과 조약,EC법 련 사항을 통일조약에 규정하 듯이 통일합의서에는 

재화,용역,자본,인력의 자유로운 이동과 토지거래제도의 통일이라는 

측면에서 남북간 경제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남북간 법제도의 통합과 

련한 사항들을 포함시켜야 한다.즉,통일합의서에는 남북간 경제통합의 

세 가지 특수성을 반 하여 남북한이 공동으로 채택할 시장경제질서의 

주요 원칙과 사유재산제도의 도입에 한 사항,재화의 자유로운 이동에 

한 사항,용역 제공에 한 사항,남북간 인력이동에 한 사항,남북

간 화폐통합 등 자본이동에 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분단국 특수문제의 

처리와 련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하며,이러한 내용이 남한주민과 북한

주민을 포함한 한민족 체의 의사를 결집시켜 민족자결권이 제 로 행

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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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통일헌법 제정

경제통합이 선행하고 통일이 뒤따르는 경우 통일헌법의 제정으로 민

족자결권의 행사가 완료된다.통일헌법에서의 국가형태는 단일국가일수

도 있고 연방국가와 유사한 형태일 수도 있다.단일국가에서는 입법권,

행정권,사법권이 앙국가에 집 되어 있는데,국가에 따라서는 단일국

가이지만 지방정부에 폭넓은 자치권을 부여하여 연방국가와 유사한 형태

를 띠는 경우도 있다. 를 들면, 국은 단일국가로 분류되고 있지만 지

방정부인 스코틀랜드에 상당한 수 의 법률제정권이 이양되어 있다.그

러므로, 에 이르러 지방정부와 앙정부간 구체 인 권한배분과 자

율성은 연방국가 는 단일국가라는 구별에서 유래한다기 보다는 이에 

한 헌법  보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65)

권한의 배분에 있어서 핵심은 자기결정을 한 입법권의 배분66)에 

있는데,이 외에도 행정권,사법권의 배분문제가 있으며,진정한 자치를 

한 재정  분권 문제가 있다.지역간 세원의 불균등성 문제를 해결하

기 해서 재정조정제도 혹은 보조 제도가 있다.67)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행 헌법과 법령체계하에서 자치입법권이 가장 넓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가 있어 헌법에 특별자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제주기본법으로 특

별자치의 강을 정한 다음 조례로 세부사항을 정하는 체제가 제안되고 

있다.68)법률안 제출권을 인정하고 법률  효과를 지니는 조례제정권을 

실질 으로 확보하는 경우에도 유사한 효과가 있다.

유럽연합은 경제통합에 있어 요한 원리의 하나로 보충성의 원리와 

비례성의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국가의 기능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에 

65)경기개발연구원,연방주의 지방분권에 한 연구,2010,24-25면

66)연방국가에서 입법권을 배분하는 방식은 i) 앙국가의 입법권을 열거하고 잔여

권한을 지방국가의 권한으로 하는 방식,ii)그 역의 방식,iii)양자의 혼합방식으로

구분하기도 하며,배타 ( 속 )인 부여방식과 경합 부여방식으로 구분하기도 한

다.경기개발연구원, 의 책,19-20면 참조

67)경기개발연구원, 의 책,19-21면 참조

68)제주 학교 법과정책연구소,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 근거 마련 방안 연구,

2008.12,3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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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면 보충 이어야 한다는 보충성의 원리(Subsidiaritätsprinzip)는 헌법

상의 요한 일반원칙으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기능배분의 원리이

다.69)이러한 보충성의 원리는 유럽연합조약 제5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

으며 이에 따르면 “보충성의 원리하에 그 배타  권한에 속하지 않는 분

야에서 유럽연합은 제안된 행 의 목 이 회원국에 의하여 충분히 달성

될 수 없고 제한된 행 의 규모나 효과로 인하여 유럽연합수 에서 그러

한 목 이 더 잘 달성되는 경우에만 그리고 그러한 한도내에서 행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유럽연합조약(TEU)은 제5조 제4항에서 비례

성의 원리를 규정하고 있는데,이에 따르면 “비례성의 원리하에 유럽연

합의 행 의 내용과 형식은 당해 조약의 목 을 달성하기 해 필요한 

것을 과하지 못한다.유럽연합의 기 은 ‘보충성  비례성의 원리의 

용에 한 의정서’에 규정된 비례성의 원리를 용해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여기서 말하는 비례성의 원리(PrincipleofProportionality)는 

우리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한계인 비례의 원칙(과잉 지의 원칙)과는 

그 의미가 다르다.

이와 같은 보충성의 원리와 비례성의 원리는 남북한간 경제통합이 

진 ․단계 으로 일어나는 경우에 있어서 참고할 만하다. 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 함을 기본으로 

하는 시장경제질서로서 자율의 원칙은 시장경제질서의 핵심 원리  하

나인데,이것은 국가와 사회의 계에서는 국가 역할의 보충성까지 포함

하는 개념이다.국가는 개인의 자율을 존 하고,개인이 자기결정권에 기

하여 경제생활 역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개입을 자제하는 한편 개인이 

자유를 실질 으로 향유할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하여야 한다.남한에서 

국가는 북한과는 달리 경제에 한 포 인 리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70)국가와 사회의 구별을 제로 국가는 시장에서의 분배과정에 

있어서는 최 한 사  합의를 존 (사  자치의 원칙)하고,재분배정책에 

의하여 시장에서의 분배기제만으로는 보호 가능성이 약한 인  상  

사회  험에 하여 보호를 행하는 것이 법치국가의 이념에 충실하

69)허 ,한국헌법론,박 사,2015.2,841면 참조

70)헌법재 소,사회보험법의 헌법 문제에 한 연구,2000.12,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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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71)자율의 원칙은 시장의 분배정책과 국가의 재분배정책의 분화를 의

미하며,국가는 시장의 1차  분배 기제가 최 한 그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면서도 조세․재정정책을 통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한 한 수

의 개입과 조정을 하게 되는 것이다.그러므로,국가가 시장에 의한 자

율  분배 기제를 무시하고 분배정책과 재분배정책을 통합하는 것은 시

장경제질서를 채택하는 곳에서는 경제 역의 자율의 원칙에 반하는 것

이다.통일 이후 경제통합과정에서도 자율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으로서 특히 북한 지역에서 시장을 창설함에 있어서 더욱 유념해야 

할 원칙이다.우리 헌법의 사회국가 원리는 일차 으로는 개인이 자신의 

생활에 한 모든 것을 책임지게 하면서 개인이 감당하지 못하는 외  

빈곤,사고  노령의 험에 비하게 하는 체제로서 사회국가안에서 

사회  국가 발 의 원동력은 개인의 노력과 창의로부터 나온다고 본

다.72)경제통합이 선행되고 그 다음 통일을 추진하는 경우 남북주민간 

실질  평등의 보장이 매우 요한 원칙이 될 것이며,북한 주민만에 

한 기본권의 제한( 컨 ,남한으로의 거주․이 의 자유 제한)이나 경제

․사회  생활에 있어서의 차별(북한 주민과 남한 주민간 상이한 최

임 수 의 용,근로3권 보장의 차이)이 합헌 으로 해석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할 것이다.필요한 경우에는 불필요한 논쟁의 소지를 없애

기 하여 통일헌법규정에 직  이와 련된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다.조약승계

경제통합이 우선하고 통일이 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통일한국이 남북

한이 기존에 체결한 경제 련 조약을 어떻게 통합하여 승계할 지 여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이 경우 진 ․단계 으로 통합이 진행되고 북한

지역의 경제  수 이 어느 정도 높아진 이후 남북한간에 합의에 의하여 

새로운 국가를 설립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뒷부분에서 논의할 합병형 통

71)헌법재 소,앞의 책(주 70),68면 참조

72)헌법재 소, 의 책,21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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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의 설명이 상당부분 용된다.이 경우에 통일독일의 조약승계방식이 

참고가 되는데,김명기 교수73)는 통일독일은 ① 서독이 체결한 ㉮ 국제

기구조약․다자조약은 효력을 존속하며,“조약경계이동의 원칙”에 따라 

통일독일 역에 용되며,㉯ 양자조약도 효력을 존속하여 “조약경제이

동의 원칙”에 따라 통일독일  역에 용되나 외를 인정하고,②

동독이 체결한 ㉮ 국제기구조약․다자조약은 효력을 상실하며 이에는 

‘백지출발의 원칙“이 용되며,㉯ 양자조약은 통일독일이 조약당사자와 

의하여 효력의 존속여부를 정하기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경제통합이 먼  이루어지고 통일이 뒤에 이루어지는 경우 남한이 

재 가입해 있는 주요 국제기구의 회원국 지   다자․양자조약을 신

생 통일 한국에서도 지속 으로 승계하기 해서는 그러한 의사를 표

하고 기존 회원국이나 조약 상 국들과 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본

다.즉, 요한 것은 통일한국의 동 조약에 한 입장과 제3국과의 상

이다.국가 통합 후 조약 경계 이동의 원칙을 용하는 것은 승계국의 

권리이지 의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통일한국의 정책  단에 따라 일

부 조약을 북한지역으로 확장 용시키지 않을 수 있지만74)이러한 통일

한국의 입장을 제3국이 수용할 지는  단계에서 단하기가 어렵다.우

리의 특수성을 반 한 논리를 개발한 후 그러한 상황이 왔을 때에는 국

제연합총회 등을 통하여 국제 사회를 잘 설득시킬 필요가 있다.남한만

이 기가입한 경제 련 국제기구의 투표권,분담 이나 쿼터를 조정하는 

경우나 북한만이 기가입한 경제 련 국제기구의 회원 지  승계 문제 검

토시에도 신 하게 근할 필요가 있다.

원칙 으로 신생국은 세계무역기구 등 국제기구로의 가입 차를 거

쳐야 하지만 앞에서 얘기했듯이 조약의 국가승계에 한 비엔나 약을 

원용하여 통일한국이 한민국의 세계무역기구 체약당사자로서의 지 를 

73)김명기,“통일 후 한 국경문제와 조 국경조약의 처리문제”,2011년 남북법제연

구보고서,법제처,2011,118-121면 참조.김명기 교수는 병합형 통일의 경우는 통일

독일의 조약승계방식을 따를 수 있으나,합병형 통일인 경우는 이에 따를 수 없다고

한다.

74)정인섭,신 국제법 강의:이론과 사례,박 사,2014.1,578면 참조



- 271 -

승계하는 방식도 가능하다.승계국으로서 통일 한국이 세계무역기구 설

립 정이 체 토에 용된다고 통고(notification)하는 경우에 지역  

범 를 한반도 체로 확 할 수 있는데,이 때에도 그 조약의 승계국 

체 토로의 용이 조약의 객체  목 과 양립할 수 없거나 조약 

용의 조건을 격히 변화시키는 것이 조약규정상 그 게 보이거나 혹은 

다른 식으로 명백한 경우는 통고에 의하여 체 토로 용할 수 없으므

로 타 회원(들)이 조약 용의 조건을 격히 변화시키는 것이 명백하므

로 통고로서 체 토에 용할 수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제 3  先통일-後경제통합時 법제도  과제

경제통합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일의 상황이 박하게 진행되

는 경우 남북한이 단일한 헌법 을 채택함으로써 통일을 먼  이루고 그 

다음으로 경제통합을 추진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이 경우 통일시 새로

운 통일국가를 형성하느냐 아니면 어느 일방은 사라지고 다른 일방만이 

남느냐에 따라 병합형과 합병형으로 세분할 수 있다.합병형은 새로운 

단일헌법 을 채택하는 형태이며,병합형은 존속하는 일방이 채택하고 

있는 단일헌법 을 그 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지만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닐 것이므로 병합형은 정치학에서 흔히 말하는 ‘흡수통일’과는 엄 히

는 차이가 있다.앞에서도 언 하 듯이 남북한의 경우 경제 으로 막

한 통일비용과 법제도의 이질성으로 인하여 흡수 방식의 통일은 바람직

하지도 않고 거의 불가능하다.동서독 한 1989년 11월 9일 베를린장벽

이 무 진 후부터 1990년 10월 3일 통일조약의 발효로 동독의 각 주들

이 독일기본법상 편입방식으로 서독과 통일되기까지 약 1년 미만의 기간

이 소요되었으며,1990년 까지 동독 자체의 입법조치로 이미 시장경제

질서로의 환과정이 개시되었고,1990년 5월 18일 국가조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1990년 6월 17일의 신탁법을 포함하여 동 조약에 따른 동독법

의 조정작업이 개시되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막 한 통일비용으로 인하여 우리의 경우 동서독이 추진한 것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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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일시 ․ 진  경제통합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유사한 상황이 왔을 

경우에는 진 으로 정치  통일은 이루지만 경제통합은 진 으로 추

진하도록 북한지역 경제를 일종의 특별행정구역으로 설정하는 소  ‘한

시  분리운 ’하는 방안75)이 제안되고 있다.이와 련하여 헌법 으로 

생각해 볼 것은 특별행정구역에서 독자  화폐를 운용할 수 있는지,특

별행정구역과 여타 지역간 거주이 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지,그리고 

우리 헌법이 그러한 범 한 자치권을 보유하는 특별행정구역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는지 등이다.

1.남북통일헌법

국제 으로 남북한은 국제연합의 회원국으로서 각자가 국제법 주체

로서 활동하고 있으므로 통일이 선행하고 경제통합이 뒤따르는 경우에도 

통일의 과정에서 남북한특수 계를 국제 으로 확고하고 일 되게 주장

하여 인정받아야 한다76).앞에서도 언 하 듯이 ‘민족자결원칙’은 국제

법상 강행규범으로서 통일 국가 형성시 체로서의 한민족이 민족자결권

을 행사할 경우에 남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통일이 될 

수 있다.아래에서는 통일이 먼  이루어지고 경제통합을 그 다음에 이

루는 경우 통일헌법상 채택할 경제질서와 진  경제통합을 한 ‘1국 

2 세구역’에 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가.경제질서로서의 시장경제질서

통일이 먼  이루어지고 경제통합을 그 다음에 이루어야 하는 경우

에도 통일 헌법상 경제질서는 우리가 재 취하고 있는 사회  시장경제

75) 홍택 편,남북한 경제통합연구:북한경제의 한시 분리 운 방안,한국개발연

구원,2012참조

76)이러한 측면에서 앞에서 언 한 한국주의 (이헌환 교수), 체로서의 한

국 (김병기 교수),한반도 체에 한 남북한 우선권 (이근 교수)의 요

성을 재차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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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가 될 것이다.하지만,동일한 사회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하더라도 

실질 인 국가-사회 계는 남북한에서 완 히 다를 수 밖에 없다.즉,

해방 이후 곧 사회  시장경제질서체제를 구축해 온 남한과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 익숙한 북한에 있어서 그 실질  내용과 용면에서

의 차이는 불가피하다.해방 이후 남한은 사회  시장경제질서를 구축하

는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이 지 하 지만 1960년  이후 민간자본이 축

되고 민간의 역량이 확 되면서 시장으로 표되는 사회부문의 역할이 

차 증 되었으므로,통일헌법상 경제질서는 행 질서와 크게 다름이 

없을 것이다.하지만 북한의 경우는 오랫동안의 사회주의  계획경제체

제에서의 경험으로 인하여 사회부문은 거의 무하다시피 하다고 할 수 

있고,이런 상황에서 북한에 하여 남한과 같은 수 의 사회  시장경

제질서를 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실 인 

안은 서로 수 이 다른 사회  시장경제질서를 남과 북 두 지역에서 일

정기간 잠정 으로 실시하는 형태이다.다시 말해 경제  측면에서는 명

칭은 동일하지만 실질 으로는 그 수 이 다른 경제 법제를 상당기간 유

지하여야 한다.북한 지역에서 기에는 시장경제질서의 구축을 한 활

동이 필요할 것이며,이러한 활동은 민간부문이 없는 북한에서는 주로 

국가가 이를 담당할 수 밖에 없다.북한지역에서 통치를 담당하는 주체

는 민간부문이 자생력을 가질 때까지는 경제개발계획에 의한 국가 주도 

경제발 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하지만 이러한 경제개발계획이 북한에

서 재 경제를 운용하는 경제계획과 동일한 것은 아님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정치  통일은 비교  단기에 이루어지더라도 사회 각 부문의 실질

인 통합에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이다.특히 경제 련 제도 통합은 단

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어렵다.우리가 추진하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나 북한이 추진하는 고려연방제통일방안에서 공통 인 부분은 남북연합 

는 2체제 2정부의 과도기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이는 통일과정

의 至難함을 보여주는 것이다.이러한 과도기의 설정은 통일비용  측면

에서 볼 때는 기실 상당히 합리 이다.민간부문이 거의 없다시피 한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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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에서 남한과 같은 수 의 사회  시장경제질서를 도입하는 것은 독일

과 같은 엄청난 복지지출 즉 통일비용을 지출  할 것이며 실제로 불가

능하기도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1국 2 세구역

경제통합이 이루어지기 에 통일이 이루어지고 우리 행 헌법의 

효력이 그 로 확장되는 소  ‘흡수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헌법은 

제117조,제118조에서 지방자치제도를 규정하고 있어 제3조와의 헌법합

치  해석에 의하여 북한 지역에서도 행 헌법,지방자치법과 일치하는 

지방자치를 실시하여야 한다.즉,1980년 헌법은 부칙 제10조에서 “이 헌

법에 의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 으

로 구성하되,그 구성시기는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지방자치의 실시 시

기를 법률에 임하 었는데, 행 헌법에 이러한 조항이 없는 이상 곧

바로 지방의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그 지 않을 경우 헌법 반 상태가 

래된다.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한 헌법정책  고민이 필요하다.

한,경제  측면에서도 소  ‘흡수통일’이 이루어진다면 남한 경제

는 이미 선진국에 거의 다다른 경제권인 반면 북한 경제는 최빈개도국 

수 에 머무르고 있다는 차이를 제 로 반 할 수 없다.즉,남북간 경제

수 의 차이라는 통일의 특수성을 외면하고 과도기없이 하나의 경제법제

가 용되도록 한다면 통일의 부담으로 인하여 행 헌법 제119조 제2항

의 국가의 개입의 목   하나인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안정’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제기되는 북한 경제의 한시  분리 운 의 실

방안에 하여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기존의 한시  분리 방안은 

주로 행정특구를 의미하며,그러한 특구에 자치입법권,자치사법권까지 

부여할 것인지 한 국제통상법 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해서는 

거의 논의하고 있지 않다.북한 경제의 한시  분리를 하여는 그러한 

분리를 가능하게 하는 법제의 한시  분리가 불가피하다.첫째,재화․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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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장의 한시  분리를 한 법제의 분리이다.재화․용역시장의 한시

 분리를 해서는 기술표 이나 지식재산권 련 법제, 탄소 녹색성

장 련 법제,타국과의 무역을 한 세법제77)등에 있어 일정기간 자

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둘째,인력시장의 한시  분리를 한 법제이

다.인력시장의 한시  분리를 해서는 헌법상 거주․이 의 자유의 본

질  내용에 한 제한이 필요하고 이를 해서는 헌법상 련 조항을 

두어야 헌 시비가 어느정도 해소될 수 있다.78)셋째,자본시장의 한시

 분리를 한 법제이다.자본시장의 한시  분리가 가능하기 해서는 

우선 한시 으로 독자  화폐를 통용시킬 필요성이 있으며,은행법제,증

권․채권시장 련 법제,이와 련된 감독체제 등에 있어 자율성이 확

보되어야 한다.이러한 사항은 우리 행 헌법에서도 헌법사항은 아니므

로 이를 명시 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통일 이후 북한 지역내 법

실의 변화에 맞는 신축성있는 법제의 운용을 해서 북한 지역내 설치

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련한 특별조항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종합 으로 표 하면 국제통상법 으로는 ‘1국 2 세구역’을 의

미한다.표면 으로 이는 국-홍콩의 ‘1국 양제’와 유사한 형태처럼 보

이지만 가장 근본 인 차이 은 국-홍콩의 경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라는 서로 다른 제도79)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1국 2 세구역’에서는 

사회주의 제도와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므로 ‘1국 1제 2 세구역’이 

좀 더 정확한 표 이다.우리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는 고유사

무처리권(주민복리에 한 사무처리권),재산 리권,자치입법권(조례와 

규칙)을 규정하고 있는데,그 권한의 범 가 매우 좁아 일률 이고 통일

77)남북간 교역이 아닌 타 국가와의 수출입을 규율하는 세법제를 의미한다.

78)물론 휴 선의 잠정 통제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헌법을 개정하더라도 이러한

해결책이 비 실 이며,헌법 으로 효과가 없다는 견해가 있음을 유념하여야 한다.

