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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통일은 우리가 경험치 못한 미래의 사실이라는 점에서 통일 후 발생할

수 있는 정치·사회·경제적 문제를 정확히 예측하고 대비한다는 것은 매

우 어려운 일이다. 남북한의 통일과 관련된 중 가장 중요한 이슈는 역시

낙후된 북한 경제 재건을 통한 통일한국의 발전일 것이다. 북한이 소유

하고 있는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처리는 북한 경제 재건과 발전을

위한 토대마련에 매우 중요하다. 독일을 포함한 동구권 국가들은 사회주

의체제가 붕괴되고 자본주의체제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시

행착오를 겪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특히 통일 후 북한주민의 동요

와 혼란을 최소화하고 질서있는 통일 한국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북

한의 토지, 주택, 산업재산 등에 관한 사유화 문제는 중요한 어젠더라 하

겠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독일, 중국, 러시아, 동유럽 체제전환국가

및 미군정청의 사례를 분석하고 통일 후 국유재산에 대한 소유권 분쟁과

헌법, 법률 등의 충돌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진정한 통일한국의 경제통합

과 화합을 위하여 통일 후 북한의 국유재산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자산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구의 설립

과 운영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 보면 첫째, 통일 후 북한의 국유재산은 북한 주민들의 생활

안정, 북한지역의 신속한 재건 및 경제통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재국유화를 통한 사유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평

가된다. 구소유자를 찾아 반환하거나 보상하는 방식은 사회정의 원칙에

충실한 이상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으나 원소유자 확인의 어려움과 반환

소송 등으로 인한 갈등, 개발 및 투자 지연, 천문학적인 재정부담을 감안

할 경우 현실적으로 그 실현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둘째, 북한 국유재산의 자산별 관리방안으로는 농경지는 북한의 높은

농업비중과 농업 인력의 고용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북한주민에게 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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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점유권이나 장기임대, 우선 매입권 등을 부여하여

최소한의 생활여건을 보장하고 협동농장은 분배과정의 부작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면서 경작자들에게 일정 면적의 지분이 배분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주택의 경우에는 북한주민의 생활안정화와 남한으로의 대

량 이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거주자 위주의 임대 및 우선 매입권을

부여해야 한다. 임대료 또한 북한주민의 지불 능력과 경제 상황을 고려

하여 무상사용이나 보조금 지원을 실시하고 단계적인 현실화를 실현하여

야 할 것이다. 기업자산의 경우에는 산업별로 경영 상태와 성장 가능성,

북한주민의 대량실업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 부분을 감안

하되 남한의 산업 현황 등을 고려하여 구조조정과 사유화를 진행하여야

한다. 셋째, 북한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업무

효율성과 일관성 확보, 환경 변화에 대한 즉각적 대응, 그리고 경제적 이

익 창출 보다는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정

부 산하의 준행정기관의 성격을 가진 전담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는 북한 국유재산 관리와 연관되어 다루어야 할 주제와

분야가 많고 다양한 관계로 연구가 세부적으로 논의되지 못하고 거시적

관점에서 논의되었다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독일 위주의 사례연구, 토지 사유화, 보상 방법 등의 단편적인 연구에서

한발 나아가 다수의 문헌과 해외 사례 등을 바탕으로 통일 후 북한 국유

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과 전담 기구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

와 절차를 살펴 볼 수 있었다.

통일 후 북한의 체제전환과정에서 오는 혼란과 시행착오, 재정부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국유재산 관리와 사유화를 위한 통일헌법

마련 등 세밀한 정책 준비와 마련, 선제적인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

특히 통일한국을 대비할 수 있는「통일한국 국유재산법」마련을 위한 심

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주요어 : 국유재산, 사유화, 전담기구, 통일, 체제전환

학 번 : 2016-2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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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통일 후 북한지역의 경제적 재건은 한반도 통일에 있어 중요한 해결과

제의 하나이며, 이는 사유재산권을 근간으로 하는 시장경제체제로의 전

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즉, 우리의 자유주의적 소유권 개념이 북한지역

에 도입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북한지역 국가소유 재산의 소유권 재편

은 피할 수 없는 명제라 할 것이다1). 사적소유제도에 기초한 소유권제도

의 재편 및 확립은 북한사회의 체제전환에 가장 긴요한 요소이고, 소유

권제도의 변화는 체제전환의 출발점이면서 동시에 성공적인 체제통합 여

부를 결정할 열쇠이다. 통일 독일의 경험으로 볼 때 소유권 제도 재편의

조기해결은 통일과정에서는 물론 통일 후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가장 긴

요한 과제인 것이다. 이와 같이 통일대비 핵심 정책과제 대부분은 북한

지역 국유재산관리와 연관성이 매우 높다. 남북 균형발전과 신속한 사회

안정을 실현하고, 통일재원 확보 등을 위하여 통일 후 북한지역 국유재

산관리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즉, 통일 이후 시장경제 체제로의 안정적

전환, 북한지역 경제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국유재산권 및 사유재산권

의 정립은 필수적이다. 아울러 재산권 확립은 경제적 논리뿐만 아니라

법․정치적 판단과도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이므로 체계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높은 북한지역 국유재산관리는 시장경제체

제 전환, 북한경제 재건, 통일재원 확보 등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특히 통일 이후 북한의 국가소유 토지·주택·기업의 소유권 재편은 사

회주의 체제를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

다. 토지·주택·기업 등에 대한 사유화 문제는 개인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1) 이병기, “통일 후 북한지역 국유재산 해체를 위한 법적 방안”, 행정법연구 제

32호, (서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2),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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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절차와 방법 여하에 따라 사회경제적 파

급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즉, 사회제도 중에서 토지·주택 등에 대한 소유

제도는 인간의 삶에서 필수불가결한 본원적인 생산수단을 규율하는 제도

라는 점에서 그 재편의 방향에 따라 국민의 경제생활과 사회·문화적

가치체계가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본 연구의 목적은 통일 이후 북한 지역의 국유재산2) 사유화를 위한

기본방향 설정 및 재산별 사유화 방안을 도출하는데 있다. 즉, 북한지역

국유재산 기본관리방향을 북한주민의 대량 이주를 방지하고, 일정기간

국유재산을 활용하여 북한주민의 초기자산형성과 사유화에 따른 형평성

제고로 설정하고 사유화 방안을 수립하고자 한다. 또한 북한경제의 효율

적 회복을 지원하며, 시장경제화를 촉진하는 토지·주택·기업의 종합적인

사유화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아울러 통일 이후 진정한 남북한

경제통합과 화합을 위하여 통일 후 북한의 국유재산에 대한 가장 효율적

인 자산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구

운영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체제전환 시기 사회주의 국가들은 공통적

으로 광범위한 재량권을 지닌 정부주도의 추진조직을 설립하여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국유재산 관리정책을 집행하였다. 따라서 통일 이후 북한지

역 국유재산을 관리하게 될 전담관리기구의 설립·운영 방안 뿐만 아니라

조직형태 및 구성, 주요 업무, 관리감독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차별화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통일

후 북한지역 국유재산관리 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독일,

중국, 러시아, 동유럽 체제전환국가들의 사례를 분석하고 통일 후 국유재

산에 대한 소유권 분쟁과 헌법, 법률 등의 충돌로 인한 경제적 ·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2) 우리나라(남한)는 국가소유 재산을 ‘국유(國有)’, 지방자치단체소유 재산을

‘공유(公有)’로 구분하고 각각 국유재산법과 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에서

이를 규율하고 있으나 북한의 경우 이를 구분할 실익이 없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국·공유재산’이라 표현하지 않고 편의상 ‘국유재산’으로 통칭하여 기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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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통일 후 북한의 국유재산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이 북한의 토지에 대한

사유화 방안과 관리 및 개편 방향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논의는 동독

과 서독이 통일이 된 이후 통일 독일을 모델로 하여 더욱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과거에는 주로 북한이 불법단체라는 점을 전제로 북한의 국

유재산 처리 방안을 연구하면서 여기에 독일식의 사유화 방안과 동구권

사회주의체제 국가들의 체제전환 사례 등을 살펴보곤 하였다.

석윤태(2006)는 통일 후 북한의 국유부동산에 대한 처리방안으로 보상

증권에 의한 보상을 주장하면서 소유권이 불분명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이를 다시 재국유화 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북한 주민의 생존권을 보

호하고 실점유자의 이용권이 중심 될 수 있는 국유부동산 관리를 살펴보

았다. 박영철(2012)은 통일 후 북한의 토지를 관리하기 위한 추진전략으

로 토지 공개념을 바탕으로 북한지역의 토지조사를 실시하여 토지소유와

이용 체계의 단계적 확립을 고찰하였다. 김성욱(2006)은 통일방식(흡수통

일 또는 합의통일)에 따른 토지 소유제도의 재편과정을 연구하면서 북한

지역의 몰수된 토지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로도 소유권의 회복은 허용되

어서는 안 된다고 입장을 나타낸 반면, 변우주(2015)는 북한주민의 경제

생활 유지와 체제전환으로 인한 급격한 변화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실제 토지이용자인 북한주민의 보호를 주장하면서 장기 토지임대제도의

마련과 점진적인 사유화를 주장하였다. 성연동 외(2006)도 북한의 토지

소유자를 보호하면서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점진적 정비와 함께 이를

위한 조사본부와 같은 기구 설치를 주장하였다.

최막중 외(2015)는 남북한주민의 자산불균형을 해소하고 북한주민의

남한으로의 대규모 이주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북한주민이 경작

하고 있는 농지나 주택의 이용권과 점유권 등을 북한주민에게 재분배하

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류인호(2015)는 북한지역 토지소유권의 사유화 방안으로 사회공

익성을 위하여 북한의 토지 중 공공용지를 우선 확보하고 잔여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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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토지기준가격에 의해 일반국민에게 공개입찰을 하는 “토지공공임

대제도”와 통일 전 북한주민들이 가지고 있던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인

정하지 않고 통일 이후에는 모든 토지를 국유화한 후 개인에게는 사용

또는 이용권만을 인정하는 “토지공공임대제도”의 시행을 주장하였다.

김성욱(2015)은 토지와 관련한 남북한의 법률통합의 필요성을 제기하

면서 현재 북한의 토지 이용 및 사용행위에 대한 법적성질을 정확히 파

악하여 이를 통일 후 사유화 방향과 이를 추진할 기반이 되는 특별법 제

정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함을 제시하였다. 특히 북한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 농지, 산림 등의 이용행위에 대한 민사법상의 권리

를 통일 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이와 관

련되어서는 김상용(2012)은 북한은 토지의 사적소유를 인정하지 않기 때

문에 북한의 토지를 일종의 공물3)로 본 후 북한의「토지법」및「민법」

에 의한 토지이용은 남한의 공물의 일반사용 내지 보통사용에 비교하고

북한의「부동산 관리법」에 의한 허가이용은 남한의 공물의 허가사용에,

북한의「토지임대법」에 기한 토지이용권에 의한 토지이용은 남한의 공

물의 특허사용에 비교될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북한 정권에 의하여 강

제 몰수된 재산에 대한 보상 문제와 관련하여 류해웅(1991)은 원소유자

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할 경우 몰수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

실상 소급평가가 불가능하고 가격수준도 합리적이지 않는 반면에 보상시

점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되어 개발이익의 사

유화를 초래하고 재정 부담이 크다는 문제점을 주장하였다. 최철호

(2009)는 통일 후 북한지역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서 토지공개념에

입각하여 개인이나 사기업이 일정 면적 이상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토

지소유상한제와 토지공공임대제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오성식 외

(2005)는 북한의 토지소유권 처리방안을 남북체제와 독일의 통일과정을

통하여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남한체제로의 흡수통일, 특별법

3) 남한의「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을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학문상으로는 행정주체가 그 물이 가지는 사용가치에 의하여 행정목적달성에

직접 제공하는 공물과 그 물이 가지는 재산에 의하여 행정목적 달성에 간접적

으로 제공되는 사물로 구분하여 공물에 대한 특별한 법적 규율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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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통일 비용 마련, 원소유자 보상 등을 해답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김성욱(2014)은 몰수재산권의 해결문제와 관련하여 남북한이 현재 국제사

회에서 국가성을 인정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합의통일 방식을 전제

로 몰수재산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김병연

(2015)은 북한주민의 사적 부문(소상공인) 경제활동 확대를 위하여 독일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본 거래세 및 재산세 폐지 등과 같은 창업 관련 규제

완화와 행정적 절차 간소화를 제시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종합적인 대

안제시보다는 토지 사유화, 통일 방식에 따른 보상문제, 독일이나 동구권

의 체제전환 사례 연구 등 특정 부문을 위주로 한 단편적인 연구가 대부

분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다수의 문헌과 해외 사례 등을 바탕

으로 통일 후 북한 국유재산에 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마

련해보고자 한다.

제 3 절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토지·주택·기업의 소유권 구조 및 현황을 분석

하고, 통일 이후 북한지역 국유재산의 사유화 방안 마련을 위해 독일,

러시아, 동유럽, 중국, 베트남 등 체제전환 국가들의 사유화 사례를 법

률적·제도론적 접근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법률적·제도론적 접근 방법은

특정 법률이나 제도가 사회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며, 시간적·공간적

중요성을 찾고자 하는 접근방법이다. 따라서 체제전환국가에서 시행한

사유화 법률 및 제도 분석으로 사회에 미친 영향을 도출할 수 있을 것

이다.

특히 사유화 법률이나 제도의 발생동기, 발생과정, 성과 등에 중심을

두고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것을 근거로 통일 후 북한에 적용

가능한 사유화 기본방향, 사유화 대상, 사유화 방식, 관리전담기구 설립

방안 등을 모색하여 사적소유권 확립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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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연구 분석틀

즉, 체제전환국들의 사유화 사례를 법률적·제도적 접근을 통해 사유화

기본방향, 사유화 대상, 사유화 방식, 관리전담기구로 분류하여 분석하

고자 한다. 각 사례가 갖는 장단점을 비교·분석하고 이러한 사례들이

통일 후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 남북한 통일시 가장 효율성과 형평

성이 높은 사유화 방안을 제시하고자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지역 국유재산의 관리 및 전담기구 운영에 관한 구체적 방안을 도출

하고자 한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및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제2장에

서는 통일의 개념과 방식, 체제전환과 사유화에 대한 개념 및 법적 쟁

점을 논의하고 기존 선행 연구들에 대하여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북한

의 경제와 산업동향, 국유재산 현황 등을 살펴본 후 북한의 자산 소유

권의 구조와 변천사를 알아보고 동시에 남북한에 대한 이해와 비교를

위하여 남한의 현황을 살피고 제4장에서는 체제전환국가들의 자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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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원칙과 전담기구의 역할, 자산별 관리 방안 등을 살펴보고 이에 따

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통일 후 북한지역의 국유재산관리 기구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자 독일 통일 후 재산관리를 담당했던 연방재무부

(BMF;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우리나라의 기획재정부) 산하의

독일 신탁청(THA; Treuhandanstalt)에 대한 설립과정, 설립목적, 법적지

위, 조직 및 기구의 변천, 성과 등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아울

러 남한의 국유재산 관리 현황과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통일 이전 우리

가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과 통일 이후 예상되는 쟁점사항을 분

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북한지역의 국유재산

관리는 북한경제의 안정적 발전과 시장경제에 적합한 효율성과 형평성

을 제고하고 남북공동번영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북한국유재산의 관리와 이를 전담할 기구(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통일과정과 형태에 따라 통일 후 적용될

법적 근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박승일, 2014) 남북한의 통일형태는 남

한주도의 북한의 사회주의체제를 남한의 자본주의체제로 전환하는 평화

적인 흡수 통일4)의 방식을 전제하고자 한다.

4) 대한민국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 국가의 평

화통일정책 수립 및 추진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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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연구의 내용

통일에 따른 쟁점 사항

체제전환과 사유화의 이론적 논의

북한의 자산 및 경제, 소유권(법률) 현황

토지 주택 기업

체제전환국 사례(자산별 사유화 방식)

종합 분석

통일 후 북한 국유재산의 관리 및  
전담기구 설립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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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

제 1 절 체제전환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체제전환의 개념 정의

동유럽과 러시아를 비롯한 CIS국가(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5) 그리고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에 대한 논의와 연

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명확하게 ‘체제전환’ 개념이 정립된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이 상존해 있다. 체제전환에 대한

활발한 연구와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념 정의가 확립

되지 않은 것은 여러 논문에서 동일한 용어가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유사한 용어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경향이 적지 않기 때문이

다. 예를 들어 중국은 여전히 스스로 사회주의 국가라고 명명하고 있으

며, 체제전환이라는 용어 보다는 체제개혁, 개혁·개방이라는 용어를 사용

하여 표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체제전환, 체제이행, 체제개혁 등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하위개념인 단일전환과 이중전환, 순차적 개혁과 동시

적 개혁 등도 보다 명확한 개념 및 용어의 정의가 필요할 것이다.

구소련의 철학자이자 경제학자였던 니콜라스 부하린(Nicholas Bukharin)

이 체제의 ‘전환(Transformation)’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였다. 부

하린이 정의한 체제의 ‘전환’이란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산주의 사회로의

변형되어 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전까지 이와 같은 변형과정을 의미하

5) 독립 국가 연합(CIS)은 1991년 소련이 해체되면서 소련에 속해있던 공화국

중 11개국(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몰도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

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으로 구성되

었으며 이후 2008년에 그루지야(1993년 가입), 2014년에 우크라이나가 탈퇴하여

현재는 9개 회원국이며 투르크메니스탄은 준회원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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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용어로는 일반적으로 ‘이행(Transition)’을 주로 사용하였다. 일반적으

로 사용되던 이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부하린이 전환이라는 용

어를 사용하여 변형과정을 표현한 것은 사회주의의 목적의식을 강조하고

자 한 것으로 보인다. 즉 고대에서 중세로의 자생적 질서 변형 과정은

이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 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변형과정은 자생적 질서 변형이 아닌 목적의식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이뤄져야하므로 전환이란 용어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조준현, 2015).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인위적 변화는

‘체제개혁’과 ‘체제전환’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체제개혁이란 정치 및 사

회구조 전체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아닌 부분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즉 기존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토대 위에서 급속한 단절을 회피

하고 기존질서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변화를 추진하기 때문에 급격한 그

리고 완벽한 변화를 포함하는 혁명과 구분된다. 이에 따라 중국, 베트남,

라오스 등 동아시아 사회주의 국가들처럼 사회주의의 정치·사회구조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경제체제를 변화한 형태는 체제개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동유럽, 러시아를 비롯한 CIS 국가들처럼 기존의 정치·경제·사회

구조 등을 전면적으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변형한 형태는 체제전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체제전환’이란 한 국가의 정치체제와 경제체제가 변화되는 것을 의

미하는데 일반적으로 체제전환국이라 함은 계획경제(Planned Economy)

에서 시장경제(Market-based Economy)로 이행한 국가들을 지칭한다(이

동소, 2011). 이를 좀 더 살펴보면 Charles F. Andram(1998)은 체제변화

(system change)라는 것은 체제 내에서의 변화(change within the

system)와 체제간의 변화(change between the system)로 구분하였는데

그 변화의 정도에 따라 체제 내에서의 변화를 체제개선과 체제개혁으로

구분하였다. Phillip J. Bryson & Gary C. Cornia는 체제개선(system

improvement)을 사회주의 계획경제안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

고자 하는 것이라 정의하였는데 체제개혁은 사회주의 틀 안에서 일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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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주의 기능을 수정하고 여기에 자본주의적 요소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이해정, 2015).

조동호(2010)는 이러한 체제내 변화는 기본적으로 기존 체제 내에서의

개선을 의미하는 것이고 체제 자체의 개혁은 아니므로 그 개혁의 정도가

체제유지적 경제개혁이라는 특징을 가진다고 한다. 체제전환은 사회주의

정치체제와 계획경제 체제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체제로 전

환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단순히 정치·경제체제 뿐만 아니라 법률과

제도, 문화, 가치와 신념 등 모든 것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로 변화된

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정형곤, 2010).

2. 체제전환의 유형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전환은 경제와 정치 중 어느 쪽에 더 중심6)을

두고 변화를 추진하는 것이냐에 따라 이중전환과 단일전환7)으로 구분

할 수 있다(박제훈, 2000, 이무철, 2008). 이중전환은 정치체제와 경제체

제 개혁이 동시에 이루어지거나 정치개혁을 통하여 경제개혁이 이루어지

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러시아와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에서 그 사례를 찾

아볼 수 있다. 단일전환은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이 정치개혁보다는 경제

개혁을 중심으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중국과 베트남은

공산당의 정치체제와 국유제에 따른 사회주의적 소유제도8)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경제제체의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이해정, 2015).

6) 독일의 경우 동서독 통합시 경제통합의 논리가 정치논리에 압도된 것이 특

징인데 그 중 급진적 화폐통합과 고환율 교환은 독일 정부가 화페통합을 통하

여 동서독간의 경제적 격차를 해소시키려 했던 의도를 매우 어렵게 만든 사례

였다. 경제적인 격차 해소는 궁극적으로 동독 경제가 나아져야 가능한 문제이지

단순히 화폐통합을 통하여 실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통일부, 2009).

7) 이중전환국들은 대체로 개혁 초기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겪어 경제성장이 위

축된 반면 단일전환국들은 대체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경험한 것이 특징이다.

8) 중국과 베트남은 주요 생산수단인 토지의 사적 소유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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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전환 방식도 개혁의 추진속도와 범위에 따라 급진주의 방식과 점

진주의 방식으로 구분 할 수 있는데 급진적 개혁주의자들은 시장의 자율

조정 기능을 강조하면서 중앙계획적인 시스템이 신속히 경쟁시장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하면서(Josef C. Brada, 1993) 시장경제적인 틀이 도입

되지 않으면 사유화가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없고 이로 인한 분쟁으로 인

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Lawrence

King, 2003). 자본주의 시장체제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명확한

소유권 제도의 확립에 있다는 것이다(Martin L, 1993).

점진적 개혁주의자들은 기존 제도의 전면적 부정보다는 기존 제도를

일정부분 인정하면서 점진적인 사유화를 통해 새로운 경제질서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합리적임을 주장한다. 경제 주체들을 보호하고 제도의 선택과

정을 거치면서 사회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개혁을 이루어야 사

회적 혼란이 최소화되고 안정적으로 시장경제체로 전환 할 수 있다는 것

이다(Grzegorz W, 2000). 시장이 미성숙된 상태에서는 공정한 분배가 이

루어 질 수 없으므로 사적 기업과 시장 형성을 구축한 이후 점진적인 사

유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Christopher Clague, 1992).