김승 ,통일헌법이론,법문사,1996,302면 주21참조

79) 국이 채택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도 시장경제질서의 한 유형이라 주장

하는 경우에는 국-홍콩이 동일한 경제질서를 채택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경

제내에 여 히 국유기업이 상당한 비 을 차지하고 있는 ,호구제 등으로 국내

거주․이 의 자유가 상당히 제한되고 있는 ,토지의 사유를 인정하지 않는 등

을 감안할 때 동일한 경제질서를 채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276 -

인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으며,이러한 좁은 범 의 지방자

치로는 북한 경제의 한시  분리 운 을 한 별도 화폐 통용,노동시장

의 분리,별도 연 제도 용이나 보건의료체계의 운 을 한 법제도의 

운용은 불가능하다. 한,세계무역기구,경제개발 력기구, 탄소녹색성

장을 한 국제  논의 구조하에서 별도의 주체로 인정받기 해서는 북

한 지역을 별도의 세구역으로 설정하여 세계무역기구 정상 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다만,1국 2 세구역이 된다면 남한이 기

가입한 세계무역기구 정이나 기체결한 자유무역 정이 북한 지역에 당

연히 확 용되지는 않을 것이므로 세계무역기구 회원국들이나 자유무

역 정의 당사국들과 별도의 가입 의를 실시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통상 연방국가가 아닌 단일국가로 분류되는 국에서의 지방분권은 

국이 불문법국가이며 그들의 지방자치는 정치와 행정이 그 지방주민의 

의사에 따라 행해지는 주민차지로서의 성격을 띤다는 에서 우리와 차

이는 있지만 남북한간 경제통합을 한 바람직한 지방분권의 하나의 사

례로서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 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국제자유

도시 조성을 한 특별법이 모델로 삼은 포르투갈 아조 스  마데이라

지역과 련한 포르투갈 헌법조항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80)그 외에도 

이탈리아 헌법에서 시칠리아(Sicilia),사르데냐(Sardegna)등의 지역에 자

치특례를 인정하는 사례나 핀란드 헌법에서 올란드 군도에 해 폭넓은 

자치권을 허용하는 특례도 있다.81) 의 사례 에서도 국82)은 크게 

잉 랜드,웨일즈,스코틀랜드,북아일랜드 지역으로 나뉘어 있고,스코틀

랜드와 북아일랜드 지역에 해서는 독자 인 입법․행정권을 비롯한 

범 한 자치권이 부여되어 있어 우리의 경우에 시사하는 이 많다.

80)아조 스 마데이라지역과 련한 포르투갈 헌법조항은 박 욱,쟁 으로 보

는 제주특별자치도법,한국학술정보,2011,108-110면을 참조

81)권 호,“제주특별자치도 헌법 지 -어떻게 부여받을 것인가?”,제주특별자치

도의회 의원연구모임 법․제도개선연구모임,법․제도개선연구모임 활동백서,2010,

126면 참조

82) 국은 불문헌법국가로서 동일한 경제질서를 채택하고 있는 스코틀랜드,북아일

랜드 등의 지방에 별도 은행권의 통용을 용인하고 상당한 수 의 자율권을 부여하

고 있다.이러한 국의 지방자치를 권한 이양(devolution)방식이라고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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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통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사회․경제  혼란을 극복하고 

장기간의 분단으로 형성된 이질성을 완화하기 한 완충  장치로서 연

방제 도입이 주장되고 있다.83)그러나,연방제 도입의 실성에 하여 

언 하며 연방제 도입을 반 하는 입장에서 주장되는 논거들(사실상 남

한 주도 통일이므로 그러한 논의가 오히려 통일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우려,민족  단일성과 토의 소성으로 동 제도가 맞지 않음,연방제

의 통이 없는 상황)84)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2.경제 련 조약승계

국가들이 통합하는 경우는 ‘합병’과 ‘병합’의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남북한의 경우도 새로운 통일국가를 형성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어느 일방이 병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합병형 통일인 경우 

통일한국이 남북한이 기존에 체결한 경제 련 조약을 어떻게 통합하여 

승계할 지 여부가 요한 논 이 될 것이며,병합형 통일인 경우에도 

외개방경제를 취하여 온 남한이 기존에 국제무역과 경제 력을 규율하는 

틀로서 체결한 세계무역기구 정과 자유무역지역 정 등의 무역 정 등

을 북한지역에도 그 로 확장 용할 지 여부  통일 이후 북한이 그동

안 가입하거나 체결하 던 경제 련 조약을 승계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주요 논 이다.85) 한 경제 력개발기구,국제통화기 ,세계은행 등 남

한만이 가입되어 있는 경제 련 국제기구,북한만이 가입되어 있는 77

그룹 등 국제기구의 회원국 지 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함께 논의하

고자 한다.86)

83)최양근,한반도 통일연방국가 연구,도서출 선인,2014,35면 참조

84)권 호,앞의 논문(주 81),133면 참조

85)북한이 체결한 토조약에 한 조약 승계와 련하여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

하지만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다.자세한 사항은 정인섭,앞의 책(주 74),578-579면;

한명섭,“남북통일과 북한의 외채무 승계에 한 고찰”,경희법학 제47권 제4호,

경희 학교 법학연구소,2012.12,161-198면 참조

86)직 으로 국제기구 회원국 지 의 승계를 다루는 조약은 없으며,조약승계에

한 비엔나 약은 제4조에 의거하여 회원자격의 취득에 한 규정이 있는 국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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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기존 이론

국제법 학계에서 국가승계와 련하여서는 민법상의 상속의 을 

그 로 국가간 계에도 용한 계속성 이론(보편  승계이론,일반 계

속성 이론,유기  체 이론)이 19세기까지의 지배  이론이었으며,그 

반 편 극단에 승계는 승계국의 자발  의사에 따른다는 비계속성 이론

(고  백지 임의 원칙,사회주의 백지 임의 원칙)이 있다.하지만 두 

가지 이론 모두 실제 국가,국제기구의 행과는 일치하지 않은 상황이

다.87)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등장한 계속주의(백지 임의 원칙

에 기 하되 외 으로 선행국이 체결한 국제강행규범 련 조약,국경

조약 등 특정조약은 승계),조약경계이동의 원칙(새로 취득한 토에 승

계국의 조약을 확장․ 용),양립성의 원칙(승계 이후 법질서와 양립하는 

조약만 승계) 한 일반 으로 받아들여지는 기 을 제시하지 못한다.

그러므로,국가 승계에 있어서는 국제 습법이 불명확하고 국제법 

원칙이 아직 모호하여 결국 개별 국가의 주장과 이에 한 제3국의 태도

가 요한 결정요인이라고 한다.88)통상 으로 조약승계의 방식은 선행

국과 승계국 간의 승계 정 체결에 의한 방식과 승계국의 일방 인 선언

에 의한 방식으로 구분된다.국제 기구의 회원국 지  승계는 국제기구 

헌장의 해석에 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회원국의 지  승계를 명시

으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분의 국제기구 설립헌장은 회원국 

지 의 승계를 배제하고 있다.89)

나.조약의 국가승계에 한 비엔나 약

구의 설립에 한 조약에는 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원칙 으로 국제기구 회

원국 지 는 동 기구의 설립을 한 기본조약의 가입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그러한

범 에서는 조약의 승계 문제와 논의가 첩되는 측면이 있다.

87)국가승계에 한 이론의 상세 내용에 해서는 이순천,조약의 국가승계,열린책

들,2012,34-43면 참조

88)정인섭,앞의 책(주 74),550면 참조

89)이순천, 의 책,130면 참조



- 279 -

조약 등의 국가승계에 해서는 1978년 8월 23일 채택된 “조약의 국

가승계에 한 비엔나 약(ViennaConventiononSuccessionofStates

inRespectofTreaties)”과 1983년 4월 8일 채택된 “국가재산․국가문서 

 국가부채의 국가승계에 한 비엔나 약(Vienna Convention on

Succession ofStates in RespectofState Property,Archives and

Debts)”이 있는데 둘  자만 발효되었고 우리나라는 두 약에 모두 

서명하지 않아 미가입 상태이다.

조약의 국가승계에 한 비엔나 약은 아직 일반 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로서 국제 습법  지 를 획득한 것은 아니고 남한이 가입하지 않

은 상태이므로 남북한 통일시 이에 구속될 필요는 없다.다만,동 약은 

계속 진화하고 있는 국가승계에 한 국제법 원칙의 하나의 심  치

를 차지할 수 있다는 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조약의 국가승계에 한 비엔나 약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승계 당

시 별도의 국제법 법인격을 가지고 있던 2개 는 2개 이상의 기존 국가

가 결합해 1개의 새로운 국가를 형성하는 경우 승계 당시 그  어느 국

가에 하여든 유효한 조약은 승계국에 하여도 계속 유효한데, 외로

는 i)조약의 모든 당사국이 다르게 합의하는 경우,ii)그 조약의 신국가

로의 용이 조약의 객체  목 과 양립할 수 없거나 조약 용의 조건

을 격히 변화시키는 것이 조약규정상 그 게 보이거나 혹은 다른 식으

로 명백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한,동 약 제31조 제2항은 국가의 결합시 승계되어 유효한 조약

의 지역  범 를 설정하여 그러한 조약이 승계국에 유효하더라도 승계 

이 에 용되었던 승계국의 일부 토에 해서만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

고, 외로서 i)가입에 모든 당사국의 동의가 필요한 제17조 제3항의 다

자조약을 제외한 다자조약의 경우 승계국이 당해 조약이 체 토에 

용된다고 통고(notification)하는 경우,다만,그 조약의 승계국 체 토

로의 용이 조약의 객체  목 과 양립할 수 없거나 조약 용의 조건

을 격히 변화시키는 것이 조약규정상 그 게 보이거나 혹은 다른 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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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명백한 경우는 통고에 의하여 체 토로 용할 수 없다.ii)가입에 

모든 당사국의 동의가 필요한 제17조 제3항의 다자조약의 경우 승계국과 

타방 당사국들이 다르게 합의하는 경우 iii)양자조약의 경우에 승계국과 

타방 당사국들이 다르게 합의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비엔나 약 제4조에 따르면 약 제31조는 국제기구 설립조약이나 

국제기구내에서 채택된 조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그러한 조약들에

도 동일하게 용된다.학자들은 비엔나 약 제31조는 합병의 경우에만 

주로 용된다는 견해와 동 약 제31조가 두 가지 경우에 모두 용되

는 것으로 보는 견해로 나뉘어 있지만90)유엔국제법 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ILC)는 비엔나 약 제31조가 합병,병합 두 가지 경우

에 모두 용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91)

한,남북한이 국가연합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단일국가 혹은 

연방국가를 형성하는 경우 남북한 통일시 연방국가로 통일하느냐 단일국

가로 통일하느냐의 구분은 행 국제법상 국가승계 문제에 있어서는 아

무런 차이가 없으며,이를 구분할 실익이 없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92)유

엔국제법 원회(InternationalLaw Commission;ILC)도 같은 입장이어서 

1978년 비엔나 약 제31조는 국가가 결합 후 단일국가 는 연방국가 등 

어떤 형태의 정부체제를 가지든 이는 그 국가의 내부 헌법상 조직 문제

90)김 순,국제법론,삼 사,2013,1044-1045면 참조

91)"Article14andthepresentarticlehavebeendraftedsoastomakeitclear

that,whereoneStateisincorporatedintoanotherStateandthereuponceasesto

exist,th casefallsnotwithin article14butwithin thepresentarticle.The

Commission considered thatthiswasmorein accord with theprinciplesof

moderninternationallaw andthat,whereaStatevoluntarily unitedwithan

existingStatewhichcontinuedtopossessitsinternationalpersonality,itwas

bettertoprovideforthedejurecontinuityoftreatiesthantoapplythemoving

treaty-frontierrule."United Nations,DocumentA/9610/Rev.1,Reportofthe

InternationalLawCommissionontheworkofitstwenty-sixthsession,6May-

26July1974,OfficialRecordsoftheGeneralAssembly,Twenty-ninthsession,

SupplementNo.10,YearbookoftheInternationalLaw Commission,1974,vol.II,

partone,at259

92)이순천,앞의 책(주 87),27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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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조약의 국가승계에서는 이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한다.93)94)

다.소결

1)병합형 통일의 경우

병합형 통일이 이루어진 경우 남한이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WTO,

OECD,IBRD,IMF 등 주요 국제기구상 권리․의무나 다자조약상 권

리․의무를 그 로 북한 지역에 용할 지 여부,FTA 등의 양자간 무역

정을 그 로 북한지역에 확장 용할 지 여부를 살펴보고,북한이 그

동안 가입하거나 체결하 던 북한․ 국 투자 진  보호에 한 정

(2005.3.22)95)등의 경제 련 조약을 승계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헌법 개정없이 병합형 통일이 이루어지면 남한의 행 헌법이 그

로 용될 것이므로 WTO,OECD,IBRD,IMF등 주요 국제기구상 회원

국 지 는 특별한 변동이 없으며,다만 독일과 같이 동 국제기구에 통일

이 되었다는 사실과 이후 ‘Korea'라는 명칭으로 활동하게 될 것임을 통

보하는 차를 밟게 될 것이다.물론 OECD 약(Convention on the

OrganisationforEconomicCo-operationand Development)제17조와 

같이 1년  통보로 약의 용을 지시키거나 가입탈퇴하는 차가 

각 국제기구설립 정마다 규정되어 있긴 하지만 통일과정에서 각종 국제

93)"ThesuccessionofStatesenvisagedinthepresentarticlesdoesnottake

intoaccounttheparticularform oftheinternalconstitutionalorganizationadopted

bythesuccessorState.TheunitingmayleadtoawhollyunitaryState,toa

federationortoanyotherform ofconstitutionalarrangement."UnitedNations,

op.cit.(footnote92),p.253para.2

94)LouisHenkinetal.,InternationalLaw,Cases& Materials,4thed.,2001,

p.581

95)양 지역내 투자 진 보호를 하여 북한과 국이 체결한 정문 문은

http://www.globalwindow.org/gw/krpinfo/GWKIEC020M.html?BBS_ID=15&MENU_

CD=M10402&UPPER_MENU_CD=M10401&MENU_STEP=2&ARTICLE_ID=3710&

ARTICLE_SE=20343(2016.1.23일 검색)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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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의 지원이 실한 통일 한국이 그러한 조항을 원용하여 탈퇴를 추진

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한,다자조약의 경우에도 비엔나 약상으로는 동 조약이 남한지역

에만 효력이 있으므로 의나 통고(notification)를 거쳐 기존 조약을 북

한지역에 확장․작용할 수 있다.다만,가입에 모든 당사국의 동의가 필

요하지 않은 조약의 경우 그 조약의 승계국 체 토로의 용이 조약의 

객체  목 과 양립할 수 없거나 조약 용의 조건을 격히 변화시키

는 것이 조약규정상 그 게 보이거나 혹은 다른 식으로 명백한 경우는 

통고에 의하여 체 토로 용할 수 없으며,가입에 모든 당사국의 동

의가 필요한 조약의 경우는 타방 당사국들과 북한지역으로의 확장․ 용

을 합의하여야 한다.비엔나 약을 따르지 않고 독일과 같이 분단국가의 

통일이므로 ‘한민국’이 할권을 회복했음을 통보하고 개별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당사국과 의하는 방식도 가능한 형태이다.

다자조약  OECD 약을 로 들면 조약의 국가승계에 한 비엔

나 약 제31조 제2항(b)를 유추 용하면 동 약을 북한지역에도 확장

용하려면 타 회원국들과 의가 필요96)한데,법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우리의 의무 용범 를 명확히 하며,북한 개발에서 OECD 회원국으로

부터 도움을 얻기 하여서도 OECD 타 회원국과 의할 필요가 있다.

동 의시에는 향후 북한 지역 경제 자유화의 구체  일정과 이의 이행 

약속을 요청받을 가능성이 높다. 한, 표 인 경제분야 정인 WTO

설립 정(AgreementEstablishingtheWorldTradeOrganization)제12

96)OECD가입은 만장일치를 요하므로( 약 제16조)조약의 국가승계에 한 비엔

나 약 제31조 제2항(b)에 해당하여 통일한국이 타방 당사국들과 다르게 합의하지

않는 경우 남한이라는 지역 범 에 국한하여 효력이 있다.조약승계에 한 약

제31조 제1항(b)의 용가능성,즉 통일로 인하여 OECD 약의 통일한국으로의

용이 조약의 객체 목 과 양립할 수 없거나 약 용의 조건을 격히 변화시

키는 것이 약규정상 그 게 보이거나 혹은 다른식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할 가

능성을 검토해 보면 북한 지역이 포함되어 약 용의 조건을 격히 변화시키는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통일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폭 감소하고 북한 지역

까지 국제규범의 구속을 받을 경우 약 용의 조건을 격히 변화시키는 것이라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독일의 선례를 감안하고 통일 과정에서 OECD국가의 도움을

지속 으로 받아야 한다는 을 감안할 때 우리측 교섭 입장이 강하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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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제1항을 보면 외통상 계에서 완 한 자치권을 보유한 세 역이 

가입할 수 있으며97) 이 경우 가입 여부는 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에서 2/3다수결로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98)99).이러한 

WTO 정문을 종합 으로 살펴보면 통일 이후 경제통합을 추진할 경우 

북한 지역을 별도 세 역으로 설정할지 여부는 통일한국에게 선택권이 

있다고 할 것이며,만약 북한 지역을 별도 세 역으로 설정한다면  

조항을 원용하여 WTO회원국과 가입 조건을 의하여야 할 것이다.

양자조약의 경우에도 북한 지역으로 조약의 용범 를 확 하려면 

상 국과 의할 필요가 있다.한국과 미국간 자유무역 정을 보면 제1.4

조 주2에서 한반도의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연인은 

이 정상의 혜택에 한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속서 22-나에서는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원회에 하여 규정하고 있

다. 한 제1.4조에서 ‘역’을 ‘한민국에 하여는, 한민국이 주권을 

행사하는 육지․해양  상공,그리고 한민국이 국제법과 그 국내법에 

따라 주권  권리 는 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해의 외측한계에 인

97)AnyStateorseparatecustomsterritorypossessing fullautonomyinthe

conductofitsexternalcommercialrelationsandoftheothermattersprovided

forinthisAgreementandtheMultilateralTradeAgreementsmayaccedetothis

Agreement,ontermstobeagreedbetweenitandtheWTO. Suchaccession

shallapplytothisAgreementandtheMultilateralTradeAgreementsannexed

thereto.

98)DecisionsonaccessionshallbetakenbytheMinisterialConference. The

MinisterialConferenceshallapprovetheagreementonthetermsofaccessionby

atwo-thirdsmajorityoftheMembersoftheWTO.

99)WTO 정은 조약의 국가승계에 한 비엔나 약 제31조 제2항(a)상의 ’가입에

모든 당사국의 동의가 필요한 제17조 제3항의 다자조약‘이 아니므로 비엔나 약에

따르면 통일한국에서 WTO 정을 북한 지역에 해서도 용한다고 통보하지 않는

한 남한이 체결한 WTO 정이 지역 으로 북한에 확장․ 용되지 않을 것이다.반

로 WTO 정을 북한 지역에 해서도 확장․ 용하려면 통일한국이 통고하여야

하는데,그러한 통고가 이루어지더라도 동 정 동조 제3항에 의거하여 “그 조약의

승계국 체 토로의 용이 조약의 객체 목 과 양립할 수 없거나 조약 용의

조건을 격히 변화시키는 것이 조약규정상 그 게 보이거나 혹은 다른 식으로 명

백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은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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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그 한계 밖에 있는 해   하부토양을 포함한 해양지역’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북한지역을 한민국의 역에 포함시켰다고 보기 어렵

다.한-미 자유무역 정은 양자간 정이므로 조약의 국가승계에 한 

비엔나 정 제31조 제2항(c)에 의거하여 통일한국과 미국간에 다르게 합

의할 경우 북한지역에까지 정의 용범 를 확장할 수 있다. 는 분

단국의 통일이므로 남한의 할권의 회복으로 보아 일방  선언의 형태

로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나,상 국이 반 하는 경우에는 여 히 의

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북한이 가입한 다자간 국제기구의 지 는 병합통일에 따라 원칙 으

로 소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100) 재까지 북한만이 

가입한 국제기구는 77그룹,국제철도 력기구(OSJD,Organization for

CooperationbetweenRailways)이 있는데,양자의 경우 상이한 취 이 

필요하다.77그룹의 경우 통일한국이 OECD와 77그룹에 동시에 가입되

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원칙 으로 소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지

만,국제철도 력기구의 경우는 북한의 지 를 승계할 필요가 있다.물론 

별도의 세구역으로 설정하는 경우는 둘 다 승계할 수도 있다.북한․

국간 투자 진  보호에 한 정 등 북한이 기체결한 양자간 경제 

련 조약도 원칙 으로 소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독일의 경우처

럼 체결 당사국들과 논의를 거쳐 그 효력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

며,이 경우 한- 간 투자보장 정처럼 동일한 내용을 남한과도 체결한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남한이 체결한 정으로 체할 가능성이 높다.