Ezra N. Suleiman & John Waterbury(1990)은 체제전환의 속도가 급진

적인것과 점진적인 것 중 어느 한 쪽이 우월하고 좋다고 평가하기에는

개별 국가 마다 처해진 정치·경제·사회적인 상황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

에 매우 어렵다고 말한다.

또한 Jack Knight & Douglass C. North(1997)도 현실적으로 모든 분

야에서 급진적인 개혁이나 점진적인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이

행되는 속도가 그 성과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라고도 할 수 없다고

한다. 개혁의 추진 속도와 경제 성장 사이에 명확한 상관관계가 나타나

지 않지만 경제개혁의 추진정도와 경제성장 간에는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고 하므로(Holger C. Wolf, 1996) 경제성과는 개혁 추진의 속도보다는

개혁 추진 정도와 내용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이해정,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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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제전환의 주요 내용

Jerry F. Hough(2001)는 러시아의 경제개혁 부문에 대한 연구에서 경

제 부문의 체제이행 과정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첫째, 거시 경

제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재정 및 신용정책에서의 긴축 정책과 재정 불균

형 억제 등이 필요하며 둘째, 가격과 거래 시장의 개혁을 위해서는 무역

자유화, 가격 통제, 경쟁 체제의 확립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리

고 셋째, 기업의 구조개혁과 구조 조정을 위하여 사기업을 육성하고 회

사의 설립과 파산을 촉진시키고 소유권에 대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마지막으로는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하면서 관련법과 규제를 개혁하고 사

회 안전망을 구축토록 하고 세무 행정과 예산 및 지출 통제, 화폐 관리

등과 같은 경제 기구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자고 하였다.

한편, 동유럽 체제전환국들의 경제체제 이행과정에 대하여 Beyme(2000)는

먼저 1단계로 법과 제도적 전환과정을 거치는데 여기에는 사적 권리에

관한 규정과 국유기업의 해체, 임금체계 수립, 실업보험 등과 같은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고 한다. 2단계에서는 금융정책, 보조금 폐지, 시장 개방

등 경제전반에 대한 안정화 과정이 시도되고 3단계에서는 국유기업의 해

체와 사유화가 포괄적으로 추진되면서 체제와 일치되는 경제정책이 수립

된다고 하였다.

또한 Schroeder(1986)는 체제전환국이 추진할 경제정책 과제로 사회

안전망의 구축, 시장 실패 보완 및 시장 경제 확립을 위한 규제마련과

인센티브를 위한 관료·기업·개인들의 적응력 제고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체제전환국들의 경제체제 이행 평가를 위해서 첫째, 신뢰할 수 있는 통

화제도 도입과 적절한 재정 및 통화정책을 통한 화폐가치 안정화, 둘째,

가격, 경제활동, 대외 무역의 자유화, 셋째, 국유재산의 사유화 등에 대한

정책과제 분석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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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이중전환국 체제전환 3단계

출처 : Zbigniew Brzezinski(1995), p106, 이해정(2015), p25의 그림을 표로 재구성

제 2 절 사유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사유화에 대한 전제적 논의

남북한이 남한의 주도로 흡수 통일이 된다면 북한의 사회주의 계획경

제체제를 남한과 같은 시장주도의 자본주의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적

인 과제는 자유화, 시장화, 안정화라 할 수 있다(조민, 1997). 자유화, 시

9) FDI(Foreign Direct Investment) : 외국인 직접투자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목

표

정치 체제전환
체제전환으로부터의

안정화
공고화

경제 안정화 안정화로부터 체제전환 지속적 도약

정치

부문

민주주의 기초 확립

언론의 자유, 독재 및

경찰국가 종식

신헌법 및 선거법

제정, 선거 실시,

지방정부 자치권 신장,

안정된 민주연합

안정된 민주정당 형성,

민주적 정치문화 탄생

법부문 자의적 국가통제 종식
사유재산 보장을 위한

법적 장치 마련

독립적 사법부 및

법치문화 형성

경제

부문

가격통제 및 국가 보조

폐지, 집단화의 종식,

초보적 사유화

은행제도 확립, 소규모

사유화, 독점시스템

해체

대규모 사유화, 기업

경영 문화의 형성

서구

원조

화폐 안정화, 긴급차관

및 원조

대규모 차관 제공,

기술지원, FDI9) 유치

FDI 유치 본격화,

WTO, IMF 등 국제기구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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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화, 안정화는 달성되어야 할 내면적 이념이나 거시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거시적 목표를 달성하고 체제전환의 성패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바로 북한이 소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에

대한 사유화(Privatization)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사유화와 사회주의체제에서의 사유화는 뜻하는

바가 다르다. 현실적으로 체제전환국에서 나타나는 사유화는 또 다른 측

면이 있다. 사유화에 대한 용어에 혼란이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사유화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개념을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영어 “Privatization”은 민영화 또는 사유화로 번역된다.10) 대개 자본주

의사회에서 전개된 “Privatization”은 민영화로, 사회주의사회에서 전개된

“Privatization”은 사유화로 칭하는 경향이 있다. 민영화는 경영적 측면을

강조하는 경우, 즉 경영이 사적 주체에 의해 운영되지만 소유권이 국가

에 남아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정의는 경영권이 국가에 있었던 점을

기존 국유기업의 한계로 보고 경영권을 민간에게 이전하여 국유기업의

문제점을 극복하려는 의미를 함축한다. 이는 1980년대 중반 이래 기간산

업 혹은 전략적 산업분야로 인식되어 온 국유부문의 지분이 민간에 대량

매각된 것을 말한다. 영국 등 자본주의 국가에서 시작된 민영화는 시장

에 대한 정부 간여를 줄이고 국유기업의 시장 적응능력을 제고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 촉진, 경쟁 장려, 주식 소유의 대중화, 국가 예산 증대 등

을 달성하고자 했다.11)

이러한 배경 가운데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 사회주의권 경

제가 붕괴되기 시작했다. 체제전환국에서 나타나는 사유화는 두 가지 흐

름이 있다. 하나는 자본주의 체제에서처럼 국유부문이 민영화되는 ‘탈 국

유화’이고 다른 하나는 ‘사적 부문의 형성 및 확장(entry)’이다.12) 탈 국

10) 이상수, “사회주의 국유기업의 사유화에 관한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법학

과 박사학위논문, 1996, p.30.
11) 윤인주, “북한의 사유화 현상 및 동학에 관한 연구: 시장을 매개로 한 사적

부문의 확장을 중심으로”, 서울: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박사학위논문, 2013, p.36.
12) Grzegorz W. Kolodko, From Shock To Therapy: The Political Economy

of Postsocialist Transform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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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화는 1990년대 초 체제전환국들이 정치적 격변과 함께 국가 소유의 기

업 및 자산에 대한 전폭적이고 급진적인 사유화를 추진한 것을 말한다.

반면 중국과 베트남에서는 계획체제를 보존시키면서 시장을 도입하여 사

적 부문을 확산시킨 뒤 동유럽식의 탈국유화를 부분적으로 시행해오고

있다.

2. 사유화의 개념 정의

북한의 국유재산에 대한 사유화는 통일 후 발생될 수 있는 북한주민의

동요와 혼란, 남한으로의 대량 이주를 방지하고 질서 있는 통일한국을

만드는 중요한 이슈이다. Kay J. A외(1986)는 사유화를 국가나 공공단체

가 가진 특정한 재산 가치의 소유권을 민간 부문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

미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Borislav Grahovac(2001)은 사유화는 생산수

단과 재산권에 소유권을 둘러싼 기존의 법적 관계를 재정의하는 방식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한다.

Lavigne(1995)은 사유화의 의미를 협의와 광의로 구분하면서 협의의

사유화란 “국가라는 주체가 사적(private) 주체에게 재산권을 법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는 시장경제에서 말하는 국영기업의 민영화,

즉 국영기업을 공개, 매각 등으로 민간 소유화하는 것과 비슷하다. 반면

광의의 사유화는 “경제활동의 탈국가화에 기여하는 제반 조치”를 뜻한

다. 이 때 사유화 역시 대규모 국유부문이 시장규칙과 경쟁에 노출된다

는 점에서 국영기업의 시장화 또는 상업화를 포함한다. 하지만 광의의

사유화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전적인 소유권이 아닐 지라도 부분적으

로 사적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생산수단이나 국유자산을 장기 임대

하는 것도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신규 사영기업을 설립하여 새로운 민

p.154; Kazimierz Z. Poznanski, “Political Economy of Privatization in Eastern

Europe,” Beverly Crawford (ed.), Markets, States, and Democracy-The

Political Economy of Post-Communist Transformation (Boulder: Westview

Press, 1995), p. 207. 윤인주 위 논문 재인용,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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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문을 형성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런 의미에서 광의의 사유화는 자유

화에 가깝다13).

사유화는 사회주의국가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

서 제기되는 사유화를 일반적인 사유화로 보면서 한편으로는 자본주의체

제 안에서 추진되는 사유화, 다시 말하면 기존의 서방권 국가들이 재정

적, 정치적 등의 이유로 시도해 온 국영기업 등의 민영화도 포괄하는 개

념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유화의 성격이나 목적, 대상 등을 고

려해 볼 경우 사유화와 민영화에는 많은 차이14)가 있다.

체제전환 과정에서의 발생되는 사유화는 부동산, 기업 등 경제·사회

전 부분이 그 대상이 되며 진행속도가 빠르며 정치·사회·금융·산업 등

전반적으로 미비된 시스템과 제도하에 추진되는 관계로 이해관계자들과

의 마찰과 저항이 심한 것이 특징이다. 자본주의체제 내에서의 사유화

(민영화)는 대부분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국영기업(공기업)이나 국유부

동산 등 한정된 영역이 사유화의 대상이며 법과 제도적 틀 안에서 정치

적·사회적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어 체제전환 과정에서의 사유화에

비하여 과정과 절차가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에서 다르다(조민, 1997). 이

런 이유로 Holger Schmieding(1992)는 국유재산(토지, 주택, 기업 등)과

같은 국민경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유화를 “privatization of an

economy"라 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국가에서 추진되는 일부 기업

의 사유화(민영화)를 “privatization of firms"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말한

다. 본 연구에서는 체제전환국가에서의 사유화를 주연구 대상으로 한다.

13) 윤인주, “북한 내 사적 자본에 의한 기업적 현상: 북한이탈주민대상 심층면

접을 중심으로”, 서울: 평화문제연구소, 2012, p.10.
14) 체제전환국에서의 사유화된 중대규모의 기업수는 약 6만여 개에 이른 반면

에 그 이외의 국가에서의 민영화된 중대규모의 기업은 6,800여개에 불과하다

(Nellis, 1998).



- 18 -

3. 사유화의 주요내용

사유화의 메커니즘은 소규모 사유화와 대규모 사유화로 구분된다. 소

규모 사유화는 소규모 국가자산을 판매, 경매, 임차 등으로 개인에게 양

도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무역, 운송, 건설, 서비스 부문에서 일어나는데

행상에서 시작해서 인적자본에 의존하는 서비스 부문으로 발전한다. 많

은 경우가 2차 경제 또는 비공식경제에서 이미 존재해 온 기업 활동이

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이전 주인에게로 반환(restitution), 국유자산 매

각(divestment), 민영화를 통한 조달(financing)이 있다. 대규모 사유화는

대규모 국영기업을 사유화하는 것으로 그 속도가 느린 편이다. 이 때 국

영기업을 효율적인 자본주의 기업으로 변모시켜 국유부문이 시장의 방식

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다. 개인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국가

에 수익이 생기지 않는 대규모 민영화, 국내 자본에 의지하는 자발적 민

영화, 국외 자본에 의지하여 외국 투자자를 대상으로 직접 매각을 하는

방식 등이 있다. 이러한 사유화를 비국유부문의 형성, 곧 재산권의 분권

화로 정의하는데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큰 관심사

였던 사유화 또는 민영화는 결국 재산권의 급격한 변화를 나타내는 대표

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다15).

사유화의 기본 목표는 사유재산권과 관련한 법질서의 확립을 통한 경

제적 효율성 제고에 있다. 재산권의 제도화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형성의

토대를 마련한다. 대체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전인민 공유제 내지 합동

소유제를 도입하고 있어 재산권의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이 각기 다른

주체에게 분리되어있다. 개별 경제주체에게는 사용권만 허용되고, 국가나

협동단체들은 수익권 및 처분권을 가지고 있어서 효율적인 경제행위의

동기부여가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유화를 통해 재산권의 사용

권, 수익권, 처분권이 하나의 경제주체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재산권 질서

의 확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사유재산제도의 확립이 이루어질 때

15) 윤인주, “북한 내 사적 자본에 의한 기업적 현상: 북한이탈주민대상 심층면

접을 중심으로”, 서울: 평화문제연구소, 2012, p.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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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주체들에게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경제주체들의 이윤 극대화 노력을

통해 경제적 효율성의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 North는 특히 생산재

(Productive assets)의 경우 통제권(Control right)과 자금흐름권(Cash

flow right)이 동일 주체에 귀속되어야 효율적 생산이 가능하다고 한

다.16) 결국 효율성 제고에 대한 고민이 체제이행을 이끌어내게 되는 것

이다. 특히, 북한의 국유화와 집단화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광범위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유화는

남북한 경제통합을 위해 가장 먼저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다17).

김명준(1999)은 사유화의 목표를 경제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으로 나누

었는데 이해정은(2015)은 경제적 측면을 다시 거시경제적 측면과 미시경

제적 측면으로 나누었다. 거시경제적 측면은 국유기업 등의 사유화를 통

하여 국유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출을 줄여 정부의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자 하는 것이고 미시경제적 측면에서는 기업의 사적이익 추구를 도모토

록 하여 기업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것이다. 정치적 측면에서의

사유화의 목표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통제와 간섭을 배제하여 비능률과

관료주의를 청산 할 수 있다는 것에 있다.

제 3 절 연구의 전제

통일이란 분단 이전 상태로의 회귀가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체제를 하

나로 통합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존중 등을

기반으로 하는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일은 지리적 측

면에서는 국토의 통일을 의미하며 정치적 측면에서는 체제의 단일화를

16) Douglass North, “Privatization, Incentives and Economic Performance”,

Privatization, In: Horst Siebert(Ed.), Prviatization Symposium in Honor of

Herbert Giersch. Tübingen, 1992, p.3-12. 이해정, “북한 지역의 토지·주택·기업

사유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박사학위논문, 2015, p.5.
17) 윤건영, “한국통일과 북한경제의 사유화”, 좌승희·문정인·노정호 편, 「한반

도 통일 핸드북(Ⅳ)」, 서울: 한국경제연구원, 2003, p.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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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한다. 경제적 측면에서의 통일은 서로 다른 두 경제권의 통합을 의미

하며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통일은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통일교육원, 2016).

우리나라와 같이 제2차 세계대전 후 동서 냉전 체제하에서 분단되어

대립해 오던 독일, 베트남, 예멘 등 3개의 국가가 통일을 이루어 냈다.

독일은 1990년에 동독이 서독에 편입(흡수, annexation)되는 평화적 통일

이었고 베트남18)은 1975년에 무력에 의하여 통일되었으며 예멘19)은

1994년 합의(merger)에 의한 통일 후 무력에 의하여 재통합된 사례를 가

지고 있다(통일교육원, 2016). 남북한도 다른 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합의에 의한 통일이 이루어 질 수도 있고 무력에 의한 방법으로 통일이

될 수 도 있다. 합의에 의한 통일도 양 당사자간 대등한 위치에서의 통

일과 어느 일방이 주도권을 가진 흡수 통일로 구분될 수 있다. 정영화

(1995)는 대등한 당사자간의 합의 통일의 경우에는 법적인 분쟁이 감소

하고 통일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통일 정부의 부담이 덜어질 수

있을 것이며 북한내 국유화되었던 재산권의 회복 문제는 통일헌법에 의

하여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북한정부의 법적지위를 어

떻게 보느냐의 문제이다. 남한의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

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북한정부를 하나의 국가로 인

18) 장기간 프랑스의 지배 아래 있던 베트남은 1954년 ‘제네바 협정’에 의해 남쪽과

북쪽으로 분할되어 북쪽에는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한 베트남민주공화국(북

베트남)이, 남쪽은 미국의 지원을 받은 베트남공화국(남베트남)이 수립됐다. 이후

북베트남은 전쟁을 통하여 1975년 4월 남베트남 정부를 붕괴시키고 통일을 하였다.
19) 오랫동안 외세의 지배를 받았던 예멘은 1960년대에 남북으로 분단된 상태

에서 각각 독립하여 북예멘에는 이슬람교를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 체제가, 남

예멘에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표방하는 사회주의 체제가 들어섰다. 남북 예멘

은 무력으로 통일을 이루고자 여러차례의 충돌과 평화협정 체결을 반복하다

1989년 정상회담을 갖고 통일헌법안에 합의, 1990년 5월 통일을 이루었다. 그러

나 1994년 남북 예멘 간에 무력충돌이 재발됐고, 북예멘이 승리함으로써 예멘은

무력에 의해 재통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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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지 여부에 따라 수 많은 행위의 법률관계가 달라질 것이다. 북한

정부를 하나의 국가로 인정할 경우에는 북한정부하에서 이루어졌던 토지

몰수20)와 개혁 등의 정책은 상당부분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

고 북한 주민은 외국인이 아닌 남한의 국민과 동등하게 권리행사를 하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북한정부의 국가성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동안 북한정부 하에서 행하여진 일련의 행정

행위가 불법성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져 이에 대한 권리회복과 보상

에 관련된 법적 분쟁이 예상되고 북한주민을 남한의 국민과 동등하게 보

는 것이 아닌 재외 동포인 조선족과 유사한 외국인의 지위로 볼 수 있고

이렇게 된다면 남한정부의 적극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재산권과 같은

법적 권리도 갖지 못할 수 있다(이강옥. 2007).

석윤태(2004)는 무력통일이 아닌 흡수통일의 경우에도 북한정부를 불

법단체로 보는 경우와 남한정부와 대등한 정부로 인정하는 경우로 나누

어 볼 수 있는데 북한정부를 불법단체로 보는 경우21)에 북한정부에 의

하여 강제로 몰수된 재산에 대하여는 원소유자에 대한 반환이나 보상이

20) 정희남(1998)은 북한정부에 의해 몰수된 토지를 ◯1 토지개혁 당시 몰수된

토지 ◯2 피난민이 포기하고 온 토지 ◯3 1953~1958년에 집단화된 농지 ◯4 6.25전

쟁 전에는 남한에 속하였지만 휴전협상 이후 북한으로 귀속된 토지 등으로 나

나누고 있다.
21) 대법원은 2003. 5. 13. 선고, 2003도 604 판결에서 “비록 남북 사이에 정상회

담이 개최되고 그 결과로서 공동선언이 발표되는 등 평화와 화해를 위한 획기

적인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에 따라 남북관계가 더욱 진전되어 남

북 사이에 화해와 평화적 공존의 구도가 정착됨으로써 앞으로 북한의 반국가단

체성이 소멸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지금의 현실로는 북한이 여전히 우리나라

와 대치하면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

을 완전히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이상,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

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남북정상회담의 성사 등으로 북한의 반국가

단체성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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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이 될 것이다. 이는 북한정부를 불법단체로 간주하면서 강제로 몰수

된 재산에 대하여 원상회복이나 보상을 무시한다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가 됨으로써 통일한국의

합헌성과 정당성에 비판이 제기 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강옥, 2007). 법

률적 관점에서 남한의 법률에 따른 소유권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와 일체의 보상청구권을 부정할

것인지 여부로 견해가 나누어진다고 한다. 또한 석윤태(2004)는 북한정

부를 대등한 정부로 인정할 경우에는 북한의 정권 수립 이전에 이루어진

사유재산의 몰수행위(국유화 조치)는 공공수용으로 보아 원소유자에 대

한 행정법상 손실보상청구권이 인정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

이고 북한의 정권이 수립된 이후 행한 사유재산 몰수행위는 정당화 될

여지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강옥(2007)은 북한정부를 불법단체 또는

대등한 정부로 보는것과는 별론으로 북한의 국유재산에 대하여 원소유자

에게 원상회복시키거나 보상한다는 것은 통일독일의 사례22)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실적으로도 어렵고 사회적·경제적·법리적 측면에서도 바람

직하지 않아 통일한국의 상황을 혼란스럽고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한다. 따라서 법적 논리보다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상황이 고

려된 국민적 합의가 어느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정치적· 경

제적 상황이 과거 동독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열악한 것이 사실이

지만 독일의 경우 통일이전인 1990년 8월 31일의 통일조약과 1990년 6

월 15일의 공동선언이라는 동서독간의 정치적 합의를 배경으로 통일이

추진되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

기 위하여 통일의 방식을 남한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평화적인 흡수

통일의 방식으로 정하고자 한다.

22) 독일의 경우 통일과정에서 구소련의 점령하에 있었던 소유권의 몰수는 원

상회복을 금지하고 1949년 이후 구동독에 의하여 재산권이 몰수된 사람들에 대

하여는 재산권을 반환하는 원칙을 적용하였는데 이는 통일독일의 경제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장애요인이 되었다. 223만여 건의 부동산 반환소송은 지방정부에

엄청난 행정적 부담을 주었으며 막대한 규모의 소송과 행정처리 지연은 원할한

토지이용과 도시개발을 제약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하였다(이강옥,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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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북한의 국유재산 현황

제 1 절 북한의 경제·산업 현황

1. 북한의 경제 현황

북한경제는 정부주도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와 국·공유 소유 기반의

사회주의 경제체제이다. 일제 식민지하에서 대륙으로 진출코자 하는 일

본제국주의의 대한반도 정책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공업시설이 북한지역

을 거점으로 건설되어 있어 1945년 8.15 해방 후 북한정권이 출범했을

당시에는 북한경제는 상당히 발전되어 있었다. 그러나 1950년부터 3년에

걸친 6.25전쟁으로 북한의 산업시설이 상당부분 파괴되었고 이에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들로 부터의 원조와 당 주도의 강력한 ‘중공업 우선주의’

정책을 통하여 1970년대 중반까지는 상당한 산업발전을 이루었다(KDB,

2015).