앞에서 남북한 통일시 국가 형태가 연방국가인지 여부는 헌법 내부

 문제이므로 행 국제법상 국가승계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며,이를 구분할 실익이 없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고 언 하 다.하

지만,경제 련 국제기구의 지 를 승계하거나 경제 련 조약 승계에 

있어서는 남북한 통일시 헌법 개정을 거쳐 통일 헌법에 단일한 시장경제

체제하에 경제  역에서 고도의 자치권을 보유하는 연방국가를 규정하

거나 특별행정구역을 설치하는 근거조항을 두고 북한 지역을 그러한 지

100)정인섭,“조약과 국가승계”,경희법학 제34권 제2호,1999,230-23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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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으로 분리하여 리하는 경우 경제  부담이 차이가 날 수 있다.즉,

시장경제체제로 병합 통일한 이후에도 북한 지역이 고도의 경제  자율

권을 보유토록 하여 별도의 국제경제법  주체의 지 를 인정받을 수 있

다면 앞에서 언 하 던 각종 부담은 지 까지와 같이 남한 지역으로 한

정하여 부담하고,북한 지역은 국제경제체제하에서 개도국에 주어지는 

각종 혜택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다만 이 경우 반드시 헌법상 근거 

규정이 필요하며,정치,외교,군사측면에서는 하나의 통일된 앙정부가 

있음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2)합병형 통일의 경우

합병형 통일의 경우에 통일한국이 남북한이 기존에 체결한 경제 련 

조약을 어떻게 통합하여 승계할 지 여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합병형 

통일의 경우 새로운 국가가 설립된 것이므로 남한이 기존에 가입되어 있

는 WTO,OECD,IBRD,IMF등 주요 국제기구의 회원국 지   다자

조약을 신생 통일 한국에서도 지속 으로 승계하기 해서는 그러한 의

사를 표 하고 기존 회원국들과 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본다.남북

한이 기체결한 양자조약의 경우에도 조약 상 국과 의 차를 거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경제 련 국제기구의 경우 세계무역기구의 를 들어 설명하면 합병

을 통하여 성립한 국가는 원칙 으로 신생국으로서 가입 차를 거쳐야 

할 것이지만 조약의 국가승계에 한 비엔나 약을 원용하여 통일한국이 

한민국의 세계무역기구 체약당사자로서의 지 를 승계하는 방식도 가

능할 것이다.즉,조약의 국가승계에 한 비엔나 약 제31조 제1항에 의

하여 합병형 통일의 경우에도 일부 외 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계 당

시 그  어느 국가에 하여든 유효한 조약이 승계국에 하여도 계속 

유효하며,동조 제2항에 의하여 일부 외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조약이 

승계국에 유효하더라도 승계 이 에 용되었던 승계국의 일부 토에 

해서만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민국의 세계무역기구 체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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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로서의 지 는 원칙 으로 통일한국에 승계되고,그 지역  범

는 남한 지역에 한정된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다만,세계무역기구설

립 정과 같이 가입에 모든 당사국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다자조약의 

경우는 승계국이 당해 조약이 체 토에 용된다고 통고(notification)

하는 경우에 지역  범 를 체로 확 할 수 있는데,이 때에도 그 조

약의 승계국 체 토로의 용이 조약의 객체  목 과 양립할 수 없

거나 조약 용의 조건을 격히 변화시키는 것이 조약규정상 그 게 보

이거나 혹은 다른 식으로 명백한 경우는 통고에 의하여 체 토로 용

할 수 없으므로 통일한국이 체 토에 세계무역기구설립 정을 용하

겠다고 통고하더라도 타 회원국(들)이 조약 용의 조건을 격히 변화

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통고로서 체 토에 용할 수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만약 통일한국에서 북한지역을 경제 으로 고도의 자치권을 가지는 

형태로 결정하는 경우 헌법 제정시 이를 반 하여야 하며,그 특수성을 

국제기구,다자조약의 타 회원국이나 양자조약의 상 국에 설득하여 인

정받아야 한다.이 경우 일정 조항에 한 유보, 용면제를 받거나,북

한 지역이 별도 체약당사자로 활동하는 방안을 상정해 볼 수 있다.외국

인투자 련 제도 한 그 로 북한지역에 확장 용할 지 여부를 살펴

보고,북한이 그동안 가입하거나 체결하 던 북한․ 국 투자 진  

보호에 한 정(2005.3.22)등의 경제 련 조약을 승계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3.경제분야 법제통합

‘先헌법통합형 통일’에서 남북한이 단일헌법 을 채택하더라도 경제

분야 법제통합은 진 으로 추진하여야 하며,각 분야별로는 재화의 자

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법제를 우선 통합하고,용역이나 자본의 자유로

운 이동을 보장하는 법제를 그 다음에 통합하며,인력의 자유로운 이동

을 보장하는 법제는 맨마지막에 통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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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재화시장의 통합

‘先통일-後경제통합’에 있어서 남북간 재화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

하게 하는 법제는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하고 직업의 자유(즉, 업의 자

유)를 보장하는 조항을 포함한 통일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 재의 

략물자수출통제제도는 더 이상 시행할 필요가 없을 것이지만 농축수산물

의 경우에는 유럽연합의 경우처럼 비회원국이 회원국시장에 농산물을 수

출할 경우 용되는 ‘가변수입부과 ’제도와 같은 완충장치를 한시 으

로 도입하는 주장이 제기될 수도 있다.그 지만 서독의 경우도 동독의 

농산물에 하여 그러한 부과 제도를 용하지 않았고 남북간 재화시장

의 통합에 있어 농축수산물 교역만을 별도로 제한한다면 북한 지역의 농

어민에게 시장 확 효과가 그리 크지 않고 시장통합에 의한 구조조정을 

해할 것이므로 가  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통일 당시에 북한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상태라면 상 없지만 그

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 북한 지역을 세계무역기구설립 정 제12조 제1

항101)에 따른 별도의 세구역(separatecustomsterritory)으로 설정하여

야 한다. 만의 사례를 참고하면 만은 2002년 1월 1일부터 문 정식 

명칭으로는 “the Separate Customs Territory of Taiwan,Penghu,

KinmenandMatsu”,약칭으로는 “ChineseTaipei”를 사용하여 별도 

세구역으로서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 다.102)그런 다음 국-홍콩간 포

경제동반자 정 는 국- 만간 경제 력기본 정 등과 유사한 형

태의 남북간 경제 력 정 내지 자유무역 정의 체결로 타회원국이 제기

할 수도 있는 최혜국 우 반문제를 해소할 수도 있다.

101)AnyStateorseparatecustomsterritorypossessingfullautonomyinthe

conductofitsexternalcommercialrelationsandoftheothermattersprovided

forinthisAgreementandtheMultilateralTradeAgreementsmayaccedetothis

Agreement,ontermstobeagreedbetweenitandtheWTO.Suchaccession

shallapplytothisAgreementandtheMultilateralTradeAgreementsannexed

thereto.

102)WTO,WT/L/433,23Nov.200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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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용역시장의 통합

용역은 4가지 공  방식(국경간 공 ,해외소비,법인설립을 통한 공

,자연인의 이동에 의한 공 )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용역시장의 통

합은 그러한 4가지 공 방식이 자유롭게 이루어짐을 의미한다.이 에

서 법인설립을 통한 공 은 자본시장의 통합과 첩되며,자연인의 이동

에 의한 공 은 인력시장의 통합과 련되어 있다.

남북간 용역시장 통합시 가장 요한 고려사항으로는 평등원

칙103)104)의 보장일 것이다.평등의 원칙에서 말하는 ‘법 앞의 평등’이란 

행정․사법뿐만 아니라 입법자까지도 구속하는 법내용의 평등(입법자구

속)105)을 의미하는데,남북한 경제통합은 기본 으로는 정부정책집행과 

입법의 형태로 실 될 수 밖에 없으므로 경제통합,특히 용역시장의 통

합에 있어서도 남한 주민과 북한 주민의 실질  평등의 보장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106)

평등의 원칙은 그 상을 기 으로 남북한 주민간 평등,북한 주민

103)평등권 헌법상 평등원리에 해서는 성낙인,앞의 책(주 99),1001-1027면

참조.평등원칙은 ‘기본권보장에 한 헌법의 최고원리’,‘기본권 의 기본권’으로서

우리 헌법에서는 제11조에 평등권에 한 기본 인 규정을 두고 있고,개별 평등

원리의 규범화를 하여 헌법 제31조에서 교육의 기회균등,제32조에서 여성근로자

의 차별 지,제36조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의 양성평등,제119조 제2항에서

는 경제의 민주화를 규정하고 있다.

104)헌재 1990.6.25.89헌가98등,헌재 2014.2.27.2012헌바469,헌재 2012.4.24.2010

헌가87,헌재 1990.6.25.89헌가98등,헌재 2006.7.27.2005헌마19,헌재2009.4.30.2007

헌바73등,헌재 1992.4.28.90헌바24참조

105)헌재 1992.4.28.90헌바24특정범죄가 처벌등에 한법률 제5조의3제2항 제1호

에 한 헌법소원 참조

106)다만,주지하다시피 평등의 원리는 사법 계에는 직 으로 용되지 않고 사

법상 권리남용 지의 법리나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통하여 간 으로 용된다.

즉,정가제가 없는 소비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일방 소비자가 타방 소비자보다

히 높은 가격으로 구매한 경우 상품 매자를 상 로 (민법 제104조,제750조를 이유

로 한 소송은 별론으로 하고)헌법상 평등 원칙 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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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평등,북한 지역내 세 간 평등으로 나 어 볼 수 있다.남북한 주민

간 평등107)은 경제 통합을 한 부담을 균등하게 나 는 방안,남북한간 

소득 격차를 이는 방안 등과 련이 있다.유의할 은 남북한 주민간 

평등이 기계  평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차별의 합리  이유가 있

거나 목 의 정당성이 있는 경우는 그러한 차별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

다.우리 헌재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한 특

별법 제202조 헌소원에서 다른 지역의 감귤 생산ㆍ유통업자들과 달리 

제주지역의 감귤생산ㆍ유통업자들이 동 법률조항에 의하여 감귤의 출하

107)평등의 원칙과 련하여 미국에서 발 된 이론으로서 극 평등실 조치(잠

정 우 조치)가 남북한 통일 이후 북한주민에게 부여될 필요가 있는지도 요한

문제이다. 극 평등실 조치( 는 잠정 우 조치,affirmativeaction)란 종래

사회로부터 차별을 받아 온 일정집단에 해 그 동안의 불이익을 보상하여 주기

하여 그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취업이나 입학 등의 역에서 직․간 으로

이익을 부여하는 조치를 말한다.잠정 우 조치의 특징으로는 이러한 정책이 개인

의 자격이나 실 보다는 집단의 일원이라는 것을 근거로 하여 혜택을 다는 ,기

회의 평등보다는 결과의 평등을 추구한다는 ,항구 정책이 아니라 구제목 이

실 되면 종료하는 임시 조치라는 등을 들 수 있다.헌재 1999.12.23.98헌마

363에서는 채용목표제를 잠정 우 조치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김문 ,사례연구

헌법,법원사,2005,232,242면;김 환,“ 극 평등실 조치에 한 연구”, 남

법학박사학 논문,1991.2참조.

를 들어 남북통일 이후 북한지역내 공무원채용시 일정비율의 북한주민채용목표제

를 채택한다고 할 때 그러한 정책이 과거 남한이 실시했던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와

같이 잠정 우 조치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슈이다. 재 남한의 국가공

무원법(제26조)과 지방공무원법(제25조)에서는 장애인․이공계 공자 소득층

등에 하여 통령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승진․ 보 등 인사상의 우

와 실질 양성평등을 구 하기 한 극 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북한주민이 분단의 기간동안 남한주민에 비하여 차별을 받아 온 일정집단이

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차별을 받았다면 어떠한 차별이 존재하는 것인지 여부,그

러한 조치가 잠정 인 것인지 여부 등이다.특히 핵심 인 부분은 남한 주민과 비교

하여 어떠한 차별이 존재하는 지가 될 것이다.북한 주민들의 다수는 본인의 의사

와 무 하게 사회주의 체제에 소속됨으로써 상당기간 경제 자유를 박탈당하고 재

산권 형성의 기회도 부여받지 못하 다.소속 체제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차

이를 차별로 인정할 지 여부는 재로서는 단하기가 어렵다.하지만 재 북한주

민의 다수가 남한 기 으로 보았을 때 최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수입으로 생활

하고 있는 상태를 개선해 나가는 방안은 극 평등실 조치의 유무와 계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통일한국의 주요 책무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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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나 품질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바,이러한 차별 취 에 합리 인 

근거가 있는지에 한 단에서 “이러한 제주 감귤산업의 특성을 감안하

여 감귤에 한 품질검사를 통해 고품질의 감귤을 생산하여 제값을 받도

록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모두 만족시키고,지역경제와 감귤산업

을 보호ㆍ육성하기 하여 특별히 마련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합리 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제주지역의 감귤생산ㆍ 유통업자를 다른 지

역의 감귤생산ㆍ유통업자에 비해 자의 으로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배

된다고 할 수 없다”고 시하 다.108)

북한 주민내 평등의 원칙은 경제 통합을 한 부담과 경제 통합을 

통한 혜택을 북한 주민간에 균등하게 나  것을 요구한다.이는 북한 지

역에 사유재산권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특히 유의하여야 할 부분이다.북

한 지역내 세 간 평등은 북한 지역내 경제발 ,사회보장,기타 정부 정

책 추진을 한 재원 조달방안과 련이 있다.즉,일반 으로 조세는  

세 의 부담이고,국채는 미래 세 의 부담으로 귀착되므로 의 정책들

을 추진함에 있어 재원조달방식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세 간 부

담의 문제가 발생한다.

용역시장의 통합에 있어서 특히 남북한간 상이한 국가자격 요건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이와 련하여 의료법 제79조의 ‘한지(限地)의료

인’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즉,우리 의료법은 동 법이 시행되기 

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은 한지 의사,한지 치과의사  한지 한의사

는 허가받은 지역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의료인으로 본다는 간

주규정을 두고 있는데,북한 지역에서 기존에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 면허를 받은 경우 동 지역에서 동인들이 의료업무에 종사할 경우 의

료인으로 간주함으로써 문 직업인이 북한 지역내 거주할 유인을 제공

하고 상이한 자격요건으로 인하여 남한에서 곧바로 동 자격을 인정하기 

어려운 난 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인력시장의 통합

108)헌재 2011.10.25.2010헌바126(합헌)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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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거주이 의 자유 보장

남북한 경제통합시 경제를 한시 으로 분리하자는 논의는 헌법 으

로는 통일헌법에서 거주․이 의 자유109)에 한 제한이 가능한가 하는 

논의에 다름 아니다.물론 거주․이 의 자유는  기본권은 아니므

로 행 헌법상 제37조 제2항에 의거하여 국가안 보장,질서유지 는 

공공복리를 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에 의한 제한이 부여될 수 

있다.다만,그러한 제한의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 인 내용을 침

해할 수는 없으며,보충성의 원칙,최소침해의 원칙, 합성의 원칙,비례

의 원칙을 수하여야 한다.110)그러므로,일반국민의 거주이 에 하여 

허가제 등을 규정하는 법률은 거주이 의 자유에 한 본질 인 내용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우리 헌법학계의 견해이다.111)

거주이 의 자유는 남북헌법 모두에 규정112)되어 있고,1948년 세계

인권선언(UniversalDeclarationofHumanRights)제13조113)와 1976년 

109)헌법 제14조에 의하여 모든 국민은 거주․이 의 자유를 가지는데,이는 모든

국민이 자신이 원하는 장소에 주소 는 거소를 설정하고 이를 이 하거나,그 의사

에 반하여 그 거주지를 이 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말한다.성낙인,앞의 책(주 1),

1233면 참조.거주․이 의 자유에는 구체 으로는 국내에서의 여행의 자유를 포함

한 거주․이 의 자유와 해외여행 해외이주의 자유,국 변경의 자유 등을 그 내

용으로 한다.허 ,헌법이론과 헌법,박 사,2015.2,646-647면 참조.헌법재 소도

“거주·이 의 자유는 국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거주와 체류지를 정할 수 있는 자

유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 역에서 개성신장을 진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다른 기본권들의 실효성을 증 시켜주는 기능을 한다”고 시하 다

(헌재 2004.10.28.2003헌가18).

110)성낙인, 의 책,1233-1237면 참조

111)김철수,헌법학신론,박 사,2013,670면 참조

112)북한 헌법 제75조는 “공민은 거주,려행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우리 행 헌법도 제14조에서 “모든 국민은 거주·이 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

고 있다.

113)동 조항은 “1.Everyonehastherighttofreedom ofmovementandresidence

withinthebordersofeachState.2.Everyonehastherighttoleaveanycountry,

includinghisown,andtoreturntohiscountry(1.모든 사람은 자기 나라 토 안

에서 어디든 갈 수 있고,어디서든 살 수 있다.2.모든 사람은 그 나라를 떠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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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되어 남북이 모두 가입되어 있는 시민   정치  권리에 한 국

제규약(InternationalCovenantonCivilandPoliticalRights;B규약)제

12조114)에도 규정되어 있는데,최근 남북이 경제통합을 함에 있어 북한 

주민의 거주․이 의 자유를 일시 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

다.특례법을 제정하자는 견해115)에서는 동 법에서 인도  차원의 친인

척 방문은 허용하고 북한지역에 계속 거주하는 자에게는 특별거주지원

을 지 하며,제3국 거주 탈북 주민은 그 의사에 따라 거주 지역을 선택

하게 하되 제3국 체류 선택시에는 그 체류국에 체류보조  내지 정착지

원 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한시  분리 운 을 주장

하는 최근의 연구에서는 취업승인을 통한 거주 이 의 자유 제한을 제안

하고 있다.

우리 헌법재 소는 수도권 인구집 억제를 하여 법인의 도시내

의 부동산등기에 하여 통상세율의 5배를 규정하고 있었던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가 법인의 주거․이 의 자유를 침해하 는지가 문

가 있고,다시 돌아올 권리도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14)1.Everyonelawfully within theterritory ofaStateshall,within that

territory,havetherighttoliberty ofmovementand freedom tochoosehis

residence(합법 으로 어느 국가의 역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그 역내에서 이동

의 자유 거주의 자유에 한 권리를 가진다).

2.Everyoneshallbefreetoleaveanycountry,includinghisown(모든 사람

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로부터도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다).

3.Theabove-mentioned rightsshallnotbesubjecttoany restrictions

exceptthose which are provided by law,are necessary to protectnational

security,publicorder(ordrepublic),publichealthormoralsortherightsand

freedomsofothers,andareconsistentwiththeotherrightsrecognizedinthe

presentCovenant(상기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국가안보,공공질서,공 보

건이나 도덕 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하여 필요하고, 한 이 규약에

서 인정되는 기타 권리와 양립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한다).

4.No oneshallbearbitrarily deprived oftherighttoenterhisown

country(어느 구도 자국에 돌아올 권리를 자의 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115)최은석,“통일 후 북한지역 주민의 남북한 경계선 이탈과 거주․이 의 자유

제한에 따른 법 문제”,2011남북법제연구보고서,법제처,2011,46-47면은 한

시법으로 (가칭)‘남북한 주민의 남북한 지역 간 거주 ‧이 에 한 특례법’을 제안

하고 있다.



- 293 -

제된 사안에서 이를 합헌이라 단하면서 목 의 정당성,수단의 상당성,

침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이라는 네 가지 기 을 제시하 다.116)

“(가)...  조항은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이라는 목 을 넘어서 

인구와 경제력의 도시 집 을 억제함으로써 도시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존·

개선하고 지역간의 균형발  내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복지국가  정책

목표에 이바지하는 규정이므로 그 목 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나)나아가  

조항은 와 같은 목 달성을 하여 인구와 경제력집 의 효과가 큰 법인의 

도시내 활동을 직  제한하지 아니하고 법인이 도시내에서 그 설립 등을 

하여 하는 부동산등기에 하여 통상보다 높은 세율의 등록세를 부과함으로

써 간 으로 이를 억제하려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고, 과세의 필요성이 인정

되는 경우 그 정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는 결국 법인의 담세능력과 과세

에 한 국가 ·사회  요청의 강도를 비교 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조항이 정한 과세가 도시내에 치한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할 정도의 재정

능력을 갖춘 법인에 한 것이라는 에 비추어 볼 때,그 정도가 통상세율의 5

배라고 하여 반드시 그 목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자의 인 세율의 설정

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그 수단의 상당성과 침해의 최소성도 충족되어 있다.