북한은 폐쇄적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가 한계점에 이르자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 중공업 우선정책, 군사경제의 병진(竝進)이라는 3대 경제정책

을 기조로 하는 자력갱생을 목표로 일부 개혁과 개방을 위하여 노력하였

으나 1980년대 들어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특히 1985년 구소련의 개

혁·개방정책으로 대외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1998년 김정일은 ‘강성대국 건설론’을 주창하면서 시장메커니즘을

도입, 화폐개혁 등을 단행하였으나 특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2011년 김정일 사망으로 정권을 세습받은 김정은은 2012년 ‘우리식 경

제관리방법’을 채택하여 시장화 현상을 제도화하고 지방에는 소규모 경

제개발구를 지정하여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도 했으나 남

북 경제교류 경색과 대외교역 위축, 핵개발·실험 강행으로 인한 국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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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 부터의 고립, 식량사정 악화 등으로 경제상황은 매우 어려운 현실

이다.

[그림 3-1] 시기별 북한경제정책 노선

출처 : 통일부(2014) , 2014북한의 이해 참고하여 필자 작성

북한은 1965년 이후 거시경제 총량 지표를 공식 발표를 하지 않고 있

으며 필요에 따라 간혹 일부 지표만 체제 선전 차원에서 발표하기 때문에

그마저도 신뢰할 수가 없어 북한의 경제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사정으로 한국은행이 1990년부터 자본주의 국민소득 추계 방식에

따라 산정하여 발표하는 북한의 거시경제 통계가 그나마 의미 있는 통계

로 인용되고 있다(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 한국은행이 추계한 북한의

거시경제 통계치를 통해 북한 경제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경제는 사회주의국가의 붕괴에 따른 급격한 대외교역 위축과 원자재

및 인프라 부족에 따른 산업부진 등의 영향으로 1990년부터 9년 연속 마

이너스 성장23)을 보였다. 2000년대 이후 시장화를 추진하면서 2002년에

경제회복 가속화를 위하여 북한의 경제관리제도 전반을 수정한 ‘7.1 경제

관리 개선조치’24)를 발표하였고 이후 해외로부터 무상 지원이 증가하고

23) 북한경제성장률: -4.3%(90년), -4.4%(91년), -7.1%(92년), -4.5%(93년),

-2.1%(94년), -4.4%(95년), -3.4%(96년), -6.5%(97년), -0.9%(98년)
24) 2000년대 이후 북한의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 변화로 평가받는 개혁조치로,

주요 내용은 ① 물가 및 임금 인상(국정가격 현실화, 변동국정가격제, 성과임 금

제 도입) ② 기업의 경영자율권 확대(번 수입 지표도입, 독립채산제, 지배인 권한

강화, 물자교류시장 원자재 거래 허용, 계획 외 생산품 시장판매 허용) ③ 농업

관리개선(분조관리제 확대, 분조규모 축소, 초과생산물 자율 처분권 허용) ④ 계

획운영 개선(당 역할 축소, 내각 권한 강화, 중앙계획 대상 축소, 세부계획 위임)

1966년

⦊
1998년

⦊
2013년

군사경제 병진노선

(김일성)

선군경제 건설노선

(김정일)

핵경제 병진노선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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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이 확대되면서 2005년까지 플러스 성장25)을 보였으나 2006년·

2007년에 1차 핵실험과 2차 미사일 발사실험에 따른 대북경제제제로

대외 경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2008년에는 곡물생산이 증가하고 6자회담 합의이행에 따른 에너지 지

원과 남한의 경공업 원자재 제공, 대중국 교역의 호전에 힘입어 3.1%의

경제성장률을 보이면서 일시적으로 경제회복을 보였다. 그러나 2009년에

는 군, 당 간부들이 권력을 등에 업고 부를 축적하고 부정부패가 확산되

면서 주민들 간 양극화가 발생하는 등 경제상황이 악화되자 북한은 화폐

개혁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북한원화 가치의 폭락 및 물

가 상승으로 북한경제는 더욱 악화되었다(KDB, 2015). 이에 북한은 2010

년 초에 종합시장과 외화거래를 다시 허용하였으나 대외교역과 대북지원

이 감소하고 외화수입 등이 감소하여 산업 생산력이 동력을 잃으면서 다

시 -0.9%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후 2011부터 2014년까지는 연평균 1.1%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2012년 김정은 체제에서 추진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26)이 북한경제의

성장을 견인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민준규, 2014). 북한과 같이 경제사

정이 어려운 국가가 ‘빈곤의 함정’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 이

상의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나타내야 한다(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

등이 있다(통일부 북한정보포털)
25) 북한경제성장률: 0.4%(00년), 3.8%(01년), 1.2%(02년), 1.8%(03년), 2.1%(04년),

3.8%(05년)
26)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농업 및 기업부문에서의 초

과 생산물에 대한 분배제도 개선이라 할 수 있는데 계획을 초과달성한 생산물

에 대해서는 시장 거래를 용인하는 한편, 그 처분에 대한 권한도 허용하는 조치

이다. 이는 시장을 폭넓게 활용함으로써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려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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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남북한 주요 경제지표 비교

출처 : 한국은행 http://www.bok.or.kr

27) 북한은 결산기준, 남한은 일반회계 총계기준(내부거래, 보전거래를 포함)으

로 추경을 포함한 최종 예산 기준, 북한은 북한예산(북한원)을 북한환율로, 남한

은 남한예산(남한원)을 남한환율로 나누어 환산한 것으로 직접비교는 불가능함

구 분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인 구

(천명)

북한 24,779 24,662 24,545 24,427 24,308 24,187 24,062

남한 50,617 50,424 50,220 50,004 49,779 49,410 49,182

차이 2배 2배 2배 2배 2배 2배 2배

1인당

GNI

(만원)

북한 139 139 138 137 133 124 119

남한 3,094 2,956 2,867 2,783 2,693 2,563 2,336

차이 22배 21배 20배 20배 20배 20배 19배

경제

성장률

(%)

북한 -1.1 1.0 1.1 1.3 0.8 -0.5 -0.9

남한 2.6 3.3 2.9 2.3 3.7 6.5 0.7

무역총액

(수출입)

(억달러)

북한 62.5 76.1 73.4 68.1 63.6 41.7 34.1

남한 9,632 10,981 10,752 10,674 10,796 8,916 6,866

차이 154배 144배 146배 156배 169배 213배 201배

예산

규모

(억달러)
27)

북한 68.6 71.2 67.6 62.3 58.4 36.6 34.7

남한 2,320 2,342 2,198 1,980 1,894 1,595 1,628

차이 33배 33배 32배 31배 32배 43배 46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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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의 산업구조

북한의 산업은 경제침체로 인한 저성장이 지속되어 서비스업 등을 제

외한 대부분의 산업 분야가 1990년의 생산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산업 구조는 1차산업의 비중이 높고 3차산업의 비중은 낮은 후진

국형 산업구조이다. 북한은 공업화 추진으로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어 가

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농업 부문의 비중이 하락하지 않고 평균 4분의 1

정도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표 3-2] 북한의 산업구조 추이

(단위: %)

출처: 통일부 통일교육원(2016), “2016 북한이해”, 표5-4를 재구성

1990년대 이전 북한의 광공업 부문은 50% 이상이었으며, 특히 1980년

에는 60% 비중으로까지 확대되었다. 농림수산업은 평균 20~25% 안팎을

유지하고, 서비스·SOC 부문 등의 비중은 증가 추세에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중공업 발전을 우선시 하는 사회주의 공업화와 자립적 경제

발전 노선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북한의 산업 구조는 경제난이 도래한 1990년대 ‘고난의 행군’28) 시기

28) 북한은 1994년 김일성 사망 후 경제사정이 극히 어려워지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며 1996년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당적 구호로 ‘고난

의 행군’을 제시하였다. 이는 1938년 말~1939년 초, 김일성이 이끄는 항일빨치산

이 만주에서 혹한과 굶주림을 겪으며 일본군의 토벌작전을 피해 100여 일간 행

군한 데서 유래한다(통일교육원).

구 분 2014년 2010년 2005년 2000년 1990년 1980년 1970년

농림수산업 21.8 20.8 25.0 30.4 26.8 20.0 21.5

광공업 34.4 36.3 28.9 25.4 42.8 60.0 57.3

서비스,

SOC, 기타
43.8 42.9 46.1 44.2 30.4 20.0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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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약간의 변화를 겪고 있다. 민수 부문 공장 가동률이 20% 수준으로

까지 하락한 1990년대에 광공업 부문 비중은 급락하는 반면에, 농림수산

업 비중과 서비스 및 기타 부문 비중은 상승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2000년의 경우 광공업은 25.4%, 농림수산업은 30.4%, 서비스 및 기타 부

문은 44.2%의 비중을 각각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배급제 붕괴와 식량난

의 여파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2000년대 이후 북한의 산업 구조는 산업생산력이 불균등하게 일부 회

복하는 추세 속에서 경제난 지속과 시장화 현상을 반영한 모습을 나타내

고 있다. 즉 광공업 부문 비중이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농업

부문 비중이 1990년대 이전으로 복귀하는 한편, 서비스 및 기타 부문 비

중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 주고 있다.

북한 산업의 기술수준은 부문별로 편차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남한의

1980년대 초반 수준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조선, 자동차, 제지 공업의

기술수준은 가장 낙후되어 있어 남한의 60년대 수준이며 석유화학, 타이

어 공업은 70년대 초반 정도, 시멘트, 판유리, 식료품산업은 70년대 중반,

화학섬유, 방직 및 군수산업은 70년대 후반정도에 머물러 있다. 철강, 일

반기계, 하드웨어 부문은 80년대 중반, 자동차, 가전제품, 의류, 반도체

산업은 80년대 후반 정도이며, 비철금속 및 공작기계는 90년대 초반, 통

신기기는 90년대 초반 정도의 수준이다. 한편 북한에서 최근 가장 투자

를 많이 하고 있다는 소프트웨어는 2000년대 초반에 근접할 정도로 발전

한 상태로 추정된다(KDB, 2015).