(다)한편  산업사회에 있어서 도시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지역간

의 균형있는 발 을 도모하는 것은 체 국가사회의 긴요한 공익  요청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하여 인구와 경제력의 도시 집 이라는 강한 역효과가 

상되는 법인의 도시내 부동산취득에 하여 통상보다 높은 세율의 등록세

를 부과하 다고 하여  조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과 제한되는 기본권 사

이에 한 불균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었다.(라)

그러므로  조항의 규정내용은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로서 기능하는 과잉 지

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결정례 이외에도 헌법상 거주․이 의 자유가 문제되었던 사례가 

다수 있는데,제1국민역의 국외여행 허가기간을 제한한 사례(2011헌마

475), 내기거 역병의 거주․이 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사례

(2009헌마59),거주지를 기 으로 한 ․고등학교 입학 제한을 규정한 

116)헌재 1996.3.28.94헌바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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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시행령 제71조가 거주․이 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사례(91

헌마204)117),자경농지에 한 양도소득세 면제가 거주․이 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사례(2003헌바2),추징  미납자에 한 출국 지가 

합헌이라는 사례(2003헌가18),일반인은 31세가 되면 입 의무가 면제되

는 데 반해,해외체재자는 36세에 병역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거주․이

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사례(2004헌바15),해외 난지역에서의 여

권사용 제한이 합헌이라는 사례(2007헌마1366)등이 있다.

과거 우리는 산업화의 진행으로 인구와 산업이 도시로 집 됨에 

따라 교통 문제,주택 문제,환경오염,토지 부족 등의 다양한 도시 문제

가 심각하게 제기되었다.이에 응하여 1964년 건설부의 ‘도시 인구

집  방지책’을 시작으로 특히 수도권으로의 인구집  억제를 하여 

1960년 부터 다양한 억제정책이 사용하 다.118)이러한 정책의 경제  

효과에 한 논란은 별론으로 하고 그 수단의 직 성에 하여 살펴보면 

직 인 방식(허가제) 신 간 인 방식(정부청사 이 ,토지이용규제,

개발제한구역 설정,신도시 건설 등)을 사용하 음을 알 수 있다.

특히,1970년 3월 국무회의에서는 제427호 의안으로 ‘수도권 인구의 

과 집 억제에 한 기본지침’을 의결하 는데,동 지침에서는 인구집

유인을 해소하는 방안을 제일 먼  제시하고 있으며,법  규제로 ①

제한구역의 설정(공업시설물의 제한에 한 법률 제정,도시계획법의 개

정),② 시설물의 제한(건축법 개정,공해방지법 개정,지방세법 개정,등

록세법 개정),③ 방 목 을 한 제한(군사시설보호법 제정),④ 소산의 

진(지방공업개발법,조세감면규제법 개정)을 제시하 고,행정  조치

로 행정권한 지방 이양, 리기능 앙편  지양, 서청사  국 기업

체 사옥의 이 을 들고 있다.119)

117)다만,동 례에 해서는 합헌이 아닌 헌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성낙인,앞의 책(주 1),1237면 참조

118)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1334

(2016.1.23일 검색)국가기록원 자료(‘수도권인구집 억제방안’)참조

119)제26회 국무회의(1970.4.3),‘수도권 인구의 과 집 억제에 한 기본지침’.국

가기록원(http://theme.archives.go.kr/next/populationPolicy/issue05.do, 2016.1.23일

검색)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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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합을 해서는 종국에는 노동,자본 등 생산요소의 이동이 자

유화될 필요가 있지만 통일 과정에서 거주․이 의 자유가 특별히 제한

받지 않는 경우에는 북한 주민의 남한으로의 량 이주가 필연 으로 발

생하여 이들에 한 주거 책,사회보장 책의 수립 필요성과 함께 남북

한 노동 시장의 일시  통합으로 남한 지역내 임 하락과 북한 지역내 

임  상승 상이 나타나며,조기 화폐통합의 필요성 논의도 두될 것

이라고 한다.앞에서도 언 하 듯이 거주․이 의 자유는  기본

권은 아니다.그러므로,통일 헌법에 이에 한 제한을 명시 으로 두는 

경우에는 헌법직  제한으로서 헌 시비는 발생하기 어렵다.다만,규

범  제한과 사실  측면에서 그러한 제한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규범 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사실상 북한 주

민들의 남한 이주를 지 규범만으로 막을 수 있을 지는 회의 이다.

이와는 별개로 행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것과 같이 

“국가안 보장·질서유지 는 공공복리”를 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하는 경우120)를 생각해 볼 수 있을 수 있는데,이 경우 북

한지역 내에서는 거주․이 의 자유를 보장하고 남한지역으로의 거주·이

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거주․이 의 자유의 본질 인 내용을 침해

하는 것은 아닌지, 한 과잉 지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 반 여부에 

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다.

2)이동에 한 경제  반유인(disincentive)

남북한 경제통합시 거주․이 의 자유를 거주이 에 한 허가 등 

법률로 직  제한한다면 동 자유의 반이 될 가능성이 크며,취업승인 

등의 형태로 하더라도 행 헌법상 직업의 자유에 반될 소지도 있고 

비례의 원칙에도 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좀 더 간 인 방식을 강구

하여야 한다.과거 수도권집 억제정책의 사례처럼 북한 주민이 남한으

120)앞에서 언 하 듯이 최은석,앞의 논문(주 115),46면에서 통일 후 통일 국가

완성시까지 한시법으로 특례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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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주하는 것은 막지는 않되 북한 체류 주민에 한 건물,토지 재산

권 부여시 우 조치나 북한 체류 주민과 남한 이주 북한주민간 북한 화

폐에 의한 동일한 수 의 사회 보장 혜택의 부여,남한 지역에서 북한 

지역 주민을 고용하는 고용주에 한 경제  부담의 증가 등의 간 인 

방식에 한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과거 우리는 수도권 인구집  억제를 하여 직 인 허가제 신 

간 인 규제방식을 사용하 다.북한 주민의 거주․이 의 자유를 제

한하는 경우에도 기본권 우호 인 다른 방법으로 량 남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검토해 보아야 한다. 량 남하는 북한 지역에서 고

용 기회를 찾지 못하거나 임 수 이 남한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 발

생할 가능성이 높다.이와 련하여 북한 지역내 투자 확 를 통한 량

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더라도 임 수 이 남한과 크게 차이가 날 때에

는 북한 주민의 량으로 남하할 유인은 충분하다.남하하여 일자리를 

찾은 북한 지역 주민의 경우에도 최 임 제가 당연히 용되어야 할 것

이지만,국민기 생활수 자로 지정하여 남한과 같은 수 의 사회보장수

권을 보장하는 것은 산 제약상 불가능하다.

한, 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정착지원에 한 법률에 의거하

여 지 되는 정착기본 ,주거지원 은 북한지역내 체류하는 주민들에 

한 지원용도로 환하여야 하며,취업장려 ,직업훈련장려 도 북한지

역을 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참고로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내려 온 

북한이탈주민은 2013년 7월말 재 25,431명으로 여성이 69%, 문 졸 

이상 학력이 17%이며,2012년에는 체의 48%가 국민기 생활수 자로 

지정돼 생계비를 지원받았다.121)남하한 북한 지역 주민을 고용하는 경

우 당해 기업은 최 임 을 보장하여야 하고 사회보장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이 경우 기업의 입장에서는 북한 주민이 노동 생산성이 낮을 경

우 그러한 고용을 꺼리게 되어 시장 기능에 의하여 량 이주의 가능성

을 낮출 수도 있을 것이다.

121)문화일보 2013.9.16일자 보도,“‘취업 약 ’새터민 88%…사회 기업 심

실”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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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노동법제도  사회보장법제도의 한시  분리

남북한 통일이 이루어지고 북한 노동력이 아무런 제약없이 남한 지

역으로 자유롭게 이동하는 경우 남한 지역에 기거주하고 있던 근로자는 

임 하락을 경험하게 되며,북한 지역내에서는 일할 사람을 찾지 못하여 

임  상승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한,자유롭게 남한 지역으로 이동한 

북한 주민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그 로 남한 지역에 정주하는 경우 

이들 한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사회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우리 헌법에서 근로자에 한 정임 보장 노력과 최 임 제의 실

시는 헌법상 요청(제32조 제1항)인데,통일 헌법에서도 유사한 규정이 

용될 것으로 측된다.경제통합에 있어 북한경제의 비교우 를 살리고 

통일에 따른 부담을 원칙 으로 북한 주민 스스로 감당할 수 있기 해

서는 노동생산성에 따른 임 수 의 결정이 필수 이다. 한 북한내 임

수 의 결정은 화폐통합의 시기와도 맞물린 문제이다.한편,최 임

제의 경우 일하는 사람과 그 지 않은 사람간의 형평의 원칙이라는 측면

에서 실업보험 여나 국가에 의한 공  부조의 제공수 의 결정시 주요

한 거 기 이 될 것이므로 최 임 의 수 은 통일 후 통일 비용 혹은 

통일에 따른 부담 수 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이다.

남북한 경제통합에 있어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기업조직의 상법상 법

인으로의 환은 국제 으로 통용되는 회계원칙의 도입과 함께 체제 환 

과정에서 신 하게 다루어야 할 과제들이다. 한,기업의 유연한 구조

환과 복잡한 구조조정과정에 유연하게 처하기 하여 정리해고를 큰 

폭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남한 근로기 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부당

해고를 지하고 있으며,이는 통일 이후 북한 근로자들에게도 당연히 

지켜져야 할 법규정이다.하지만 근로기 법 제24조122)에서 규정하고 있

는 경 상 이유에 의한 해고(소  ‘정리해고’)의 제한 규정은 법인 환

122)제24조(경 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① 사용자가 경 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 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이 경우 경 악화를 방

지하기 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 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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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사용자․근로자 계가 제 로 정립되어 있지 않고,긴박한 경 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만을 규정하고 있어 ‘법인 

환’이 제외되어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동 규정을 그 로 통일후 경제통

합시기에 그 로 용하기는 어렵다.

통일헌법을 통해 북한의 근로자에 해서도 남한 헌법 제33조의 근

로3권이 보장될 터인데,근로3권 에서 단체행동권을 어느 정도까지 보

장할 것인지가 요한 문제이다.특히,남한 헌법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근로3권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법률

이 정하는 주요방 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도 제한하거

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헌법  한계를 명시하고 있는데,통일 이후 

경제통합을 이루는 과정에는 북한내 기업소 등을 법인으로 환하고 이

를 사유화하는 과정이 필연 으로 수반되게 된다.근로3권 특히 단체행

동권에 한 과도한 제한이나 불인정은 근로3권을 형해화할 가능성도 있

겠지만 사유화 과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내외부로부터 투자유치를 진

하기 하여 최소한 과도기에는 단체행동권을 포함한 근로3권을 법률에 

의하여 질서유지나 공공복리차원에서 비례의 원칙을 수하며 제한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북한의 경제가 남한과 같은 시장경제체제로 완 히 환하기 이 의 

과도기  단계에서는 개성지구노동규정과 같이 기업 외부에서의 노동력

공 에 기 한 근로계약제도를 하나의 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며,

해고시에는 개성지구노동규정에는 없지만 북한의 외투기업노동규정에는 

규정된 사  해고합의제도를 수용할 지 여부도 단해야 한다.123)

남북한 통합시에도 북한 주민의 사회  기본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그 에서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부터는 인간의 존엄에 상

응하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 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부

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 인 권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직  도출될 수 있

다는 것이 헌법재 소의 견해이다.124)남북한 통합시에는 통일한반도에 

123)한국노동연구원,북한경제의 시장화에 따른 노동․복지분야 법․제도 통합방안,

통일부 연구용역 결과보고서,2012.11,215-216면 참조

124)헌재 1995.7.21.93헌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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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될 새로운 헌법이 제정될 것이고 사회  기본권 범 에 하여도 헌

법제정권자의 결단이 필요하겠지만 최소한의 물질 인 생활의 유지에 필

요한 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부터 직

 도출된다고 보아도 무리는 없다.

남북한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남북한간 사회보장 여 수

의 결정과 련하여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남한과 동일한 수

의 부를 제공하자는 의견이 있을 수 있고,통합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정 인 측면이 있기는 할 것이다.그러나,과거 통일 독일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효율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이러한 

과정에서는 한,사회복지국가원리에 내재하는 자유시장경제질서를 

제로 한 한계,법치국가  한계,개인의 자율과 창의(보충성의 원리)에 

의한 한계,기본권제한상의 한계,재정․경제상의 한계125)도 감안하여야 

한다.

북한지역에 남한지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 의 사회보장 여 수

을 인정하는 것은 형평성 기 에서 볼 때에도 형식  형평성이 아니라 

실질  형평성과 련해서는 문제가 많다.남북한 지역간 물가의 차이,

환율의 차이,생활수 의 차이,경제력의 차이를 감안하지 않은 여 수

은 오히려 실질  형평성을 해한다.이러한 방식은 효율성 측면에서

도 실효성이 없다. 를 들면 근로의 권리의 내용  하나로 보장되고 

있는 최 임 제126)에서 최 임 을 남한 지역과 동일하게 규정할 경우 

이는 북한지역으로의 투자유인을 감소시키는 핵심요인이 되어 북한지역 

125)성낙인,앞의 책(주 1),270-271면 참조.사회복지국가 원리의 한계에 하여

권 성 교수는 개념본질상의 한계,법치국가원리의 한계,기본권제한상의 한계,재

정․경제력에 의한 한계,보충성의 원리에 의한 한계를 들고 있고(권 성,헌법학원

론,법문사,2010,141-142면);허 교수는 자율 인 생활설계의 존 ,생활수 의

상향 조정의 추구(자유를 제로 한 자유 속의 평등),국민생활형태의 다양성을

이념 한계로,경제정책 한계와 제도 ․재산권 한계를 실질 한계로 들고 있

다(허 ,앞의 책(주 69),167-169면).

126)최 임 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최 임 은 근로자의 생계비,유사 근로자

의 임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

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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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북한

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험법

사회보험

-노령연 (국민연 법,공무원연

법, 사립학교교직원연 법,

군인연 법)

-실업보험(고용보험법)

-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

보험법)

-국가사회보험(사회보험법,사

회주의노동법)

공공부조

-생활(국민기 생활보장법)

-의료(의료 여법)

-노령(기 노령연 법)

-교육( 등교육법)

-장애인연 법

-의식주 배 제

-무상의료(인민보건법,사회주

의노동법)

-무상교육(사회주의노동법)

-사회보장(사회보험법,사회주

의노동법,사회보장법)

사회보상

-국가유공자 보상(국가보훈기본

법,국가유공자 등 우  지

원에 한 법률)

-범죄피해자보상(범죄피해

자보호법)

-국가공로자 연 (국가공로자

에 한 사회보장규정 승인

에 하여)

사회복지

-아동복지(아동복지법,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노인복지(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장애인복지법,장애

인활동지원에 한 법률,장애

인고용 진  직업재활법)

-노인복지

경제 발  속도를 늦출 것이다.

<표 19>남북한 사회보장제도 비교

*출처:남한은 이흥재 외,사회보장법,신조사,2013을 참조하고,북한은 장용철,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정책,한국학술정보,2012의 분류를 바탕으로 수정

국민기 생활보장사업에 따르면 생활보호지원 상은 소득인정액이 

최 생계비 이하인 경우인데,2014년 재 최 생계비는 1인가구의 경우 

603,403원이며, 여기 은 488,063원이다.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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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서 계산되는데,소득평가시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재산소득,부양비 등 실제소득이 반 되며,재산의 소득환산시

에도 일반재산, 융재산,자동차 등 재산종류별로 소득환산율을 곱한 후 

거주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감하여 계산한다(국민기 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127)이러한 계산방식은 북한지역 거주자에 하여 기

생활보장을 제공할 때에도 참고가 될 수 있다.즉 토지나 주택에 하여 

사유재산권을 설정해  경우 그만큼 일반재산이 증가한 것이 되고,재

산종류별 소득환산율도 기존 남한에서 용하던 로 용할 수 있으며,

북한지역내 도시, 소도시,농 별로 감하는 기본재산액도 차등을 두

는 방식이다.

북한이탈주민에 한 기 생활보장과의 형평성 문제가 두될 수 있

다. 재 북한이탈주민에 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정착지원에 

한 법률에 의거하여 사회 응교육,정착 ,주거지원,취업보호(3년의 

기간동안 임  1/2의 고용지원  포함),교육지원,의료 여,생활보호(5

년의 범 에서 국민기 생활보장법상 보호 제공),국민연 상 특별 우 

등이 제공되고 있는데,이 에서 특히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으로 

단되는 가구에 해서 제공되는 생활보호의 수 과 북한지역내 거주하

는 주민과의 여 수 이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한 남북한의 정치

 통일을 가정했을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 에 원래 고향으로 귀향하

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이들에 한 지원을 계속할 것인지 여부도 문제

가 될 수 있다.

라.자본시장의 통합

1)한시  독자  화폐 운용

통일이 먼  이루어지고 경제통합을 그 다음에 추진하는 경우 경제

통합의 과정에 있어 가장 요한 이슈 의 하나는 화폐통합의 시기라 

127)보건복지부,2014년도 국민기 생활보장사업 안내,2014,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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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통일 독일의 사례에서 보듯 지나치게 이른 시기의 화폐통합

은 엄청난 통일 비용을 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독일은 서둘러 화

폐통합을 시행하면서 1:1의 교환비율로 동독 마르크를 서독 마르크와 교

환하 고,임 과 사회보장수 도 동일한 비율로 인정하 다.그 이후 동

독 경제는 생산성 수 을 과하는 고임 으로 인하여 실업률이 25%로 

증하고 산업생산도 크게 어 들었다.이 게 무 진 동독 경제를 재

건하기 하여 통일 독일은 매년 국내총생산의 4～5%를 비용으로 지출

하 고,이  상당 부분은 사회보장을 한 지출이어서 통일독일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 다.

통일과 함께 서독 마르크로의 단일화를 이루었던 독일과 달리 북한

의 경우는 독자  화폐가 존재하여야 환율변동기제를 통하여 북한지역에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한 개 으로 발생하는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다.

한, 재 남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의 수 이 워낙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하나의 화폐권으로 갑자기 완 통합될 경우 지나친 소득불균형으로 

인한 사회  갈등이나 최 임 제 등 사회보장정책,노동정책의 혼란이 

매우 커질 것이다128).그러므로,한시  분리 운 기간 기에는 북한지

역에 별도의 화폐를 통용시키는 방안이 제안되고 있는데,북한 지역에 

독자  화폐발행권을 부여하는 것이 행 헌법상 허용되는 것인지를 살

펴보도록 하겠다.

시장경제질서에서는 업의 자유와 표 의 제정이 필요하다.계산단

로서 화폐는 표 에 속한다129).하지만 화폐는 다른 표 과는 달리 교

환수단이기도 하며 가치의 척도이기도 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어느 국

가도 독립  통화정책 수행,자본이동의 자유화,고정환율제 유지라는 3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불가능한 3각 정리

128)북한지역내 일정기간 독자 화폐를 운용할 필요성에 해서는 홍택 편,앞

의 책(주 75),257-262면 참조

129)국제 으로 ISO-4217Code가 각국의 통화를 세 개의 알 벳 부호로 정의하고

있는 것은 화폐의 표 성격을 반 하는 것이다.우리 행 헌법은 제127조 제2항

에서 ‘국가는 국가표 제도를 확립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바,동 조항이 뒤에서

진행하는 논의의 결론에 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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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ssibleTrinityTheorem)’가 성립하는 오늘날 세계에서는 독립 인 

통화정책을 수행하기 한 통화주권은 그 요성이 크게 감소하 다.특

히 우리와 같은 개방형 소국은 자본이동 자유화로 인하여 독립 으로 통

화 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130)

과거의 상품화폐시 에는 명목가치와 소재가치의 차이로 인식되었던 

세뇨리지 수입은 재에는 인 이션 조세(물가상승률만큼을 조세 납부

로 악)로 악하거나 아니면 통화보유의 기회비용(통화증가율만큼 상

승하는 명목이자율을 기회비용으로 악)으로 악되고 있다.131)세뇨리

지 수입은 재정과 통화문제가 미분화되어 있던 시기나 쟁과 같은 기

상황에서 최후의 재정수입으로 특히 요하 다.우리나라를 포함한 동

아시아국가들은 외환보유고를 항상 높은 수 에서 유지하고 있어 기축통

화를 보유하고 있는 경제단 에 사실상의 세뇨리지를 지 하고 있는 상

태이다.인 이션이 발생하면  등 융자산을 보유한 사람과 실물

자산을 가진 사람간,채권자와 채무자간 소득의 재분배가 발생한다.과거 

경제성장기에 가계부문은 높은 축율을 기록하고,기업부문은 부채율이 

높았기 때문에 인 이션으로 인하여 가계부문의 소득이 기업부문으로 

이 한 측면도 있었다.그러므로,물가의 안정성은 의도하지 않은 소득 

재분배를 막기 하여 무엇보다도 요하다.