[표 3-3] 북한산업 분류 및 주요 특징

대분류 소분류 주요 특징

중화학공업

군수산업 ∙북한 전략산업, 일부 부문은 선진국 수준

금속공업 ∙풍부한 철광석 매장, 기술낙후로 품질 조악

기계공업 ∙군수산업과의 연계로 비교적 발달, 설비노후

자동차산업 ∙동구권 제품 모방, 관련 산업 부진, 영세규모

전기전자산업 ∙기술낙후, 비효율적 생산체계, 내부시장 부족



- 29 -

출처 : 북한의 산업 2010 , (한국정책금융공사 2010)

3. 북한의 경제위기와 자발적 사유화 현상

1990년대 경제위기로 인해 계획경제가 붕괴되면서 시장화가 사유화의

배경을 제공했다. 북한 당국은 개별 경제주체에게 자력갱생을 요구하였

는데 자력갱생은 곧 시장 활동을 의미하였다. 초창기에는 시장에서의 상

조선업 ∙산업침체로 생산능력 약화, 기술력 낙후

화학산업 ∙석탄화학이 주류, 설비노후

건재산업 ∙풍부한 자원매장, 설비노후, 수입부족

체취공업
광업·석탄산업 ∙풍부한 자원매장, 중화학공업 기간 산업

임업 ∙목재 대부분 연료용, 수출입 부진

경공업

식료품업 ∙단순 가공 수준, 설비가동 부진, 원료 부족

섬유업 ∙비날론, 인견스프사 등 화학섬유개발에 치중

신발산업 ∙생산부진, 설비노후

제지산업 ∙원료부족으로 생산수준 미약, 품질 열악

농수산업
수산업 ∙어로활동 부진, 기술력 낙후, 시설부족

농업 ∙기간산업 역할, 공물생산은 남한의 80%수준

IT산업 IT산업 ∙주민통제 위해 IT보급 기피, 내수시장 미비

서비스업

금융업 ∙계획경제 통제 수단, 유통화폐 절대부족

유통업 ∙90년대 이후 침체, 시장유통 확대 추세

관광업 ∙외국인 국내 관광 위주, 인프라 개발

운송업 ∙철도화물 수송에 집중, 해상 및 항공운송 미비

도로 ∙철도연결 기능, 단거리 운송 위주, 개보수 중심

철도 ∙철도망 발달, 개량작업 활발

항만 ∙전국 43개항 운영, 인프라 미비

통신 ∙정치적 선전도구 기능, 통신환경 낙후

전력 ∙발전량 남한의 10%미만 수준, 군부우선 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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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가차 없이 처벌하고자 했으나 계획경제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 하게

되자 점진적으로 통제에서 시장 부문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전환

하였다.

사실상 북한에서는 경제난이 심해진 1990년대 중반 이후 공산주의 사

회 특유의 계획경제가 붕괴하고 생산수단의 사유화와 시장경제가 민간의

영역에서 만연되기 시작하였다.

2002년 ‘7. 1 경제관리개선조치’는 계획과 시장의 공존을 인정한 조치라

할 수 있고 2009년 화폐개혁조치 역시 실패로 돌아가는 등 이제는 그 흐

름을 막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최근 북한 당국의 태도는 사유

화와 시장 현상을 묵인하면서 이를 경제회생을 위하여 활용하고자 하고

있다고 평가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북한은 1990년대 경제난

이후 1998년 헌법개정을 통해 생산수단의 소유주체를 ‘국가와 협동단체’

에서 ‘국가와 사회협동단체’로 규정하여(북한헌법 제20조), ‘사회단체’를

추가하였으며, 개인소유의 주체를 종전의 ‘근로자’에서 ‘공민’으로 확대하

고, 소유의 대상도 ‘그 밖의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을

포함하였다. 이렇게 개인소유의 범위를 확대한 것은 그동안 당국의 묵인

하에 만연하고 있던 북한 주민의 암시장 이용 등 사적 상거래 활동을 헌

법에 의해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29).

북한의 시장화 현상은, ➀ 제도화된 종합시장과 같은 ‘공식경제 내의

합법적인 시장화 현상’, ➁ 국영공장과 같은 공식경제부문으로부터 착복

등을 통해 유출된 원자재 등의 거래행위와 같은 ‘공식경제 내의 불법적

인 시장화 현상’, ➂ 텃밭 경작을 통하여 재배한 농산물을 시장에 판매하

는 활동과 같은 ‘공식경제 밖의 합법적인 시장화 현상’, ➃ 밀무역, 외환
암거래 등과 같은 ‘공식경제 밖의 불법적인 시장화 현상’ 등 크게 네 가

지 유형으로 분류되기도 한다30).

현재 북한 경제의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심지어

29) 윤대규, “북한의 대외경제개발법제의 변화”, 「통일논총」 제22호, (서울: 숙

명여자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2004), p.6.
30) 임강택, “북한경제의 시장화 실태에 관한 연구”,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09-04, (서울: 통일연구원, 2009), p.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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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군, 내각 등 국가의 모든 부문이 재정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31)이와 같이 시장을 매개로 하는

사적 경제활동에서 비합법 또는 합법적인 활동의 영역 확장은 곧 화폐자

산의 축적을 가져왔다32).

한편 사회주의경제에서 경제자본이 정치자본에 종속되는 경향이 있다.

정치자본을 점유한 사람은 재화와 서비스를 사적으로 전유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특권적 지위를 이용해 사적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추구 할 수

있다. 또 정치자본 및 거기에서 파생되는 관료자본을 가지고 사적 경제

활동의 후견인으로서 부를 축적할 수 도 있다. 이들 자신이 혹은 이들의

협조에 힘입은 돈주와 상인계층이 형성된 것이다.

북한의 사유화는 계획하거나 예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점

에서 헝가리의 자발적 사유화와 유사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국가가 개

별경제주체에게 공공재를 비롯해 사회주의경제에서 예정된 자재와 자금

을 제공하지 못하는 방임적 시장화 역시 자발적 사유화의 일면을 구성한

다. 자력갱생 차원에서 기업과 가계 말단의 시장경제활동을 통해 사적

자본이 축적되고 있기 때문이다33).

현재까지 생산수단의 사유화 현상이 법과 제도의 차원에서 명백히 반

영되고 있지는 않지만, 2000년대 중반 무렵부터는 소규모 일상생활과 밀

접한 경제영역에서는 생산수단의 사유화 현상이 대폭 증가하기 시작하였

다고 평가된다34). 북한의 생산수단의 사유화 유형은, 우선 돈주가 자재

를 조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영기업에 투자를 하고 이익을 회수하는 경

우, 자산을 임차하거나 명의를 대여 받아 무역업 등 국영기업의 경영활

동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작은 규모의 독자적 기업을 경영하는 경우로

31) 양문수, “북한의 시장화: 추세와 구조 변화”, 「KDI 북한경제리뷰」, 2013년

6월호,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13), p.61.
32) 윤인주, “북한의 사유화 현상 및 동학에 관한 연구: 시장을 매개로 한 사적 부

문의 확장을 중심으로”, (서울: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박사학위논문, 2013), p.126.
33) 윤인주, “북한의 사유화 현상 및 동학에 관한 연구: 시장을 매개로 한 사적 부

문의 확장을 중심으로”, (서울: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박사학위논문, 2013), p.127.
34) 송인호, “통일 후 북한 국유재산 사유화 방향에 대한 법적고찰”, 「인권과 정의」,

제433호, (서울: 대한변호사협회), p.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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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되기도 한다35). 결론적으로 북한의 사실상의 사유화의 정도는 특히

식당, 상점 등 소규모 사유화의 경우 이미 구소련·동구권 체제전환 초기

인 1990년 초반의 시점에 해당된다고 분석되고 있다.36)

제 2 절 북한의 국유재산 현황

북한은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 사회주의체제로의 전환을 위하여

토지개혁과 함께 주요 산업과 자원에 대한 국유화를 단행하였다. 분단

당시 북한지역 면적(12만 2,762.338㎢)은 남한 면적의 1.23배이며 행정구

역은 6도 9시 89군이었다37). 북한은 1946년 3월 5일 ‘북조선임시인민위

원회’를 구성한 뒤「북조선토지개혁에 대한 법령」을 제정하여 그해 3월

8일부터 3월 30일까지 불과 20여일 만에 무상몰수, 무상분배 원칙에 의

한 토지개혁을 완료하였다. 북한은 일본인 소유의 토지와 약 3,000평

(9,917㎢) 이상의 조선인 소유 토지 등을 무상으로 몰수하여 이를 농민들

에게 무상으로 분배하는 토지개혁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무상몰

수에 의한 토지개혁 후 바로 1946년 6월 27일「농지현물세에 관한 결정

서」를 제정하여 분배받은 농지에 대하여 연간 수확량의 25%를 징수하

여 사실상 무상몰수 후 유상분배 형식의 토지개혁을 실시하였다(이해정,

2015). 이에 따라 북한 농경지의 약 53%에 해당하는 100만정보(약 9,917

km2)가 무상몰수되어 이중 97.1%가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되어 사적

소유권이 인정되었다(김연중, 2000).

35) 송인호, 이승은, “최근의 북한의 사유화·시장화 현상에 비추어 본 북한 불법

행위책임제도에 대한 고찰”, 경북대학교 법학연구 「법학논고」, (경북: 경북대

학교, 2014), p.4.
36) 양문수, “북한의 시장화 수준에 관한 연구”, 「현대북한연구」, 제9권 제3호,

(서울: 북한대학원대학교, 2006)
37) 2013년 기준 북한의 행정구역은 1직할시(평양), 2특별시(나선,남포), 9도(평

안남·북도, 함경남·북도, 황해남·북도, 강원도, 자강도, 양강도), 24시, 145군, 37

구역, 2구, 5지구로 이루어져 있음(통계청,「2014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 p.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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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북한은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권 수립 이전

인 같은 해 8월부터 주요산업의 국유화를 위하여「산업·교통·운수·통신·

은행의 국유화에 관한 법령」을 시행하였는데 동법에서는 일본 소유(일

본인과 일본법인을 포함) 및 민족반역자 소유의 기업·광산·철도·운수·체신·

은행 등을 몰수하여 국유화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이해정, 2015). 동법에

의하여 1,034개의 기업이 국유화(무상몰수)되었는데 이는 당시 북한지역

공업생산력의 90%, 총 공업생산량의 72.4%를 차지하였다(윤건영, 2003).

이후 북한은 1954년부터 개인농과 공동경작조합 형태의 농장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1958년에 협동조합이 토지를 소유하였고 이로서 농업경제와

수공업 및 개인상공업의 완전 협동화가 마무리되고 생산 관계의 사회주

의화가 완료되었다. 이러한 국유화와 협동화를 통하여 북한내의 거의 모

든 사유재산을 몰수하였고 1959년 1월 농지에 대한 사유제도가 폐지되면

서 사실상 북한의 사유재산제도는 폐지되었다(류해웅, 1993).

[표 3-4] 북한의 산업별 국유화 진행 추이

출처 : 이해정(2015), “북한 지역의 토지 주택 기업 사유화에 관한 연구” 재인용

1. 북한의 토지 현황

북한국토는 산림지(68.8%)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농경지(19.6%), 나지(裸地, 11.6%), 시가화지(市街化地, 2.0%) 순으로 이루

어져 있는데 농경지는 주요 곡창지대가 입지한 황해북도와 평안남북도에

집중되어 있다. 북한의 토지는 농업토지, 산림토지, 주민지구토지, 산업토지,

구 분 농업 상업 공업

1949년 1.9% 56.5% 90.7%

1953년 5.2% 67.5% 96.1%

1956년 68.8% 87.3% 98.3%

1957년 85.7% 87.9% 98.7%

1958년8월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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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역토지, 특수토지로 분류할 수 있다. 농업토지는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토지이며 주민지구토지는 시·읍 노동지구의 건축용지와 그 부속지,

공공 이용지와 농촌 건설지대를 말한다. 산림토지는 산림이 조성되어 있

거나 조성 예정인 토지이며 산업토지는 공장, 광산 등 산업시설물이 있는

토지와 그 부속토지이며 수역토지는 연안, 강하천, 저수지, 관개용수로

등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의 토지, 특수토지는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

문화유적지, 군사용 토지 등 특수 목적에 이용되는 토지를 뜻한다(김성욱, 2015).