오늘날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은행권발행은 앙은행의 고유한 권한이 

되어 있다.이는 은행권이 정화(specie;명목가치와 소재가치가 동일한 

본 화폐)와 태환되었던 과거와는 달리 불태환되는 재에 있어서는 그

러한 은행권의 가치는 사실상 국가의 신용과 연결되어 있는 상황과 무

하지 않다.즉,은행권이 가치를 가진 다른 무언가로의 환가능성

(convertibility)이 없으므로 그 가치는 결국 어느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부에 의하여 보증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앙은행의 독 인 발권력 행사에 비하여 은행권 발행․

유통에 있어 은행간의 경쟁을 허용하는 자유은행제도132)가 학계에서 논

130)문우식,“통화주권의 비용과 이익을 심으로 본 아시아 통화 력”,KDI북한경

제리뷰,2002.4,5면,8면 참조

131)문우식, 의 논문,1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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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되고 있다.어떤 화폐를 ‘법화(legaltender)’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하기가 어렵다.왜냐하면 이를 헌법에 규정하면 사실상 법화를 바꾸

는 통화개 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133)다만,미국과 같이 헌법으로 연

방 의회에 화폐주조권(  의미에서는 화폐발행권)을 부여하는 것은 

어떤 특정의 법화와는 련이 없는 문제이다. 한,화폐주조권을 헌법에 

규정하더라도 이를 독 으로 어느 하나의 은행( 앙은행)에 부여할 것

인지 아니면 다수의 민간은행에 면허 형태로 부여할 것인지 하는 문제 

한 별개이다.

은행권은 국에서 형 으로 발 하 는데, 기에 방에 하여 

발행하던 탁증서가 은행권으로 발 134)하 으며, 국과 미국에서 일

시 으로 자유은행시기를 거쳤다가 재 국은 란은행이,미국은 연

방 비은행이 앙은행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135) 국은 란은행

(BankofEngland)과 스코틀랜드의 3개 은행,북아일랜드의 4개 은행이 

은행권을 발행하고 있다.136)2009년 은행법(BankingAct2009)제6부는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의 은행들이 은행권을 발행하는 경우 일정 규모

의 란은행이 발행한 은행권에 의하여 뒷받침되도록 요구하고 있다.스

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의 7개 은행이 발행하는 은행권은 법화(legal

tender)는 아니며, 국의회에 의하여 합법화된 “법  화폐(legal

currency)”로서의 지 를 부여받아 특수한 형태의 약속어음(promissory

132)외국에서는 18-19세기 국, 랑스,독일 등 유럽에서,19-20세기는 미국에서

자유은행제도에 한 논의가 활발하 으나,우리나라에서는 그 게 활발한 편이 아

니다.외국의 논의는 Hayek,F.A.,Denationalisation ofMoney,Institute of

Economic Affairs,1978; White,L.,Free Banking in Britain,Cambridge

UniversityPress,1984;Goodhart,C.,TheEvolutionofCentralBanks,TheMIT

Press,1988;우리나라에서는 이지순,“자유은행제도의 기본원리”,경제논집 제29권

제4호,1990을 참조

133)우리나라에서 긴 통화조치법 긴 통화조치 등 제2차 통화개 의 내용에

해서는 한국조폐공사,한국화폐 사,1971,369-400면 참조

134)White,LawrenceH. ,김한응 역,통화제도론,자유기업원,2003,30면 참조

135)이석륜,한국화폐 융사연구,박 사,1984,333면 참조

136)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에서 은행권을 발행할 수 있는 7개 은행은 란은행(

http://www.bankofengland.co.uk/banknotes/Pages/about/scottish_northernireland.asp

x,accessedJan.23,2016)홈페이지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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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란은행권은 1833년 잉 랜드에서,웨일

즈에서만 법화의 지 를 부여받았으며, 란은행은 1844년 은행면허법에 

의하여 잉 랜드와 웨일즈에서 유일하게 은행권을 발행할 수 있는 은행

이 되었다. 연방의 하나인 호주 퀸즈랜드(Queensland)주에서 발행한 

화폐는 1910년 호주은행권법(AustralianNotesAct1910)이 시행되기까지 

그 주의 법화로 사용되었다.미국 헌법은 제1조 제8항에서 연방의회가 

화폐를 주조하고 그 가치를 규제하며,외환의 가치를 규제할 권한이 있

으며,제1조 제10항에서 어떤 주도 화폐를 주조(coinmoney)할 수 없고 

각 주들이 신용에 기반한 화폐(billsofcredit)를 발행하거나 화나 은화 

외의 어떤 것도 법화로 하는 것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McCulloch

vsMaryland(1819)에서 법원은 만장일치로 연방정부를 신하여 제2

미국은행(SecondBankoftheUnitedStates)이 발행한 지폐에 하여 합

헌결정을 내렸으며,BriscoevsBankofKentucky(1837)에서는 주 은행과 

주의 은행이 발행한 은행권에 하여도 합헌이라고 결하 다.137)1837

년부터 1862년 동안의 자유 은행업 시기에 미국에는 은행권을 발행하는 

712개의 주 은행들이 있었다.그 외 Hepburnvs.Griswold(1870,1871)

사례가 있으며,Juilliardvs.Greenman(110U.S.421,1884)사례에서 미

연방법원은 “legaltender”의 개념에 하여 정의를 내렸다.

이나 은,동을 본 로 하여 화폐가 주조되었던 상품화폐의 시 에

는 은행권이  는 은과 태환성이 보장되었으며,그 당시 16세기 유럽

에서는 도시별로 주조국을 두고 이나 은으로 화폐를 주조하 다.138)

흔히 지폐라고 일컬어지는 화폐는 국의 식민지시  미국에서 선구 으

로 사용되어졌다.139)

137)Edward Flaherty,“A BriefHistory ofCentralBanking in the United

States”,American History from Revolution to Reconstruction and beyond,

http://www.let.rug.nl/usa/essays/general/a-brief-history-of-central-banking/second

-bank-of-the-united-states-(1816-1836).php,accessedJune28,2015

138)Boyer-Xambeu,Marie-Thérèse,et.al.,translatedbyAzizehAzodi,Private

Money& PublicCurrencies:The16thCenturyChallenge,M.E.Sharpe,1994,

p.107

139)존 갈 이쓰(JohnK.Galbraith) ,최 렬 역,돈 -그 역사와 개,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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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경우에도 조선시  황140)의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1867

년부터 1874년까지 원군 집권기에 국 동 을 수입․통용시키기도 하

으며141),일제침략기에는 일본의 향으로 국내에서 일본화폐의 통용

이 합법화되기도 하 다.142)특히,1901년 화폐조례가 발표된 다음해인 

1902년에는 일본의 일반상업은행인 일본다이이치은행 은행권을 발행하고 

강제로 유통시켰으며,1905년에는 제일은행권이 한제국 정부에 의하여 

공식 으로 인정되어 법화로서의 치에 오르게 되었다.143)

한,일제시 에는 조선은행법 제22조에 따라 ‘조선 은행은 은행권 

발행액에 하여 동액의 화,지 은  일본은행 태환권을 두어 그의 

지  비에 충당’하도록 하 으며144),조선은행이 발행한 ‘원(圓)’을 본

로 한 조선은행권을 사용하 다.이는 일본이 식민지 수탈을 좀 더 용

이하게 하려는 목 에 더하여 조선의 경제사정이 일본 경제에 직 으

로 향을 미치지 못하게 한다는 방 제 인 역할을 하게 하려는 목 이 

내포되어 있었다.145)

한편 해방 직후 한국의 법정 통화는 미군이 발행한 보조 군표인 ‘A'

인(印)의 원(圓)통화가 되었으며,그 이 부터 통용되는 법화인 보통 원

통화는 액면 로 ’A‘인의 원통화와 교환할 수 있었다.

특이한 것은 1950년 한국은행법이 제정되기 에 국회에서 융통화

원회의 기능에 해서는 헌법  정부조직법과의 계가 모호하고 행

정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고 지 되었고 헌론도 두되었다.146)이 

당시 헌론은 융통화 원회가 행정 원회  성격을 보유하고 있는데,

사,1980,69면 참조

140)상품화폐인 동 의 원료인 구리를 확보하지 못하여 동 주조량을 이면 동

공 량이 부족해지는 상을 錢荒 는 錢貴라 한다.

141)원유한,한국화폐사,한국은행 연구용역보고서,2006,272-273면;윤석범 외,한

국근 융사연구,세경사,1996,22면 참조

142)우리나라의 화폐 련 역사에 하여는 한국조폐공사,앞의 책(주 133);한국은

행,증보 한국화폐사,1969;원유한, 의 책 참조

143)이방식, 앙은행제도론,법문사,1994,68-76면 참조

144)한국조폐공사, 의 책,270면 참조

145)한국조폐공사, 의 책,271면 참조

146)이방식,앞의 책(주 143),79-8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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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정부조직법에 의한 정부부처와의 계에서 그 책임소재가 분명

하지 않다는 것이 그 주된 근거이다.147)1987년 8월 개헌논의 당시 헌법

개정특별 원회에서도 한국은행의 법제상의 지 가 논의되었다.148)

화폐발행과 련한 행 헌법과 법률 규정을 살펴보면,우리 헌법 

제96조는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 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조직법이 제정되어 있다.정부조직법 제27

조는 기획재정부장 이 화폐에 한 사무를 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 한국은행법에서는 제47조에서 화폐의 발행권은 한국은행만이 가지

도록 규정하고 있고,제47조의2에서 한민국의 화폐단 는 원으로 하며,

제48조에서 한국은행이 발행한 한국은행권은 법화로서 모든 거래에 무제

한 통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경제의 한시  분리 운 을 하여 남북한의 화폐를 단일한 화

폐(원)로 통합하지 않고 두 개의 화폐를 일정기간 공존시키는 방안이 제

시되고 있는데,이러한 방안이 행 헌법 반인지를 살펴보자.동 사항

이 헌법사항인지 법규사항인지는 각 국마다 다르며,우리 행 헌법에는 

이와 련된 명시  규정은 없다.독일 통일 과정에서 독일연방은행을 

포함한 경제학자들은 화폐의 단계  통합을 주장하 으나,선거에서의 

동독 주민의 지지 획득을 하여 서독 정치인들은 속한 화폐통합을 주

창하 고 이는 1990년 2월 6일자 콜 수상의 기자 회견으로 실 되었

다.149)우리 헌법재 소가 시한 습헌법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헌

법재 소는 기본  헌법사항에 하여 습의 일반  성립요건이 충족될 

147)헌법 제68조에는 ‘국무원은 요정책을 의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고,정부조

직법 제18조에는 ‘재무부장 은....화폐 융에 한 사무를 리한다’고 규정하고 있

어 한국은행과 정부부처간 권한의 한계에 한 법규정이 상충되는 바, 융정책에

한 정책권한은 행정권의 일부이고 헌법상 행정권은 각 국무 원이 분장하고 국회

에 책임을 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통 에 행정 원회 성격을 부여한 것은 헌

이라는 것이다.이방식,앞의 책(주 143),87-88면 참조.

148)이방식, 의 책,321-324면 참조

149)Morys,Matthias"WastheBundesbank'scredibilityunderminedduringthe

processofGermanReunification?",LondonSchoolofEconomicsWorkingPaper

No.74/03,2003.5;허완 ,독일통일과 연방헌법재 소의 역할,헌법재 연구원,

2011,3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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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습헌법이 존재하는 것으로 시하 다.그러므로,기본  헌법사

항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살펴보고 습의 일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살펴보겠다. 체로 헌법재 소는 “헌법기 의 소재지를 정하

는 문제는 국가의 정체성을 표 하는 실질  헌법사항의 하나”라고 하면

서 “국가의 정체성이란 국가의 정서  통일의 원천으로서 그 국민의 역

사와 경험,문화와 정치  경제,그 권력구조나 정신  상징 등이 종합

으로 표출됨으로써 형성되는 국가  특성이라 할 수 있다.수도를 설

정하는 것 이외에도 국명(國名)을 정하는 것,우리말을 국어(國語)로 하

고 우리 을 한 로 하는 것, 토를 획정하고 국가주권의 소재를 밝히

는 것 등이 국가의 정체성에 한 기본  헌법사항이 된다고 할 것이다”

라고 시하 다.150)국가생활에 한 국민의 근본  결단임과 동시에 

국가를 구성하는 기반이 되는 핵심  헌법사항에 속하는데,화폐발행권

을 기본 ․실질  헌법사항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한 헌법사항이라 하더라도 습의 일반  성립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헌법재 소에 따르면 습의 성립 요건 충족 여부는 “첫

째,기본  헌법사항에 하여 어떠한 행 내지 례가 존재하고,둘째,

그 행은 국민이 그 존재를 인식하고 사라지지 않을 행이라고 인정할 

만큼 충분한 기간 동안 반복 내지 계속되어야 하며(반복·계속성),셋째,

행은 지속성을 가져야 하는 것으로서 그 간에 반 되는 행이 이루

어져서는 아니 되고(항상성),넷째, 행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정

도로 모호한 것이 아닌 명확한 내용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명료성). 한 

다섯째,이러한 행이 헌법 습으로서 국민들의 승인 내지 확신 는 

폭넓은 컨센서스를 얻어 국민이 강제력을 가진다고 믿고 있어야 한다(국

민  합의)”는 다섯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우리의 경우 역사

으로 우리의 의사와는 무 하게 여러 종류의 화폐가 유통된 경험이 있는 

등 습으로 인정되는데 불리한 사실들이 존재한다.

화폐는 유럽내 단일화폐인 유로의 출 으로 새로운 시 를 맞고 있

다.이러한 상을 감안할 때 화폐발행권은 국가의 주권과 필연 으로 

150)헌재 2004.10.21.2004헌마554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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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북한 지역에 별도의 화폐를 통용시키는 경우 우리가 가입한 '

국제통화기 정(ArticlesofAgreementoftheInternationalMonetary

Fund)'제4조 제5항(가맹국 토내의 별종 통화)에 의거하여 자국 통화

에 취한 조치가 하나의 통화에만 련이 있는지 체 통화에 련이 있

는지를 표명해야 한다.151)

북한 지역 화폐․ 융분야와 련하여 거시경제 안정을 하여서는 

화폐가치 안정성 유지, 융제도 활성화가 무엇보다 요하며, 융분야 

취약성을 보완할 수 있는 책이 요구되며,국제간 자본이동에 따른 자

산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152)

화폐․ 융시장의 통합은 남북한 지역 양쪽에 조건이 성숙된 후에야 

이루어질 수 있다.발라사의 구분에서도 화폐․경제동맹이 경제통합의 

제일 마지막 단계 바로 에 치하고 있다.실제 경제통합사례인 유로

존 통합의 경험을 살펴보면 경제력에서 큰 차이를 보인 남유럽의 재정

기는 재정은 분리된 상태에서 단일통화를 채택함으로써 환율정책을 통하

151)Section5. Separatecurrencieswithinamember’sterritories(5.가맹국 토

내의 별종통화)

(a)ActionbyamemberwithrespecttoitscurrencyunderthisArticleshallbe

deemedtoapplytotheseparatecurrenciesofallterritoriesinrespectofwhich

thememberhasacceptedthisAgreementunderArticleXXXI,Section 2(g)

unlessthememberdeclaresthatitsaction relateseithertothemetropolitan

currencyalone,oronlytooneormorespecifiedseparatecurrencies,ortothe

metropolitancurrencyandoneormorespecifiedseparatecurrencies.(이 정에

따라 일 가맹국이 자국통화에 해 취한 조치는 별도로 그 가맹국이 상기 조치가

동국의 본토의 통화에만 련하는 것인가 는 일종 는 수종의 특정한 별정통화

에만 련하는 것인가 혹은 본토의 통화와 일종 는 수종의 특정된 별종 통화에

련하는 것인가를 표명하지 않는 한 동국이 제31조 제2항(g)에 의하여 이 정을

수락한 동국 토내에 있는 모든 별종통화에도 용되는 것으로 본다.)

(b)Action by theFundunderthisArticleshallbedeemed torelatetoall

currenciesofa memberreferred to in (a)aboveunlesstheFund declares

otherwise.(이 정에 따라 기 이 취한 조치는 기 이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

는 한 상기 (a)에서 언 된 일 가맹국의 모든 통화에도 용되는 것으로 본다.)

※ 의 국․ 문 조약문은 외교부 홈페이지에 등재된 조약문을 참조하 다.

152)이 섭․ 홍택,앞의 논문(주 55),23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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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완충작용을 펼칠 수 없었다는 에서 더욱 확 되었다.남한과 북한

은 유로존내 국가들보다 훨씬 더 큰 지역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이러한 

격차가 어들지 않은 상태에서 단일화폐를 채택할 경우 북한 지역 노동

자의 생산성에 걸맞지 않는 수 으로 임 이 상승하고 물가가 인상될 것

이고 실업율이 증가하여 경제성장의 잠재력이 사라질 수 밖에 없다.

학자들은 화폐통합은 거시경제  환경이 굳이 양측 경제의 생산요소

가격  상품가격의 차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황일 때 추진하는 바람

직하다고 주장한다.이러한 경우는 생산성이 임 에 제 로 반 되어 동

일하게 움직인다고 가정할 때 북한의 생산성이 남한 생산성의 60% 수

에 도달한 때를 말한다.153)

통일 이후 북한 지역의 융개 의 요소로 융기 의 운 방식을 

바꾸는 제도  개 과 융분야의 조직을 재구성하는 조직에 한 개

으로 별하여 제시하는 견해가 있다. 자는 이원  은행제도의 도입,

은행감독규정의 신설, 보호방안 수립,은행의 민 화 등이며,후자는 

앙은행의 개편,민 은행의 도입,기타 융기  설립 등이다.154)

2)법인 환  회계기

통일 이후 경제통합을 이루어야 하는 경우 남북한 통일이후에 북한 

회계법 제11조에 의거하여 독자 으로 경 활동을 하는 기 ,기업소,단

체를 남한 상법상 회사 는 유사한 조직으로 변경하고,그러한 조직에 

국제 으로 통용되는 회계원칙을 도입하며 유연한 기업구조의 환을 가

능하게 하는 법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채택하고 

있던 나라들의 경제체제를 자본주의로 환하는 과정에서 경쟁력이 낮은 

산업에서 기업의 생산량 감축이나 도산은 어느 정도는 불가피한 상이

다. 건은 얼마나 빨리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경쟁력있는 기업 부문을 

만들어내고 그러한 부문으로 과거 비생산 인 부문에 종사하던 인력이 

153)윤덕룡 외,체제 환국 사례를 통해 본 북한의 융개 시나리오, 외경제정

책연구원,2002,150면 참조

154)윤덕룡 외, 의 책,15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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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빨리 이동할 수 있도록 해 주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제123조 제2항에서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 을 

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하고,제3항에서도 국가에 

소기업 보호․육성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이러한 헌법 정신에 입각할 때 

남북한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에 있어 북한지역내 소기업의 보호․육성

과 지역경제 육성은 국가의 극 인 과제이자 임무라 할 수 있다.다만,

기업이나 발  부문을 애 부터 경쟁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가  자제할 필요가 있다.155)낙후 부문이나 낙후 지역

을 보호․육성한다는 이유로 북한지역에 남한 지역의 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이 진입할 수 없도록 진입규제를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부의 

개입 방식이 아니다.

기업은 자본주의 경제질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도 가장 기본

인 생산단 이다.사회주의 계획경제질서를 채택해 온 국가들에서는 

민간부문의 자율과 창의를 인정하지 않는 반면 국가에 소속된 기업소,

사업소의 단 가 경제계획에 입각하여 상부에서 하달된 명령과 지시에 

의거하여 생산을 담당하고 있다.기업소는 원료조달,생산,유통,가격 결

정의 자유가 없으며,계약에 있어 사  자치의 원칙도 용되지 않는다.

우리와는 무척 다르게 경제생활을 해 온 북한 근로자들을 시장경제

질서에 안착시키는 과정은 기업소의 법인 환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2010년 기업소법 채택 이후 북한의 기업소는 기업소등록증없이 경 활동

을 할 수 없는 등 법제상으로는 어느 정도 제도화되기 시작하 다.156)

기업이 국가로부터 분리되어 독립된 법 ․경제  실체로서 기능하기 

해서는 기업의 인  설비(상인,상업사용인,근로자),물  설비(자본,

업소,상호,상업장부 등),기업활동157)등 기업과 련한 법  권리와 의

155)헌법재 연구원,기업의 경제활동 보장과 제한에 한 헌법 검토,2014.2,

64-66면 참조

156)김익성,“구동독 국 기업의 회사 환에 한 법 연구”,서울 박사학 논

문,2013,317-392면을 참조.동인은 독일과 달리 우리나라는 공기업의 조직 환제도

와 같은 법 장치가 없으므로 가칭 ‘북한기업회사 환법’을 제정하여 입법론으로

해결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157)기업의 개념에 하여는 정찬형,상법강의(상),박 사,2000,8-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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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명확히 하며,특히 재무제표의 작성․계산․승인,재무제표의 기재

사항에 한 규정,이익배당에 한 규정,경리검사에 한 규정 등이 잘 

정비되고 기업회계기 을 제정․ 용하는 등 회사의 계산에 한 규정이 

완비될 필요가 있다.사유재산제를 뒷받침하고 시장에서 기업의 투명한 

퇴출을 보장하기 한 민법,상법, 산법 등이 정비되어야 하고,공정경

쟁을 한 독 지법이 수되며,외국인투자기업에 한 내국민 우,

최혜국 우를 보장하고 경쟁환경 조성을 한 외국인투자법과 외국과의 

무역거래를 규율하는 외무역법이 제정․ 용될 필요가 있다.

동독의 ‘DM 차 조표법’사례에서 보듯이 기업소의 법인 환과 

함께 필요한 과정이 일반 으로 용되는 회계기 의 도입이다.연성

산제약하에 놓여 있는 북한 기업소들이 주식회사로 재편되고 경성 산제

약을 받아들일 수 있을만큼 우리 상법과 같은 상업장부를 작성할 의무를 

부과하고 기업회계기 도 제 로 시행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3)‘사유화공사’설립

통상 기업사유화방식은 매각방식과 비매각방식으로 구분되며,북한

지역의 법인으로 환된 기업들을 사유화할 경우 어느 방식에 의하더라

도 한계와 문제 을 지니고 있다.즉 매각에 의한 사유화방식에 의할 경

우는 북한내 자본가계층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남한 기업이나 외

국계 자본이 매입할 가능성이 높다.비매각 사유화에 의할 경우 바우처 

방식은 기업의 소유권이 아주 범 하게 배분됨으로써 매우 신속하게 

사유화를 진행시키는 장 이 있다.그러나,비매각 사유화에 의할 경우 

기에 북한주민내에서 자본주의기업시스템에 익숙한 경 자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므로 장기 으로 기업의 생존을 어떻게 보장하느냐 하

는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한,투자가 개방되는 업종에서는 경쟁력 

높은 남한 기업 는 외국 기업과 경쟁하여 생존하여야 하는 과제도 안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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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우리나라에서는 귀속재산 처리시 국공유 재산의 사유화를 경험

한 이 있다.1949년 12월 19일 제정․시행된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

면 산업부흥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목 으로 하 고,귀속재산처리시 발

생하는 경제  지 (rent)가 매우 크다는 을 감안하여 동 법 제3조에서

는 국․공유재산,국  는 공유기업체로 지정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민국의 국민 는 법인에게 귀속재산을 매각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통일을 먼  이루고 경제통합을 뒤에 추진하는 경우에도 북한지역에

서의 기업 사유화의 주요 목표는 산업 부흥과 경제의 안정이 되어야 한

다.우리 헌법질서가 내세우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바탕으로 한 시장경제가 북한지역에서도 안정 으로 정착되기 해서 국

가가 지배하던 재산권이 개인과 기업이라는 경제주체에 사회정의에 입각

하여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한다.이러한 정신은 우리 헌법 문에도 나

타나 있어 경제 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

도로 발휘하게 하며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기 해서는 북한 주민에 한 기 경제 조건의 설정이 가

장 요하다.

사유화와 련한 부분의 논 은 사유화의 상과 방법에 한 것

으로 분류된다.158)첫째,사유화의 상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 역할분

담과도 련되어 있는데,산업별로 어느 부문에서 경 을 맡을 경우 더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으로 바꾸어 볼 수도 있다.둘째,

사유화의 방법은 기존 체제 환국가들에서 보듯이 매각방식,바우처 방

식 등이 있는데,이는 자율성,효율성과 평등의 원칙을 균형있게 조정하

는 고차원 방정식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앞서 살펴본 독일 사례를 보면,신탁공사에 의한 사유화는 몇 가지 

문제 을 노정하 다.159)첫째,신탁공사가 주로 사용한 매방식은 

158)윤건 ,“한국통일과 북한경제의 사유화”,한반도 통일핸드북(IV),한국경제연구

원,2003.7,941-943면 참조

159)커티스 하우 트(CurtisMilhaupt),“북한기업의 사유화와 기업지배구조:통

일된 한반도에 한 략 함의”,한반도 통일핸드북(III),한국경제연구원,2003.7,

800-80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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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  구매자의 폭과 운용가능한 사유화 기법을 제한하여 기업 매 속

도를 지연시켰다.규모가 매우 큰 기업은 매를 하여  소규모 기업으

로 분할 매각하 는데 이는 기업경쟁력을 무시한 방안이었다.둘째,신탁

공사가 기업의 구조조정 작업을 담당할 조직으로 하 는가 하는 문

제이다.생존가능한 기업을 선별하고 구조조정하는 문제는 정부보다 민

간에게 맡기는 것이 더 효과 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었으며,신탁공사

가 개인기업의 운 에까지 업무 역을 확 해 개입할 수 밖에 없었는데,

이는 경제학자들로부터 신랄한 비 에 직면하 다.셋째,몰수된 재산을 

원소유주에게 반환시킨 결정도 매우 비 을 받는 결정이었다.원소유주

에 한 재산 소유권의 반환결정은 재산권의 불투명성을 래하여 기업

에 한 자유로운 투자를 해하고 사유화 작업을 지연시키는 경제  효

과를 래하 다. 한 소유권 반환의 수혜자들이 기업의 과거 원소유자

가 아닌 상속자들이어서 기업체를 경 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

았다는 것이다.연구자들 한 기업을 구매할 토착 자본이 부족하고,주

식시장이 기 상태에 있으며 유동성이 부족하고 국유기업을 외국인에게 

매각할 경우 민족주의  감정을 자극하기 때문에 량 사유화(Mass

privatizationprogram)만이 유일한 안이라고 말한다.160)

와 같은 문제 을 감안할 때 토지나 주택의 사유화와는 다른 원칙

이 기업의 사유화과정에 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이

러한 에서 기업 사유화 방안을 생각해 보면, 력,가스,통신, 융,

자원개발 등 국가 략산업 는 기간산업에 있어서는 일정 기간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며,그 외의 산업에서는 투자를 자유화하는 이분법  근

법이 필요하다. 한,사유화의 방식은 바우처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기업

자산 부분을 북한주민들에게 1차 으로 자유롭게 분배하고 민간기 들

과 개인들에게는 민간 바우처 투자기 을 마련하여 주민들에게 분배된 

쿠폰을 구입하여 정부가 운 하는 경매에 참여함으로써 기업주식들을 획

득하도록 할 수 있다.기업의 원소유주에게는 헝가리의 사례처럼 사유화

160)Moore,Thomas Gale,"Privatization in the FormerSovietEmpire",in

EdwardP.Lazear,ed.,EconomicTransition in Eastern Europeand Russia:

RealitiesofReform,HooverInstitutionPress,1995,pp.159-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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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자산을 구매할 수 있도록 보상채권을 지 할 수도 있다.

기업사유화과정을 각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단계 으로 제시하면,1

단계로 1)국 기업체에 한 자산․부채 조사,2)상업등기와 국제 으

로 통용되는 회계기  용,3) 형 국 기업들의 법인 환,4)바우처

의 분배,5)지주회사로서 국유재산 원회를 설립하고,2단계로 국 기업

들의 산,구조조정,분할 매각을 추진하며,3단계로 기업 공개,정부소

유주식 매각,국유재산 원회의 해체이다.

4.토지거래제도의 통일

가.토지거래의 제도  기반 조성

북한 지역에서 2012년 기 으로 농림어업은 체 산업 에서 23.4%

를 차지하고 있으며,2008년 기 으로 농가인구는 8,573천명으로 체 인

구의 36.8%이며 농가호수는 1,993천호로 호당 경지면 은 0.96ha를 차지

하고 있다.토지거래제도를 통일함에 있어서는 토지에 한 사유재산제

도를 인정하여야 한다.학자에 따라서는 토지의 공공성을 강조하여 국

이나 베트남과 같이 토지사용권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지

만161)토지사용권제도로 불로소득을 완 히 방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헌법상 토지거래에 강한 제한이 가해지고 있는 실에서 남북간 토

지거래제도를 구분하여 둘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해방후 북한은 무상몰수,무상분배로 토지 개 을 한 이후 사회주의 

원칙에 따라 집단농장화를 추진하 고,이 과정에서 토지와 련한 공부

가 불태워지거나 멸실되었다고 한다.162)그러므로,재산권 제도를 정립하

기 해서는 토지(임야 포함)에 하여는 토지 장,지 도,임야 장,임

161)박인성․조성찬, 국의 토지개 경험:북한 토지개 의 거울,한울아카데미,

2011참조

162)김병기,“통일후 북한지역 토지소유문제 해결을 한 몰수재산처리법제의 이론

과 실제”,2014토지공법학회 학술회의 자료,2014.3,39면;이부하,“북한의 토지법제

와 통일후 북한 토지소유권의 해결”,홍익법학 제13권 제3호,2012,7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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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도,수직지 도 등 지 공부(地籍公簿)를 정비하고 토지등기부를 창설

하여야 하며,건물에 하여는 건물등기부를 창설하고,국공유기업에 

하여는 상업등기부를 창설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 행정당국에 지 공부가 있다면 이를 활용하고,그 지 않을 경

우에는 지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이러한 조사가 마무리되기 까

지는 부동산 거래는 당연히 제한될 것이고 원상회복이나 보상청구의 인

정 한 실 으로 제한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이와 련하여,북한도  

2009년 11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 원회 정령 제395호로 채택된 「부

동산 리법」제14조부터 제21조까지에서 부동산의 등록과 실사제도를 운

용하고 있다.이에 따라 기 ,기업소,단체는 모든 부동산을 정확히 등

록하여야 하며(제14조),토지는 토지등록 장과 지 도에 하고,지 도에

는 지목,지번,면  같은 것을 정확히 표시하여야 한다(제17조).이러한 

북한 부동산 리법의 련 규정으로 짐작컨  동 법 채택 이후 6년 정도

가 경과하 으므로 토지등록 장,지 도,건물등록 장,시설물등록 장 

등 향후 등기제도 도입에 기 가 될 자료가 어느 정도는 갖추어져 있을 

것으로 보인다.다만,이와 같은 북한 행정당국이 새롭게 등록한 지 공

부는 기존 몰수재산의 원상회복이나 보상청구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가

능성이 크다.

토지재산권은 다른 재산권보다 좀 더 사회  의무가 강조되고 있지

만 헌법재 소는 례163)에서 “토지재산권은 강한 사회성,공공성을 지

니고 있어 이에 하여는 다른 재산권에 비하여 보다 강한 제한과 의무

를 부과할 수 있으나,그 다고 하더라도 다른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

과 마찬가지로 비례성원칙을 수하여야 하고,재산권의 본질  내용인 

사용․수익권과 처분권을 부인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토지공개념이

라는 용어를 수용하고 있기는 하지만,토지재산권에 한 제한입법도 과

잉 지의 원칙을 수하여야 하고,재산권의 본질  내용인 사  유용성

과 원칙 인 처분권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시하고 있다.

163)헌재 1998.12.24.89헌마214등,헌재 2003.4.24,99헌바110등,헌재 2003.8.21,

2000헌가11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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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농지의 특수성

우리 헌법 제121조는 “① 국가는 농지에 하여 경자유 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농지의 소작제도는 지된다.② 농

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 인 이용을 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 차와 탁경 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

된다”라고 경자유 의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고,제122조에서는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 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 을 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한 필요

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농지를 포함한 토지에 하여 헌법상 강한 보호를 하고 있는 

것은 토지가 공 탄력성이 매우 낮고 인간생활의 기반이며,특히 농지는 

식량생산의 수단이자 재산권의 핵심 요소라는  때문이다.그래서,농지

의 경우 그 사회성과 공공성이 일반 인 토지의 경우보다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164)통일을 먼  이루고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경우 남북이 

토지제도를 통일함에 있어서도 북한 지역에서 농지의 특수성을 반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즉,우리 헌법에 따르면 농지의 소작제도는 지하

고 농지의 임 차와 탁경 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고 있는

데,도시화와 이농 상  상속으로 인하여 외지에 있는 농지 소유자가 

 증가하고 있는 남한과 달리 북한 지역의 경우 농업이 상당한 비

164)헌법재 소도 “토지는 생산이나 체가 불가능하여 공 이 제한되어 있고 우리

나라의 가용토지면 이 인구에 비하여 으로 부족한 반면 모든 국민이 생산

생활의 기반인 토지의 합리 인 이용에 의존하고 있으므로,그 사회 기능이나

국민경제의 측면에서 다른 재산권에 비해 더 강하게 공동체의 이익을 철할 것이

요구된다.헌법 제122조는 토지가 지닌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는 국민 모두

의 생산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 이고 균형 있는 이용ㆍ개발과 보 을

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토지재산권에 한 범 한 입법형성권을 부여하고 있고,나아

가 식량생산의 기 인 농지에 해서는 헌법 제121조 등에서 소작제도 지 등 추가

로 특별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라고 시하 다.헌재 2010.2.25.2008헌바116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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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차지하고 있다.사실 통일의 과정에서는 토지의 공공성이 더욱 강하

게 요구될 것이므로 우리 사회가 헌법규범으로 받아들인 경자유 의 원

칙을 가까운 시일내에 개정하거나 폐기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경자유 의 원칙은 뒤에서 살펴 볼 몰수재산권 특히 몰수토지의 

처리방안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용되어야 할 주요 원칙이

다.독일의 경우와 달리 우리헌법은 제헌헌법시기에 매우 강력한 경자유

의 원칙을 규정165)한 이래로 이후의 개정헌법에서도 일부 내용의 변경

이 있기는 하 지만 동 원칙을 지속 으로 규정166)하여 왔으며 이는 우

리 역사에서 농지의 특수성을 반 한 것이다.그러므로,북한 지역에 사

유재산권을 설정함에 있어서 농지의 경우에는 재의 경작자들에게 토지

매수청구권 등의 형태로 우선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다.몰수토지 처리방안

해방 후 북한에서는 우리와는 달리 ‘무상몰수,무상분배’에 의거 토

지개 을 실시하 다. 한 이러한 토지개 은 그 시기에 따라 1945년 8

월 14일 이후 북한지역에 주둔하 던 소련 령하의 조치들과 1948년 9월 

9일 북한정권수립 이후 행해진 조치들로 구분된다.소련 령하 북한에서 

토지개 은 형식 으로는 북조선임시인민 원회 명의로 1946년 3월 5일 

공포된 ‘북조선토지개 에 한 법령’과 1946년 3월 8일의 ‘토지개 법령

에 한 세칙’을 기반으로 불과 20여일만에 완료되었다.167)구 소련의 북

한지역 령의 법  성격에 하여는 쟁법상의 령,정 을 한 

령,국제연합헌장상의 국가조약에 의한 령,신탁  령 등의 주장

165)제헌헌법 제86조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소유의 한도,소유

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

166)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에 의거하여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

우 자기의 농업경 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으나,제7조 제1

항에 의거하여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 을 하지 않는 자는 그 상속

농지 에서 총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167)북한 토지개 차에 해서는 정 화,“통일후 북한의 재산권 문제에 한

헌법 연구”,서울 학교박사학 논문,1995.2,164면,272-27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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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기되었으나, 쟁법상의 령이 아닌 ‘해방으로서의 령’으로 보는 

견해가 옳다고 생각한다.168)소련 군정 당국의 몰수조치를 국제법상 강

행규정(‘인간으로서의 기본권’보호) 반으로 보아 무효로 간주하는 견

해169)도 있고 북한 당국이 이를 추인하 기 때문에 법 인 평가를 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북한내 국유화되어 있는 토지,건물을 재사유화함에 있어서는 다양

한 논 이 제기된다.첫째,과거 북한의 토지개 으로 인하여 발생한 무

상몰수에 하여 원래 소유자(월남자 는 재 북한 주민을 불문)에 

한 원상회복청구권 는 손실보상청구권의 인정 여부이다.보상 상이 

되는 무상몰수는 1945.8.15일 이후 소련군정 당국이나 정권 수립 이후 북

한 정권에 의하여 토지개 을 통하여 무상몰수된 토지와 북한 정권하에

서 정치․사상  이유에 의하여 몰수된 토지를 포함한다.통일재산법제

와 련된 기존 논의의 핵심은 이러한 과거 북한정권 확립과정에서 몰수

되어 국유로 환된 몰수재산을 원소유자에게 반환시킬 것인가 하는 문

제이다.원상회복원칙을 주장하는 견해는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취지를 

제 로 반 하는 법치국가 이념에 가장 부합하는 견해인 반면 보상원칙

을 주장하는 견해는 북한내 등기의 멸실로 소유권 증명의 어려움,북한

지역내 신규투자 축,남북 주민간 갈등 래 등 정책  이유로 원물반

환보다는 보상에 의한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170)

둘째,토지를 재사유화하는 구체  방식에 있어서도 북한 지역내 소

재하는 국유의 토지, 동농장 소유의 토지에 하여 토지공공임 제171)

168)김병기,“북한지역 몰수재산권의 원상회복 여부에 한 고찰”,행정법연구,

1997,195면 참조

169)김병기, 의 논문,199면 참조

170)재산권의 사회 기속성을 강조하여 북한주민의 최 생존권 보장,고용창출

경제재건 등을 한 ‘반환불가-보상원칙’도 헌법상 허용된다고 보며,이 경우 통일과

정에서 남북이 통일조약 등으로 반환불가원칙에 합의하고 이를 헌법규범화하면 동

조항이 헌법 의 일부로서 제23조(재산권 보장)와 동등한 가치를 지니게 되어 헌

의 문제를 피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김병기,앞의 논문(주 162),38-39면

참조

171)토지공공임 제에 하여는 허문 외,통일 비 북한토지제도 개편방향 연구,

통일연구원,2009,70-93면;최철호,“통일과 북한지역의 토지정책”,토지공법연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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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추진할 것인지,아니면 곧바로 사유화하여 소유권을 이 할 것인지 

한 사유화하는 경우에도 면무상분배할 것인지 는 면유상분배할 

것인지 는 유․무상 혼합분배할 것인지 등에 하여 연구자들의 입장

은 체로 토지사유화에 찬성하는 입장172)과 토지공공임 제에 찬성하는 

입장173),재국유화 후 일부 사유화  공공임 제의 제한  실시를 주장

하는 입장174)등으로 나 어져 있다.토지국유화(토지공공임 제)에 찬성

하는 입장을 보면 토지 투기에 의한 불로소득이 재 되는 것을 막기 

하여 한정된 자원인 토지를 국유화하고 토지공공임 제를 실시하여 토지

의 효율  사용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이에 반하여 토지 사유화

를 주장하는 입장을 보면 토지 사유화가 토지의 효율  사용을 보장하고 

토지소유권은 안정 인 토지 사용을 가능하게 하며,사유재산권은 자본

주의 체제의 석이므로 소유권의 3개 요소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주

장한다.이에 하여 충  견해는 토지소유권과 공공선의 추구를 조화

하여 토지를 재국유화한 뒤 곧바로 사유화를 실시할 토지(택지,농지,기

업․업무용  상업용 건물과 부속토지 등)를 제외한 토지에 해서는 

공공임 제를 시행하자고 주장한다.우리 헌법재 소가 토지소유권의 내

용을 사용,수익,처분으로 보고 있으며,재산권행사의 사회  의무성을 

강조하고 있기는 하지만(헌재 1989.12.22,88헌가13)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거하여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  내용

을 침해할 수는 없다.그러므로,통일 헌법 제정권자의 새로운 결단은 별

론으로 하고 행 헌법이 그 로 용되는 경우에는 모든 토지를 국가나 

공공이 소유하고 토지사용자에게 사용권을 설정하는 토지공공임 제175)

43집 제3호,2009.2,170-171면 참조

172)안두순,“통일 후의 남북한 토지제도 통합 방안”,경상논총,한독경상학회,

1997,32-34면;이춘섭,“통일 후의 북한의 토지제도”,부동산학 연구,1997,157-160

면;정형곤,“통일과정에서의 북한지역 토지사유화 방안”,경제논집 제48권 제1호,

서울 경제연구소,2009,108면 참조

173)김윤상,알기 쉬운 토지공개념,경북 출 부,2006,49-51면; 강수,“북한 지

역 토지제도 개 구상”,통일문제연구 제19권 제2호,2007,192면;허문 외,앞의

책(주 171),127-130면;박인성․조성찬,앞의 책(주 161),408-411면 참조

174)제성호,“통일 후 바람직한 토지정책방향:특히 북한토지의 처리와 련해서”,

법정논총 제29집 제2호,2005,144-18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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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처분권을 인정해 주지 않으므로 사유재산권의 본질  내용을 침해하

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물론 토지공공임 제에서도 개인에게 처분권

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이는 사용권의 처분권이지 ‘토지’자체에 한 처

분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한,토지공공임 제를 실시하는 경우 사

회주의 계획경제하에서와 마찬가지로 주인- 리인 문제176)가 발생할 가

능성도 있다.즉,토지공공임 제하에서는 토지의 처분권은 체로서의 

국민에게 귀속되고 각 개인은 토지사용권을 임 하게 되는데, 체로서

의 국민이 어떻게 국유재산 리주체인 정부를 통제할 수 있는가 하는 문

제에 부딪히게 된다.물론 민주국가에서는 국유재산에 한 처분과 

이용규칙을 사  설정함으로써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비하여 민주  통제

가 이루어지는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지만 사회 체의 공유재산에 한 

효율 인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한,통일비용 조달 

측면에서 공공임 제를 시행할 경우 민간시설 건설자  조달시 사용권만

으로 융기 이 담보제공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을 들어 국유화 후 

진  사유화를 제안하는 견해도 있다.177) 국,베트남의 경우 재 토

지공공임 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부동산투기는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토지가격 상승의 혜택이 일반 국민들에게 골고루 분배되고 있지도 않다.