[표 3-5] 북한지역 토지분포 현황
(단위 : 천ha)

출처 : 북한의 국토개발 및 관리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 국토연구원(2005)

구 분 시가화지 농경지 산림지 나지 합계

평양특별시 23.6 36.5 61.1 138 259.2

남포특별시 5.2 20.8 16.8 34.6 77.4

개성시 5.2 16.3 63.1 31.6 116.2

황해도 17.6 423 827 357.9 1,625.5

평안도 79.5 764.6 1342.7 222.3 2,409.1

자강도 21.5 144.5 1377.5 113.3 1,656.8

양강도 9.4 138.9 1006.9 207.5 1,362.7

강원도 19.2 208.9 806.3 39.9 1,074.3

함경도 56.9 614.8 2556.2 248.4 3,476.3

합계
238.1

(2.0%)

2,368.3

(19.6%)

8,057.6

(66.8%)

1,393.5

(11.6%)

12,057.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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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토지이용 관리체계는 정무원에서 토지 용도변경과 기타 중요사

항을 관장하고 정무원 산하의 ‘국가건설위원회’에서 중앙에 있는 토지를,

도민위원회 산하의 ‘지방행정경제위원회’에서 지방 토지를 관리하는데 현

실적인 토지 관리의 핵심기관은 ‘지방행정경제위원회’이다. 지방행정경제

위원회에서 토지 및 건물관리, 지역 경제정책 수립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2. 북한의 주택현황

북한은 주택토지에 대한 몰수조치는 시행하였으나 주택에 대하여는 토지

개혁과 같은 무상몰수·무상분배는 하지 않고 해방 이전 건축된 주택은

사실상의 소유권을 인정하였다. 이는 주택이 타인의 노동에 대한 착취의

우려가 있는 생산수단이 아니라는 이유였던 것으로 이해된다(이해정,

2015). 북한지역은 1950년부터 3여년에 걸친 남한과의 전쟁으로 당시 주

택재고 약 100만호 중 60%인 약 60만호가 파괴되어 주택부족이 심각하여

휴전 이후 주택복구를 위하여 건설분야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1964년의 문화주택건설사업, 1980년대 평양의 40층 규모의 초고층아파트

건설, 1988년의 천리마 거리의 재개발 주택건설, 1991년 통일거리 아파트

건설이 대표적 사례이다(김성욱, 2014).

북한은 1세대 1주택 배정을 원칙으로 취업해서 일정한 연한이 되거나

결혼을 할 경우 주택을 한 채씩 배정해 주고 이 주택에 대하여 평생 이

용권을 부여하고 일정액의 사용료를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송현욱, 2013). 이강옥(2004)은 북한주택의 임대료가 1997년 기준으로

약5~30원이므로 이는 당시 북한의 월평균 임금(50~200원)의 10%에 해당

하므로 북한의 임대료 수준이 비교적 높은 편임38)을 알 수 있다고 한다.

북한 주택의 규모와 구조는 입주자의 사회적 계급에 따라 특호, 4~1호 등

몇가지 등급에 따라 계획되어 공급된다. 북한 살림집법 제28조에 따르면

38) 2010년 기준 북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3천~5천원 이므로 현재의 주택

임대료는 대략 300~500원정도 수준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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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집을 보장받고자 하는 공민은 인민위원회와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

에 살림집 배정을 신청해야 하며 동 기관에서 살림집을 배정한다.

한편, 1990년대 경제난을 겪으면서 주택공급에도 어려움을 겪자 개인의

주택건설을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통상 방1개에 부엌이 있는 소규모

주택으로 공급자재 중 시멘트와 벽돌은 북한당국에서 지원하고 기타 건

축자재는 개인이 부담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주택의 경우에도 매매나 임대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처분이 가능한 사

유재산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박헌주, 1995). 북한은 2005년 기준으로 평

양시에는 아파트, 평안남도는 연립주택, 황해북도는 단독주택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김성욱, 2013). 한편 북한의 주택은 주택보급률을

55~83%로 산정39)할 경우 북한의 총 주택수는 약 324~489 호로 추정되며

농촌지역은 단독주택 거주율(59.4%)이 높고, 도시지역은 연립주택에 거주

하는 비율(49.5%)이 높으며 북한 인구(약 2,400만명)의 약 절반 정도인 258만

가구(43.9%)는 연립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최이섭 외, 2011).

[표 3-6] 북한지역 주택형태별 가구 수 현황
(단위 : 가구)

출처: 북한 인구와 인구센서스 분석 , (통계청, 2011)

39) 북한은 주택공급률을 공개하지 않아 국내 연구의 추정치(남한의 2009년 가

구수 1,686만가구, 주택수 1,707만호, 주택보급률 101.2%)를 인용하여 추산(최이

섭, 2011)

구 분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기타 합계

도시
가구수 616,955 1,733,414 1,164,767 24,490 3,579,626

비율 17.25% 49.5% 32.5% 0.7% 100%

농촌
가구수 1,371,460 811,021 96,942 28,422 2,307,845

비율 59.4% 35.1% 4.2% 1.2% 100%

합계
가구수 1,988,415 2,584,435 1,261,709 52,912 5,887,471

비율 33.8% 43.9% 21.4% 0.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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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의 기업현황

북한은 1980년대 말까지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체제 변화 과정과 대

비되게 스탈린식 중앙집중적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centrally planned

socialist command system)를 유지해 왔다. 1990년대 경제난 이후 사실

상 중앙집중적 사회주의 계획경제 시스템 유지가 곤란해졌음에도 불구하

고 북한은 ‘사회주의 원칙 고수’를 강조하며 경제체제의 의미 있는 변화

를 공식적으로 추구하고 있지 않다. 경제 현실에서는 시장화 현상이 확

산되고 있지만, 계획경제 기능의 마비로 인하여 북한 당국은 일부 경제

관리 개선조치들만 취함으로써 제도와 현실이 괴리된 경제체제의 이중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통일연구원, 2016).

북한의 공업지구는 5개의 대공업지구와 4개의 소공업 지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공업지구로는 평양(소비재), 신의주(경공업), 함흥(광업·화학),

청진(제철·제강), 강계(수력·기계)가 있으며 소공업 지구로는 김책(제철·

제강), 안주(화학), 원산(금속·기계), 해주(시멘트·제련·비료)가 있다.

[그림 3-2] 북한의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 분포도

출처 : http://www.unikorea21.com(통일한국,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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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제조기업 수는 약 6,000여개로 주요 산업지대인 평양, 평안도,

함경도 등 동부와 서부 임해지역에 약 1/3 정도 집중 분포 되어 있고 지

역별로는 평양·남포공업지구에 기업들이 집중되어 있다. 한편 북한은 김

정은 체제이후 2013년 5월에「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하고 2014년 6월에

대외경제성을 신설하여 외자유치, 경제특구 개발업무를 통합하였다. 기존

의 5개 경제특구 이외에 19개40) 지방급 경제개발구와 1개 관광특구를

새로이 지정하였다. 북한은 지방에 산재한 경제개발구를 통하여 지방경

제가 활성화되고 이러한 것이 북한경제에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KDB, 2015).

[표 3-7] 북한의 기업 형태

출처 : 이해정(2015), “북한 지역의 토지주택기업 사유화에 관한 연구”, 표 -24 재인용

40) 북한은 2013년 11월에 만포·압록강·청진·혜산 경제개발구(4), 위원·현동·흥남

공업개발구(3), 신평·온성섬 관광개발구(2), 송림·와우도 수출가공구(2), 북청·어

랑 농업개발구(2)를, 2014년7월에는 강령국제녹색시범구, 숙천농업개발구, 은정

첨단기술개발구, 진도수출가공구, 청남공업개발구, 청수관광개발구(6)를, 2015년

4월에는 무봉국제관광특구(1)를 지정한다고 발표
41) 연합기업소는 지리적으로 가깝고 생산과정이 서로 연관된 이종의 공장을

통합한 조직이며, 종합기업소는 탄광, 발전소, 철도차량 등 대규모의 동종제품

생산공장을 통합한 조직이다(북한과학원 경제사전).

구 분 기업형태

소유형태 국영기업소/ 협동단체 기업소

경영방식 독립체산제 / 예산제

관리기관 소속
중앙기업소 특급/ 1급/ 2급/ 3급

지방기업소 4급/ 5급/ 6급/ 7급

규모
대규모41) 연합기업소/ 종합기업소/ 연합회사

중소규모 그 외

외국자본 투자형태 합영회사/ 합자회사/ 외국인기업

재생산 과정
생산기업소 공업/ 농업/ 건설/ 운수기업소

유통기업소

공업기업소
생산물 용도 채굴/ 가공/ 중/ 경공업기업소

생산 형태 대량생산/ 묶음식생산/ 개별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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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기업소 형태는 여러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중요성 및

규모 등에 따라 특급·1급·2급·3급기업소와 도영기업소, 기타 지방공장·기

업소 등으로 등급이 부여되며, 특급·1급·2급·3급 기업소는 중앙당 중공업

부와 경공업부의 지도·통제를 받고, 기타 공장·기업소는 지방 인민위원회

와 도당 산업부, 군당의 지도통제를 받는다. 또한 사회화의 정도에 따라

국영기업소와 협동단체기업소로 구분되고, 그 관리소속에 따라 중앙기업

소와 지방기업소로, 경영방법에 따라 독립체산제기업소와 예산제기업소

로 구분되며, 생산기업소는 생산부문별로 공업기업소, 농업기업소, 건설

기업소, 운수기업소 등으로 구분된다(송강, 2016).

[표 3-8] 1995년과 2015년 업종별 기업소의 비중 비교

출처: 심완선 외(2015), “북한 공식매체를 통해 본 산업정책 및 주요 산업·기업 변화 실태”, p.153

통일을 대비한 북한 기업의 사유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

려면 그 전제로서 북한 지역 내 기업에 대하여 보다 정확한 정보 및 통

계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지만, 북한 사회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기업 단위의

실효성 있는 통계 자료는 현재로서는 쉽게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구분
기업소 수
(1995년)

기업소 수
(2015년)

비중(%)
(1995년)

비중(%)
(2005년)

음식료품 350 538 13.7 18.1

섬유·의복 432 426 16.9 14.3

가구·목재 335 308 13.1 10.4

화학 331 377 13 12.7

건재 198 208 7.7 7

1차 금속 43 47 1.7 1.6

기계 437 360 17.1 12.1

수송기계 67 54 2.6 1.8

광업 276 364 10.8 12.3

전략 86 277 3.4 9.3

미상 0 12 0 0.4

합계 2,555 2,971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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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최근에는 북한 보도매체를 중심으로 확인된 기업별 보도내용을

중심으로 자료를 추출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도출하는 방안이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북한 기업

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 20년간 북한에서는 전력 및 음식료품 분야

의 기업체 수가 크게 늘어난 반면에 중화학공업 분야는 예전에 비하여

상당 부분 위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 표에 의하면 1995년까지 확인되던 2,555개소의 기업 중에서 2015년

에는 1,364개소가 확인되지 않았고 오히려 1,780개소가 신설된 것으로 파

악되었다. 따라서 실제 가동되는 기업체의 수는 10년 전에 비하여 416개

소가 늘어난 2,971개소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새로 신설된 기업 중 음식

료품 가공업 기업과 전력공업 분야 기업이 대폭 증가하였는데, 음식료품

기업 비중은 1995년 13.7%에서 2015년 18.1%로, 전력 업체는 1995년

3.4%에서 2015년 9.3%로 각각 크게 증가하였다.