한 독일에서도 1970년  토지소유권을 기능별로 분리하여 지방자치

단체에 처분소유권을 부여하고 농민들에게는 시간 으로 제약을 받는 이

용소유권을 수수료를 받고 양도하자는 구상이 있었으나,소유권의 

성, 면성,항구성 등의 본질  특성과 련하여 다양한 비 이 제기되

었었다.178)

175)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도시국가는 나라 체에 토지공공임 제를 도입하고 있

다.허문 외,앞의 책(주 171),73면 참조

176)사회주의 경제체제하에서의 주인- 리인 문제에 해서는 정형곤,체제 환의

경제학,청암미디어,2001,12-13면 참조

177)김원 ,“통일 이후 북한 토지 리방안에 한 연구:토지공공임 제 비 을

심으로”,통일과 법률 제17호,2014.2,36-66면 참조

178)윤철홍,소유권의 역사,법원사,1995,158-166면 참조,이러한 구상에 해서는

첫째,개인들에게 이용권만을 부여하는 경우 그러한 이용권은 실제로는 소유권이 아

닌 제한물권에 지나지 않으며,둘째,이러한 이용소유권은 독일연방헌법재 소가 기

본법 제14조의 소유권 보장의 가장 기 가 되는 것은 사익성의 보장과 기 인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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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재 토지,건물을 유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의 우선권을 인정할 지 여부와 그러한 우선권의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이는 이미 그 토지,건물을 유하여 이용 는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 

한 처우 문제이다.완 한 우선권을 인정할 경우는 재의 분배상태를 

공정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하지만 60년 이상 독재

정권의 유지에 기여한 계층에 해서까지 기존에 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에 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것은 법  정의의 실 이라는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그 다고 우선권을 면 으로 부정하는 것

은 그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회경제  혼란으로 인하여 받아들이기 어렵

다.부분  우선권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문제이다.즉,우선권의 내용으로 우선  소유권이 청구권,우선  사용

청구권,우선  임 청구권 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한,이러한 우선

권을 인정하는 신 일정기간 거주를 이 하지 않고 당해 토지가 소재한 

지역에 머무를 것을 부 조건으로 설정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경제통합과정에서 북한주민의 격한 이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

러가지 사회 문제를 완화하는 데에 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동농장

에 우선  이용권 등의 우선권을 부여하고,그 구성원이 농지를 장기 임

하거나 일정한 보상을 받고 동농장을 탈퇴할 수도 있도록 하는 방안

을 생각할 수 있다.

넷째,월남한 남한 주민과 재 유자와의 계이다.월남자의 경우 

토지소유권 회복에 한 기 를 가지고 있는데,월남한 남한 주민에 

하여 원상회복청구를 인정하고 자료상 토지의 치가 확인될 수 있을 경

우 이를 재 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북한주민과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남한 주민간 권리의 충돌이 발생한다. 한,분단 후 장기간이 경과함에 

분권능을 인정하는 것이라 결한 것과 거리가 멀며,셋째,소유권은 시간 인 제한

을 받지 않는 항구 인 권리인데,일정 기간만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을 미리 정하는

것은 타당치 못하고,넷째,기본법 제14조와 독일민법 제903조는 세의 분할소유권

을 극복하고 자유롭고 완 한 소유권을 규정하고 있는데,권능에 따른 분리의 시도

는 그 규정 취지에 맞지 않으며,다섯째,기능에 따른 분할소유권론은 주석학 의

학문상의 오해로부터 기인되어 발 된 세 건 형태로서 이러한 역사 회귀 사

고는 타당치 못하다는 비 이 제기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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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토지의 형상,경계 등이 월남 당시와는 크게 변화하 으며,북한 당

국이 토지를 국공유로 환함에 따라 토지 장원부가 남아 있지 않을 가

능성이 높다는 법 실  문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이러한 실 ,

법  제약에 더하여 월남자의 상당수가 사망하고 그 상속인이 권리를 주

장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북한 주민의 경우 분단 70년의 기간 동안 그 

토지의 가치 상승에 기여한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5.남북 경제통합의 발

가.북한 지역 기업 육성

북한 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통하여 산업 발 을 추진하기 해서는 

통일 직후 경제통합을 추진함에 있어 남북한 산업간 분업 구조 나아가서

는 동북아 분업구조하에서 북한 지역에서 집 으로 육성할 산업을 선

별하여야 한다.기존의 연구를 보면,단기, 기,장기 단계별로 북한 투

자 험도 상,경제  측면(노동집약도,기술수 ,투자규모,공사기간),

안보  측면의 기 에 의하여 북한 진출 유망업종을 선정한 연구179)도 

있고, 북지원이 북한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효과를 계산하기 하여 북

한의 산업연 표를 통계  방법으로 추정하고 북지원의 경제  효과를 

분석한 연구180)도 있으며, 후방 연쇄효과의 크기,경쟁력 확보를 해 

동원할 수 있는 생산요소,산업기반의 정도,기술수  등을 고려하여 북

한의 략산업을 선정한 연구181)도 있다.최근의 연구로 통일 실 시 경

제통합의 수 과 속도에 따라 달라지는 북한 지역의 산업발  여건,국

기업 처리방안,산업투자 활성화방안을 제시한 연구가 있고182),북한의 

179)박태호,“주요 산업별 북한 진출유망업종 선정방안”,통일과 국토 제3호,

2000년 가을호,한국토지공사,2000.10,41-53면 참조

180)신동천,“ 북지원의 경제 효과”,응용경제 제6권 제1호,한국응용경제학회,

2004.6,69-90면 참조

181)이석기,앞의 책(주 63)참조

182)김석진․이석기․양문수,앞의 책(주 6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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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  잠재력과 략을 검토한 후 략 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분

야(경제특구,경공업  IT산업)를 제시한 경우183)도 있다. 한,남북한 

분업  업 구조의 설계라는 측면에서 재 남한의 주력산업 에서 

생산기지 역외 이 이 이루어질 산업이면서 부가가치 자본생산성이 높고 

고졸 숙련공 주 노동집약  산업을 선정한 경우184)도 있다.

독일의 를 보면 동독지역에 한 투자는 외국기업  서독기업에 

의하여 주도 으로 이루어지고,민간자본의 이동은 동독이 경쟁력을 가

지는 제조업분야에서 동독기업의 사유화에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2001년 동독내 기업  서독기업의 수는 15%를 차지하는 반면 고용비

은 38%,매출은 46%,투자 비 은 47%에 이른다.동독 지역내 융자산

을 축 한 기업이나 개인이 부족했기 때문에 동독 지역에 한 규모의 

산업투자는 부분 서독기업이나 외국기업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한 서독기업이 투자를 선 함으로써 2001년 체코나 헝가

리 등 동유럽국가에 비하여 동독의 일인당 외국인직 투자 량(stock)이 

작은 편이다.185)체제 환국의 사례를 살펴보면,산업부문 개발을 한 

각론  과제로 무역자유화와 수출산업 육성,국유기업의 개 , 소기업

의 육성, 신 시스템 개  등이 주요함을 알 수 있다.특히, 국과 베

트남의 경우는 기업의 자유를 보장하여 기업진출장벽을 낮추면서 기존 

국유기업에 하여는 온건하고 진 인 경 개 을 추진하 고,동유럽

의 경우는 국유기업의 사유화를 진 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창업을 활

성화한 방식을 채택하 다.186)

북한 지역에 시장경제질서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경쟁력 있는 북한

기업의 육성은 북한경제의 자생력을 키우고,고용창출효과를 제고하여 

실업문제를 단기간내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생산조직과 련한 정책에서 

가장 요한 이슈이다.독일의 경우 신탁공사의 주된 심은 1994년 폐

183)이석기 외,앞의 책(주 63)참조

184)정형곤 외,한반도 경제공동체 그 비 과 략,서울 학교출 문화원,2009.8,

75-88면 참조

185)김계환,앞의 책(주 63),31-34면 참조

186)김석진 외,앞의 책(주 63),2-1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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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되기 까지 신탁법에 의거하여 ‘법인 환’된 기업들을 분류하여 조

속히 사유화하는 것이었지 동독 산업 체의 경쟁력이나 기업의 경쟁력

을 제고하는 방안에 하여는 무 심하 다.187)독일의 경우처럼 소기

업과 기업의 사유화 작업은 서로 분리하여 시차를 두고 진행하여야 한

다. 소기업의 경우 기업지배구조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지 않으므로 

경 자나 종업원들에게 매각하는 것과 같이 신속하고 간단한 차를 통

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산업발 략

통일 이후 북한지역 산업발 략을 구상함에 있어서 몇 가지 고려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첫째,북한 주민 스스로 북한 지역 경제를 책임

지고 이끌어 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그 다고 재의 북한처럼 

여타 세계 경제와 단 하여 혼자 서는 자립 경제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오히려 개방된 경제체제하에서 남한을 포함한 타국,타지역

과 경쟁할 수 있는 산업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함을 의미한다.북한지역에

서의 산업의 발 은 개인의 창의를 바탕으로 자율과 경쟁에 의함을 그 

원칙으로 하여야 하고,그러한 자율의 이면에는 항상 책임이 뒤따른다.

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하는 이상 경제질서는 자율과 경쟁이 주된 원칙이 

될 수 밖에 없지만 자본주의 역사가 증명하듯이 국가가 자유방임하는 것

은 아니며 경제정의를 하여 분배,재분배 측면에서 국가가 여할 필

요가 있다. 기 자본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북한 경제에 있어서는 지역

균형발 측면에서 국가의 역할이 더욱 요하다.

둘째,경제 체의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산업발 략을 구상하

여야 한다.다만,기후변화측면에서 남한이 부담하는 탄소배출감축량이 

187)김국신 외,분단극복의 경험과 한반도 통일 I,한울아카데미,1994,358면 참조.

자들은 “독일의 경우 민 화정책의 주무 청인 신탁청은 노동생산성이 낮아서 민

화가 아려운 기업의 경쟁력을 육성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보다는 이들 기업을 시장

경쟁에 자연방치하여 산상태에 이르게 하는 등 자생존의 시장경제논리를 단순

히 모든 민 화 상기업에 용하는 오류를 범하 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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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로 북한지역에 용된다면 북한지역내 기단계 산업발 에 큰 제약

요인이 될 것이다.

셋째,산업의 균형발 에 을 두어야 한다.이는 북한내 산업간 

균형발 과 남․북한 산업간 균형발 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 기업 

심의 산업구조가 아닌 소기업이 산업활성화의 주역으로서 일익을 담

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우리 헌법 제119조 제2항과 제123조 제3항

에 의거하여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을 하여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고, 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넷째,안정  산업발 을 이끌 필요성이 있다.남한은 경제개발 5개

년 계획에 의거하여 기의 화학 공업육성단계에서는 공업의 각 분야

를 직  지원․육성하기 하여 정부주도하에 업종별로 개별법을 제정․

시행하다가 공업기반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이후에는 시장경제의 자율․

경쟁원리에 따라 이러한 법률들을 폐지하 는데,북한의 경우는 북한 지

역의 부존자원에 맞는 안정  산업발 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다.투자 우선의 원칙과 외국인투자 개방

통일이 먼  이루어지고 그 이후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경우에 그러

한 경제통합의 발 은 통일 멘이나 동구권국가, 국,베트남 등 앞서 

살펴보았던 사례들에서 보듯이 통일국가의 통합과 안착에 있어 가장 

요한 요소  하나이다.남북간 경제통합은 단기 으로 노동인구의 증가 

 내수시장의 확 를 가능하게 하고 그에 더하여 높은 내부수익률을 기

록할 수 있는 다수의 투자사업도 발굴해 낼 수 있다.개인과 기업,외국

인들이 향후 성장유망지역인 북한 지역으로의 투자를 원활히 할 수 있도

록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투자 련법제를 정비하여 안정 으로 투입한 

자본의 회수,송  등을 가능하게 하고 투자와 련한 법  리스크를 

여  필요가 있다.이러한 측면에서 북한내 기업소와 토지의 사유화에 

있어 과거 원소유자에 한 원상회복의 원칙과 투자 우선의 원칙간 

한 균형 을 찾는 것이 경제통합의 발 에 있어 핵심  이슈이다.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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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게 원상회복과 법  정의의 실 에 치 할 경우 독일통일 기의 사례

에서 보듯이 북한지역으로의 투자를 크게 해할 것이며,그 다고 투자 

우선의 원칙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이 외에도 앞서 언 하 듯이 지역간 균형발  

차원에서 북한지역에도 건 한 자본가들이 등장할 수 있도록 자생  자

본 형성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함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북한내 기업정책은 단순히 국유기업을 조속히 사유화하는 데 을 

둘 것이 아니라 기업 경쟁력,산업 구조조정,실업문제,경제 통합의 재

정부담문제 등을 충분히 고려하며 투자가 우선 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즉,사유화의 시기나 사유화 방안을 논하기 

이 에 투자 련 규제가 최소화되어 다방면에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련 법제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다만,이 경우 북한주민에게 자본형

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가정신이 충만한 자생력 있는 북한기업이 여

러 산업분야에서 등장할 수 있도록 정책  고려를 하여야 할 것이다.

국의 경우 외국기업의 투자시 자국기업과의 합작․합 방식을 통하도록 

하 지만,이는 막 한 크기의 국시장에 한 근 기회를 반 부로 

한 것이어서 시장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북한의 경우에는 사용하기 어려

운 방식일 수 있다.

한,과거 남한 지역의 속한 발 은 시장개방을 통한 활한 국

제시장과의 연계로써 가능하 다.지 과 같이 네트워크화되고 로벌화

된 세계에서는 더더욱 자기만의 시장,스스로의 신 역량만으로 발 해 

나갈 수 없다.이러한 측면에서 통일 이후 북한 지역도 신속한 경제발

을 하여 개방의 원칙을 채택하여야 하며,외국인투자도 그러한 차원에

서 내국투자와 동등한 내국민 우,최혜국 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투자와 련하여 북한 지역의 토지소유권 해결이 투자 환경 형성에 

있어 가장 요한 요인 의 하나인데,이에 하여는 원소유자에 한 

법  정의의 회복을 시하는 입장과 투자 진을 시하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고 언 하 다. 자의 입장은 행 우리헌법이 북한지역에도 그

로 확장되어 규범력이 인정된다면 논리 으로 원소유자에게 토지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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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하는 방식이 사유재산권 보호라는 우리 헌법의 이념과 정신에 가장 부

합하는 방식임을 감안한 것이다.통일방식에 따른 개편원칙,사회  법치

국가 원칙,투자 진의 원칙,이용우선의 원칙 등의 4가지 원칙을 제시한 

견해188)는 후자의 입장이라 할 것이다.경제통합이 우선하고 통일이 후

에 이루어지는 경우는 통일 독일의 경우와 같이 토지를 포함한 미해결재

산권의 처리방식에 하여 방간 합의를 통하여 통일 이후 용될 원칙

을 정하는 과정을 거칠 수도 있다.하지만 통일이 선행하고 그 후에 경

제통합을 추진해야 하는 경우는 그러한 과정 없이 토지소유권 문제를 해

결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한,북한주민의 생존권 보장,과다한 통일비

용,북한내 등기의 부재 등의 차원에서 원소유자에게 토지를 반환하는 

방식은 실 으로 용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수 있으며,일부 토지의 

경우 북한이 1993년 10월 27일 토지임 법을 제정하여 외국기업,외국인

투자자,북한내 기업․단체 등에게 최장 50년까지 토지이용권을 허용하

다는 을 고려하면 이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어야 할 필요성도 있을 

것이다.

제 4  소결

제5장에서는 남북 경제통합에 있어 법제도  과제를 고찰하 는데,

남북통일과 경제통합  어느 것이 먼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제2장에서 

제시한 이론  틀에 따른 법제도  과제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경제통합과 통일의 선후에 상 없이 경제통합을 이끄는 지도이

념으로 우리 헌법상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불가침

의 기본  인권 확인․보장’,‘사회  시장경제질서’를 제시하 는데,이

러한 지도이념은  사회에서 어느 국가든지 따라야 하는 최고의 가치

규범들  경제부문과 련된 핵심 인 것들만을 제시한 것이다.

‘先경제통합-後통일’시 남북한간 경제교류 력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경제통합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 정치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188)이부하,앞의 논문(주 162),7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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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합의 제조건으로 북한 지역내 시장경제질서의 도입이 선행될 필

요가 있다.이질  체제간의 경제통합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재화의 자유로운 이동을 하여 남북간 재화의 거래는 민족내부거래

로서 규정되어 있지만 남북간에는 표 ,제품안 ,소비자 보호를 한 

각종 제도가 상이하므로 이러한 차이를 이거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

하고 서로 재화가 오고 갈 수 있는 제도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한,남북한특수 계를 감안하여 국가간 무역과는 달리 반덤핑조치,상

계 세조치 그리고 긴 수입제한조치를 용해서는 안 된다는 한계가 있

으므로 향후 교류 력의 확 에 따라 특히 북한산 농수산품의 반입 증가

가 남한의 농축수산업에 미칠 향을 감안한 제도  완충장치의 도입을 

남한 농민들이 주장할 수도 있는데,이 경우 남북한특수 계의 원칙  

입장에서 응할 필요가 있다.용역의 이동은 자연인의 이동을 수반할 

가능성이 높고 자본의 이동은 그 효과가 크다는 에서 재화와 달리 

남북간에 진 으로 자유화할 필요가 있다.향후 남북간 용역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경우 각 용역공 의 자격요건,면허요건,용역 공  

표  등을 남북간에 일치시키거나 상호인정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

요가 있으며,자본 거래의 경우 체 융시스템의 안 성 유지측면에서 

북한내 융결제시스템이 남한과 유사한 수 에 도달하기 까지는 상당 

기간 리가 불가피하다.이에 더하여 인력 이동은 남북한특수 계를 반

하여 상당기간 그 제한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다만,향후 통합의 진

정도에 따라 남북교류 력에 한 법률에 따른 남북한 주민 의 제

한이 축소될 필요는 있다.이러한 경제통합이 안정 으로 유지되고 통일

의 과정으로 이어지기 해서는 경제통합의 발 이 매우 요한데,그러

한 측면에서 경제통합의 발 을 한 남북 산업 력이 지속 으로 확

될 필요가 있다.

‘先통일-後경제통합’시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이념 실 에 있

어 많은 어려움이 상된다. 한,경제통합에 있어서도 속도조 이 필요

불가결함에도 불구하고 인력의 이동이 먼  일어나고 그 다음 용역․자

본의 이동,재화의 이동이 뒤따르는 통합순서의 역 상이 발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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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이는 북한지역을 한시 으로 분리하더라도 우리 헌법상 거주이

의 자유를 본질 으로 침해할 수 없으므로 거주․이 에 한 직 인 

제한 즉,허가제를 시행하는 것은 헌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그

러므로,북한 지역에 체류할 동기부여나 유인을 제공하는 등 간 인 

형태로 북한주민의 남한지역으로의 이주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언 하

다.이는 북한내 기업소  토지 등 국유재산의 사유화 과정과 하

게 맞물려 있다.북한내 기업소  토지의 재가치는 어 든 분단 이후 

과거 70년간 북한 주민이 투입한 노동과 시간을 반 하여 형성된 것이

며,그러한 기업소  토지의 진정한 주인은 체로서의 북한 주민이라

고 할 수 있다.바우처 방식에 의한 사유화에 하여 진지한 고민이 필

요한 이유이다. 한,분단이 되지 않았더라면 남한의 농지개 법이  

국토에 시행되었을 것인데 북한 주민들은 그러한 기회를 가지지 못하

고 오히려 북한 정권에 의하여 ‘무상분배’받은 토지를 국유화당하 다.

토지에 한 사유화 과정은 통일부담의 최소화와도 직결된다.독일 통일

의 사례에서 보듯이 과도한 통일부담은 복지지출에서 오는 것인데,우리 

국민기 생활보장법 제2조 제9호에 의거 기 생활수 자 자격요건의 결

정요인  하나인 소득인정액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

산액을 더해 계산되므로 북한주민의 가구별 재산이 기에 많이 형성될

수록 국가에 의한 복지지출부담은 어들 수 있다.세 가지 특수성을 가

진 남북간 경제통합을 박하게 추진하는 것은 통일비용측면에서 불가능

하므로 잠정 으로 북한지역에 설치될 지방자치단체에 경제  분야에서

만큼은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이러한 논의를 

종합하여 ‘1국 2 세구역’방안을 검토하 으며,별도 세구역간 재화시

장,용역시장,인력시장,자본시장의 통합시 법제도  과제에 하여 서

술하 다. 한,통일이 선행하고 경제통합을 그 후에 추진하는 경우에도 

남북 경제통합의 발 이 통일국가의 성공 인 정착에 있어 가장 요한 

요인  하나가 되므로 경제통합의 발 을 하여 북한 지역내 북한기업 

육성 필요성,산업발 략 구상시 몇 가지 고려사항을 제언하고,투자우

선의 원칙과 외국인투자개방에 하여 언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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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결론

통일은 우리 민족의 생존을 한 필요조건이며 한 발 을 해 반

드시 거쳐야 할 문이다.이 과도기의 시기를 어떻게 슬기롭게 리하

여 한민족공동체를 회복해 나가느냐 하는 데 사실상 민족의 명운이 달려 

있으며,그 과정의 일부로서 경제공동체의 경제질서를 어떻게 만들어 나

가느냐 하는 문제는 정치제도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하는 것 못지 않게 

요한 문제이다.

분단 기와는 달리 분단이 장기화되면서 통일을 한 박한 목소리

가 어 들고 동․서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통일비용으로 인하여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없는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는 주장하에 통일을 하지 

말자고 하는 목소리도 생겨나고 있다.하지만 유구한 우리민족의 역사로

부터 오는 통일의 당 성을 언 하지 않더라도 인구통계학  측면,남북

한의 경제구조 등을 감안할 때 통일은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기도 하며,우리의 생존에 있어서도 필수불

가결한 과정이 되었다.앞에서도 얘기했듯이 통일로 인한 부담 때문에 

통일을 미루거나 하지 말자는 주장은 그 본말이 도된 주장이라 할 것

이다.그 다면 우리에게 남는 과제는 어떻게 한국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 으로 통일비용을 리해 내면서 통일을 이룩하느냐 하는 것

이다.이러한 과제를 풀어나감에 있어서 기억해야 할 것은 통일부담이 

고정되어 있는 독립변수는 아니며 우리가 어떤 통일방식을 취하고 어떤 

경제질서를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종속변수라는 것이다.즉,통

일부담은 우리가 어떠한 경제질서를 취하여 통일과정을 리해 나가느냐

에 따라 한국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 이 될 수도 있고 이러한 

통일부담으로 인하여 한국경제가 붕괴될 수도 있는 것이다. 한 표면

으로는 동일한 시장경제질서를 취하더라도 내용  측면에서 국가가 더 

많은 부담을 분담하느냐 아니면 사회 는 기업이 더 많은 역할을 분담

하느냐에 따라서 국가 부문의 통일부담의 크기는 큰 편차를 보이는 것이

다.요컨  우리가 추구할 통일국가의 경제질서를 시장경제질서라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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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북한 지역내 경제질서를 이러한 시장경제질서로 환하는 과정에 

있어 민간의 창의와 개인의 자유를 얼마나 잘 융합시키느냐에 따라 정부

가 부담할 통일의 부담의 크기가 달라지고,정부를 포함한 우리 사회 

체가 부담할 통일 부담의 크기 한 달라진다.

남북한 경제통합은 정치  통일과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경제 통합을 

법제도  에서 바라보면 생산물이나 생산요소의 이동에 법제도  제

약이 있어 별개의 경제단 로 기능하던 지역에 그러한 제약을 제거함으

로써 하나의 경제단 로 동질화시키고 궁극 으로는 공동의 의사결정기

구  법제도를 구축하는 것이다.생산물(재화,용역)과 생산요소(자본,

근로자,토지)의 이동이라는 5가지 자유는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경제질서인 사회  시장경제질서하에서 경제  기본권으로 보장되거나 

직간 으로 연결되어 있어 남북한 경제통합에 있어 핵심 요소이다.

상황에서 남북간 경제통합은 상이한 체제간 경제통합,‘남-북’국가간 경

제통합,분단국간 경제통합이라는 3가지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며,이로 

인하여 남북간 경제통합은 시장경제질서의 도입( 는 체제 환), 의의 

경제통합( 는 시장통합),경제성장의 세 가지 요소가 동시에 작용하며 

이루어져야 하는데,시장경제질서의 도입은 사실상 경제통합의 제조건

으로 작용하며,경제성장은 경제통합의 발 을 하여 필요한 조건이다.

단일시장에서 재화의 자유로운 이동은 경쟁의 자유를 보장할 때 가

능한데 우리 헌재는 이를 업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를 포함하는 직업의 

자유로부터 도출하고 있다.별개의 경제권간 경제통합시 재화의 자유로

운 이동은 세  비 세조치의 철폐를 통하여 보장되는데,남북간 경

제통합시에는 이에 더하여 상품표 , 합성평가 제도,상호인정제도 등

이 마련되어야 하며 WTO 정상 특별한 취 을 받는 농산물의 경우에 

한 별도의 조정제도가 필요한지를 단하여야 한다.용역의 자유로운 

제공도 재화의 자유로운 이동과 마찬가지로 기업의 자유, 업의 자유,

경쟁의 자유,계약의 자유 등에 의하여 보장되며,이에 더하여 용역이 자

연인의 행 에 직간 으로 연결되므로 거주․이 의 자유와도 직결된

다.세계무역기구 정상 용역 공  방식은 국경간 공 (모드 1),해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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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모드 2),상업  주재(모드 3),자연인의 주재(모드 4)로 나뉘는데,‘국

경간 공 ’에서는 자 ․비 자  수단에 의한 통신의 자유가 보장되

고 용역 수입국에서의 용역과 련한 표  등 국내규제를 합치시켜야 할 

것이다.‘해외소비’는 자연인의 신변보장과 거주․이 의 자유와 련이 

있고,‘상업  주재’는 용역분야에서의 투자의 자유를 의미하며,‘자연인

의 주재’는 거주․이 의 자유에 더하여 각종 자격의 상호인정여부가 핵

심  과제가 된다.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은 업의 자유와 투자의 자유 

보장,단일화폐 사용, 융인 라 조성으로 가능하게 되며,인력 이동의 

자유는 거주이 의 자유,직업선택의 자유,근로3권과 련되어 있다.완

한 경제통합이 이루어지기 해서는 토지에 하여도 거래의 자유(계

약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되어야 하지만 토지는 유한성,고정성,비 체

성,재화생산의 본원  기 로서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강한 공공성을 

보유하므로 본 고에서는 ‘토지거래제도의 통일’이라고 명명하 다.

본 고에서는 타국의 경제통합사례를 고찰하 는데,재화,용역,인력,

자본의 이동뿐만 아니라 남북간 경제통합의 특수성을 반 하여 조약 등

의 승계(남-북 국가간 통합,상이한 체제간 통합),몰수재산권(분단국간 

통합),자치권 부여(남-북 국가간 통합)를 살펴보고 시사 을 도출하 다.

경제통합  체제 환사례로 독일, 멘, 국-홍콩,유럽-동구 공산권국

가,베트남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우리에게 제공하는 시사 도 많았지만 

각국의 역사 ,정치․사회․경제  조건들이 상이함에 따라 용상의 

한계도 있음을 알 수 있다.시장경제질서로의 환은 통상 진  방식

과 진  방식으로 구분하는데,동독과 동유럽국가는 진  개 이외

의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반면, 국과 베트남은 가격자유화  시

장경제질서의 도입에 있어 진  방식을 채택하 다.사유재산제를 도

입함에 있어서 통일 독일은 기에는 몰수토지에 하여 원물반환을 원

칙으로 하고,원물반환이 어려운 경우 보상을 제공하 으며, 국과 베트

남은 토지의 국유 는 집단소유제를 유지한 가운데 배분당시 재의 

유자에게 토지사용권을 배분하는 방식을 사용하 다.사유재산제를 도입

함에 있어 그 기반이 되는 등기제도의 확립이 매우 요함을 멘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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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사례에서 알 수 있다.유럽연합은 단일화폐를 도입하고 경제정책까

지 조화시켜가는 과정에 있어 경제통합의 모범사례로서 재화의 자유로운 

이동측면에서 세부과  수량제한을 지하고 반덤핑 세나 상계조치 

신 경쟁법의 엄격한 용을 추진하고 있음을 여겨 볼 필요가 있다.

자본 이동에도 원칙 으로 제한을 두지 않고 솅겐조약 등을 통하여 인력 

이동의 자유까지 보장하고 있음은 남북한간 진  통합의 방향을 제시

하는 사례라 할 것이다. 국은 홍콩․마카오에 장기간의 고도의 자치권

이 보장된 특별행정구를 설치하 는데,그 요체는 국제 으로 독립된 

세구역으로 세계무역기구에 별도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러한 독립 세구역의 형태는  다른 형태의 남-북 국가간 

결합으로서 경제 력개발기구나 세계무역기구,국제통화기  등의 국제

기구상 의무나 국제환경 정상 의무를 이행하는 여건이  다른 우리

와 북한간의 결합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다만,우리는 동일한 시장경

제체제에 의한 통일을 지향하고 있어 국-홍콩과 같은 일국양제는 아니

며, 국-홍콩간에는 호구제를 통하여 거주이 의 자유가 상당히 제한되

고 있는 상태여서 이러한 일국양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도 유의할 필

요가 있다.다만 헌법에 특별행정구를 설치할 근거를 마련하고,인민 표

회의(우리의 국회)에서 법률로 그 내용을 정하도록 한 은 참고할 필요

가 있다.

이와 같은 이론  틀과 사례에서의 시사 을 바탕으로 남북간 행 

경제 법제를 살펴본 후 ‘先경제통합-後통일’의 경우와 ‘先통일-後경제통

합’의 경우로 구분하여 경제통합을 한 법제도  과제를 고찰하여 보았

다.경제통합의 지도이념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불가침의 기본  인권 확인․보장,사회  시장경제질서를 제시하 는데,

‘先경제통합-後통일’의 경우는 통일부담측면에서는 부담이 가장 은 경

우가 될 터인데,이 경우 시장경제질서 도입,국제경제법  요인(민족내

부거래의 외 인정)등을 감안하여 우리가 체결하고 있는 타국과의 

FTA, 국-홍콩간 CEPA나 국- 만간 ECFA 등과 같은 경제 력 약

이 남북간에도 유용한 경제통합의 도구가 될 수 있다.즉,남북통일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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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특수성을 고려할 때 시장경제질서 도입으로 이질  체제간 통합이

라는 특수성을 극복하고,남북경제통합으로 남-북 국가간 격차를 해소하

며,경제 력 약으로 민족내부거래에 한 최혜국 우 반 제기 가능

성을 차단할 수 있다.다만,경제통합의 순서는 재화시장→용역․자본시

장→인력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재화의 자유로운 이동과 련하여 

남한내 경쟁력이 낮은 일부 품목에서는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여  것

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先통일-後경제통합’의 경우도 남북간 1인당 국민총생산 규모 격차,

노동․사회복지제도의 수 의 격차를 감안할 때 독일과 같은 편입방식의 

통일은 사실상 용불가능하므로 진 으로 경제통합을 추진함이 불가

피하며 이러한 진  경제통합의 일환으로 최근 경제학자들을 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한시  분리운 방안’을 법제도 으로 검토해 보았다.

즉,동 방안은 체로 북한지역내 독자  화폐의 한시  운용,북한주민

의 남한으로의 취업을 한 이주에 취업승인을 통한 제한을 주된 내용으

로 하고 있다.비록 한시 이지만 북한 지역에 독자  화폐를 통용시키

는 것이 헌법상 용인되는 것인지 그리고,취업승인을 통하여 북한주민의 

남한지역으로의 이주를 제한하는 것이 거주이 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

하는 것은 아닌지,지방자치조항과 충돌을 일으키는 부분은 없는지를 살

펴 보았으며,이러한 논의를 종합하여 ‘1국 2 세구역’의 도입을 제시하

여 보았다.독자  화폐(은행권)를 한시 으로 운용하는 것은 국(스코

틀랜드,북아일랜드,기타 속령)의 사례와 우리 헌법에 화폐 련 명문규

정이 없고 습헌법으로도 보기 어려운 을 감안하면 헌법 반으로 보

기는 어렵다. 한,거주이 의 자유는 이를 허가의 방식으로 제한한다면 

행 헌법상 거주이 의 자유의 본질  내용을 침해하고 직업선택의 자

유,비례의 원칙,남북주민간 평등권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북한 

체류 주민에 한 건물․토지 재산권 부여시 우 조치나 북한 체류 주민

과 이주민간 북한 화폐에 의한 동일한 수 의 사회 보장 혜택의 부여,

남한 지역에서 북한 지역 주민을 고용하는 고용주에 한 경제  부담의 

증가 등의 간 인 방식을 제안하 다.한편,‘한시  분리 운 방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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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조약승계와 련된 논 을 간과하고 있는데,남한만이 가입한 국제

기구(WTO,OECD,IMF등)와 북한만이 가입한 국제기구(77그룹,국제철

도 력기구)상의 회원국 지 와 의무,남한이 자발 으로 제시한 기후변

화 약에 의한 쿄토의정서상 감축 목표 등을 감안하여 최 의 승계방안

을 고민하여야 한다.

어떠한 상황에서 통일을 추진하더라도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법치주

의 이념과 남북간 경제통합이 가진 세 가지 특수성을 히 고려할 필

요가 있다.세 가지 특수성을 지닌 남북간 경제통합을 박하게 추진하

는 것은 통일비용측면에서 불가능하므로 경제 역에서만큼은 잠정 으로 

북한지역에 설치될 지방자치단체에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을 부여하여

야 한다. 행 헌법이 규정한 지방자치제도에 의하여서는 이러한 지방자

치단체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통일헌법 제정시 이를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통일이 선행하고 경제통합이 뒤따르는 경우에서 만약 허가제

를 통하여 거주․이 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보거나 그러

한 거주․이 의 자유에 한 제한을 통일헌법에 규정하여 형식 으로 

헌론을 배제하는 경우에는 이 논문에서 서술한 것과는 달리 한시  분

리가 좀 더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사회복지 수 의 분리나 화폐 

분리도 그만큼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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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Legal and Institutional Study on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Wan Ki Kim

The Graduate School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s a different concept 

from Korean unification. Economic integration is, from a legal and 

institutional viewpoint, about removing legal and institutional restraints 

between two economic entities, where restricted movement of products(i.e. 

goods and services) or factors of production(i.e. capital, labor, and land) has 

been forcing them to function as separate economic entities, so that they 

can be assimilated into a single economic entity and that they, thus, can be 

run by single legal institution and single decision-making body. Under the 

current circumstances, inter-Korean economic integration would have three 

specific characteristics: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different political 

systems,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north-south' states, and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divided countries. Therefore, the process of inter-Korean 

economic integration should require introduction of market-economy order, 

economic integration in a narrow sense, and economic growth. In fact, 

introduction of market economy order is a prerequisite for economic 

integration in the narrow sense, and economic growth is needed for 

development of economic integration.  

   Under the social market economic order prescribed as national economic 

order in South Korean Constitution, free movements of products and factors 

of production are guaranteed through basic economic rights or are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related to such rights. But the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Koreas makes it hard to fully guarantee such freedoms of 

movement during the process of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Based on the aforementioned theoretical framework for 

economic integration, i.e. five freedoms of movement of products and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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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production, this thesis looked at examples of Germany, Yemen, Viet 

Nam, China, and EU, and explored their implications for inter-Korean 

economic integration. In addition, this thesis identified the gaps in laws and 

institutions between the two Koreas via comparison of their economy-related 

laws and institutions, and finally examined legal and institutional tasks for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Legal and institutional tasks were examined under two different 

scenarios: economic integration preceding political integration scenario and 

unification preceding economic integration scenario. Before that, it was stated 

that regardless of how economic integration and unification would proceed 

going forward, the whole process of economic integration should be guided 

by assurances of human dignity and worth,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and the fundamental and inviolable human rights of individuals as well as 

social market economic order.

   In the current economic situation, gradual economic integration will be 

the least problematic approach in terms of burdens of unification. If 

economic integration precedes unification, given the three characteristics of 

inter-Korean unification, introduction of market-economy order can help 

overcome the unique situation of integration between the two different 

systems, and economic integration using such legal and institutional tools as 

South Korea's FTAs with foreign countries, CEPA between China and 

Hong-Kong, and ECFA between China and Taiwan can narrow the gaps 

between 'north-south' states and prevent potential issues that might be raised 

in relation to violation of most-favored nation treatment. Economic growth is 

also important for the stability and development of integration under this 

scenario.

   If unification precedes economic integration, given the gap in per-capita 

GDP, levels of minimum wage/welfare systems, etc. between the two 

Koreas, unification via Germany's absorption-based approach is practically 

not applicable to the Korean peninsula. Therefore, this scenario would 

require gradual integration, too. The recent discussions on 'temporary split 

operation of North Korean economy' among economists were examined in 

the legal and institutional context. The legal and institutional issues 

surrounding the 'temporary split operation' discussions are centered around 

whether or not allowing a separate currency in the North Korean regions is 

constitutionally applicable, whether using approval on employment to restrain 

movement of North Koreans to South Korea implies excessive constraints on 

the freedom of residence and the right to move at will, and wh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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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orary split operation conflicts with the provisions on local autonomy 

prescribed in the South Korean Constitution. 

   Given the examples of the United Kingdom and the fact that current 

South Korean Constitution does not have any currency-related provision, 

temporary use of a separate currency (bank note) would not be considered 

as constitutional violation. If freedom of residence and the right to move at 

will is restricted by permission, it might violate the essential aspect of the 

freedom of residence and the right to move at will as well as freedom of 

occupation stipulated in the current Constitution of South,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nd right to equality. Therefore, this thesis suggested such 

less restrictive measures that would increase economic dis-incentives for 

North Korean citizens to move to rich South Korean region as granting 

preferential treatment to those residing in the North Korean region when 

they are given property rights to immovables, providing providing similar 

levels of social welfare benefits to North Koreans regardless of residence, 

and/or increasing economic burdens on employers who hire North Korean 

employees in the South Korean regions(i.e. imposing same burdens for 

employing North Koreans as when employing South Koreans).

   Under this scenario, as a conclusion, the North Korean region after 

unification should be temporarily designated as a separate customs territory 

and local autonomous bodies to be established there should be given 

high-level autonomy with regard to legislation and administration in the 

economic matters. The fact that the current constitutional provisions on local 

autonomy do not allow establishment of such local autonomous bodie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when establishing the Constitution of a unified 

Korea. Because the economic order to be applied in the North Korean 

region will be social economic market order like that of South Korea, this 

'One country, two customs territories' concept is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that of China's 'One country, two systems'.

Keywords: Unification, Economic integration, Economic constitutional order, 

Legal and institutional integration, Intra-Korean commerce, 'One 

country, two customs territories',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Laws and regulations applying to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Student Number: 2009-3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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