북한 내 전력 업체 비율이 증가한 것은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

피한 자구책으로 각 지역에 중소형 발전소 건립을 독려했기 때문이 것으

로 분석되나, 경공업분야가 10년 전에 비하여 다소 축소된 점(43.7%→

42.8%)에 비추어 보면 음식료품 업체의 증가 경향은 특이한 현상이 아

닐 수 없다. 이에 대하여는 북한 정권이 의식주 중에서 먹는 문제 해결

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고 북한 정권의 인민생활 향상 방침에 따라

기초식품공장, 버섯공장 등의 건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고 보는 분

석이 유력하다. 그럼에도 북한 경제의 침체로 인하여 산업의 주동력인

중화학공업 분야는 1995년 42.1%에서 2015년 12.1%로 크게 감소하였다.

일반 기계분야는 17.1%에서 12.1%로 가장 많이 감소하고 운송기계분야

도 2.6%에서 1.8%로 줄어들었는데 특히 전기 전자분야, 기계부품 업체

의 수가 주로 감소하였다.

평양 지역 내 기업 변화를 살펴보면, 음식료품 25.7%, 섬유 의류

21.7%, 화학 17.8%를 차지했는데, 이는 평양과 인근 주민들의 음식료품

과 생필품을 충당하기 위해 공장을 신설하거나 기존 공장을 재가동한 것

으로 보이며, 한편으로는 한국과 중국과의 의류 임가공 사업이 활성화된



- 41 -

결과로도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북한 기업들의 통계를 분석해보면, 남한

과 북한의 산업을 통합하는 것을 전제로 할 경우 경제성이나 재활용 가

능성이 낮은 중화학공업 분야보다는 음식료품, 섬유, 의류와 같은 경공업

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여 북한의 산업구조에서 전략적으로 경공업의

비중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 중화학공업은 현재 남한 내에서도 충분한

생산구조를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북한 내 중화학공업은 비교적 대규모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어 우선기업 분할이나 해체 등을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므로 단기간에 경영 정상화를 이루기는 쉽지 않지만, 경공업 분야

는 경영 성과를 비교적 빠른 시일내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공업 분야는 비교적 중소규모의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어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북한 주민들이 MBO(경영자매수) 또는 EBO(근로자기업인수) 방

식에 따라 매수하기에 보다 용이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사유화 및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북한에서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가 법적으로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기업에 대하여 사실상의 사유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현상에 대하여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원인 제

공은 역설적으로 북한 정권의 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데, 각

급 기관이나 기업소에 운영 예산을 보장해주지 못하면서 이들에게 ‘자력

갱생’을 강요함에 따라 기관 기업소에서는 소위 ‘돈주’나 개인이 운영하

는 사기업을 통해 부족한 수입을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여 북한 정권은 이를 단속 또는 통제하기

보다는 사실상의 사기업을 국가기관이나 기업소의 산하 기업으로 편입하

면서 반(半)합법성을 부여하고 명의대여의 대가로 일정 수준의 금원을

받는 방식으로 묵인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유화 추세는 이미 북한

경제 시스템에 깊숙이 편입되어 있어 북한 주민들의 생계 보장은 물론

국가기관이나 기업소의 재정 위기 극복에도 일정 부분 기여를 하고 있으

므로 이를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송강,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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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북한의 자산소유권 구조

1. 국가소유권

북한은 1948년 헌법 제5조를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생산수

단은 국가, 협동단체 또는 개인자연인이나 개인법인의 소유라고 하여 국

가 및 협동단체는 물론 개인의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를 인정하고 있다

(이해정, 2015). 그러나 개인 소유에는 제한을 두었는데 북한헌법 제6조

에서는 토지는 자기의 노력으로 경작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다는 경자유

전(耕者有田)의 원칙42)을 명시하고 개인 소유의 최대한도는 5정보(약 1

만5천평, 약 49,587m2) 또는 20정보(약 6만평, 약 198,347m2)로 제한하였

다. 이후 북한은 1948년 9월 헌법 제8조를 통하여 토지, 축력, 농기구, 기

타 생산수단, 중소산업, 기업소, 중소상업기관, 원료, 제조품, 주택과 그

부속시설, 가정용품, 수입, 저금에 대한 개인소유를 광범위하게 인정하였

다. 그러나 북한은 1972년 사회주의헌법 제정과 함께 인민들의 소유권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생산수단의 소유

주체를 국가 및 협동단체로 한정하면서 개인을 제외하여 개인의 생산수

단 소유가 금지되었다. 또한 개인 소유를 근로자들의 개인적 소비를 위

한 소유로 규정하여 과거 ‘생산수단의 소유’를 ‘소비를 위한 소유’로 변경

하였다. 이로 인하여 소비를 위한 소유의 대상은 노동에 의한 사회주의

분배와 국가 및 사회의 추가적 혜택, 협동농장원들의 텃밭경작을 비롯한

주민의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로 제한되었다.

북한은 1998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생산수단의 소유주체를 ‘국가와 협

동단체’에 ‘사회단체’를 포함시켜 소유주체를 확대하였다. 북한헌법 제22

조에서는 사회협동단체의 소유대상을 종전의 ‘농기구’, ‘고기배’에서 ‘농기

42)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 제1항은 비농민의 투기적 농지소유를 방지하기 위하

여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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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배’로 확대하여 국가소유의 대상을 축소하고 사회단체와 협동단체의

소유대상을 확대하였다. 아울러 개인 소유의 대상으로 텃밭경리를 비롯

한 개인부업경리에서 산출되는 생산물과 그 밖의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도 개인 소유에 속한다고 하여 개인 소유의 범위가 다

소 확대되었는데 이는 1990년 경제난 이후 증가한 개인 소유의 범위를

현실적으로 수용하여 적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이해정, 2015).

북한은 사회주의적 소유의 대표적 형태인 국가소유권 제도를 헌법 제

19조, 민법 제44조 및 토지법 제10조에,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임

을 명시하여 국가소유가 사회화 수준이 가장 높은 소유형태인 전체인민

의 소유임을 천명하였다.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헌법 제19

조 및 민법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지하자원, 산림자원,

수산자원을 비롯한 모든 자연자원, 중공업, 경공업, 수산업, 임업을 비롯

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중요 공장과 기업소, 항만, 은행, 교통운수 및

체신, 방송기관은 국가만이 소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토지와 중요

공장용지 및 임야도 오로지 국가소유권의 대상이며, 농지는 국가소유도

있지만 주로 협동단체 소유의 대상으로 되어 있다. 국가소유권의 대상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은 물론, 국가소유재산권의 반환청구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국가소유권에 대한 침해는 반국가적 행위

다음가는 중죄에 해당된다.

전체 인민을 대표하는 국가는 국가소유권의 주체로서 국가소유 관계를

비롯한 일정한 민사법률 관계에서 직접 당사자가 되어 당사자로서의 권

리 행사를 하며 의무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소유권의 경영상 관

리권은 국가기관이나 기업소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다만 경영상의 관리

자일 뿐 개별적인 국가기관이나 기업의 명의로 행사되지는 않는다. 따라

서 국가기관이나 기업소의 재산이 다른 국가기관이나 기업소에 공급되거

나 판매되는 경우 경영상의 관리권만 넘어가게 된다.

북한민법 제37조에서는 자산 소유권을 자기의사에 기초해 물(物)을 점

유· 이용·처분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하면서 이를 다시 국가소유권, 협

동단체소유권, 개인소유권으로 구분하고 있다. 국가소유권(북한헌법 제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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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북한토지법 제10조, 북한민법 제44조·45조)은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

하여 국가가 점유·이용·처분할 수 있는 권리이며 소유권 중 대상이 가장

광범위하다. 지하자원, 산림자원, 수산자원 등의 자연자원과 중요 공장,

항만, 은행, 교통수단, 방송기관, 학교, 중요문화 및 보건시설 등은 국가

만이 소유할 수 있다. 국가소유는 전인민적 소유형태이며 국가소유권의

반환청구에 대해서는 민사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2. 협동단체소유권

협동단체소유권이란 협동경리 내에 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사회주의

적인 소유로서 국가는 협동단체를 법적으로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협동단체소유권은 대상범위가 제한적이다. 협동단체소유는 1958년 8월

농업협동화가 완성되면서 국가소유와 함께 북한의 경제적 기조를 이루는

사회주의적 소유의 한 형태로 성립되었으며, 국가는 협동단체의 소유권

을 보호하며, 협동단체 소유권은 시효의 제한이 없고, 금전이외에는 강제

집행이 불가능하다. 소유는 협동경리에 속해 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인

공동의 소유이므로 국가 소유보다 사회화수준이 낮은 소유로서 언젠가는

전인민적 소유, 즉 국가소유로 전환되어야 할 과도기적 소유에 불과한

형태이다. 이는 구소련의 콜호즈나 구동독의 집단농장, 중국의 옛 인민공

사와 유사한 형태이다.

협동단체소유권은 대상범위가 제한적이지만 국가와 마찬가지로 토지를

소유할 수 있으며, 가축, 농기구, 고깃배, 건물, 기업소 등 생산수단과 경

영활동에 필요한 대상물을 소유할 수 있다. 그러나 토지처분은 법이 정

하는 대로 따르게 되어있으며 협동단체가 소유권을 실현함에 있어서는

산업은행을 통해서만 신용거래가 가능하다. 또한 사회주의적 생산물의

계획적 분배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물물교환은 금지되어있다. 토지 중

에서 중요 공장토지와 산림은 국가소유권의 대상이며, 농지는 국가소유

도 가능하고 협동단체 소유도 가능하다.

협동단체소유권(북한헌법 제22조, 북한토지법 제11조, 북한민법 제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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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 협동단체가 국가지도 하에 구성원의 의사에 따라 재산을 점유·이

용·처분할 수 있는 권리이며 협동단체소유권의 당사자는 개별적 협동단

체이며 소유대상과 범위는 ‘개인소유권 < 협동단체소유권 < 국가 소유

권’의 순이라 할 수 있다. 협동단체소유는 사회주의체제에 있어서 집단적

소유형태가 반영된 것으로 국가소유제도에 비하여 사회화의 정도가 낮은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사회주의적 소유제도가 실현되면 모두 국가소유제

로 전환되는 과도기적 소유라할 수 있다(류해웅, 1991). 국가는 협동단체

의 소유권을 보호하며 협동단체 소유권은 시효의 제한이 없고 금전 이외

에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협동적 소유는 독립적 생산자들의

생산수단이 자원적 통합에 의하여 발생되는 집단적인 소유의 형태이다.

협동적 소유의 형태의 대표적인 경우는 협동농장이며 협동적 소유의 공

장 또는 기업소 등도 있다.

3. 개인소유권

사회주의 국가에 있어서 생산수단은 사회주의적 소유로 국가나 협동단

체만이 소유할 수 있으며 개인적 소비를 위한 경우에만 개인소유를 인정

하고 있다. 즉 북한에서 토지 등 생산수단은 개인소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모든 생산수단은 국가와 협동단체만이 소유권을 가지며, 개인소유는

근로자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에 한하여 인정된다.

개인소유권은 공민이 개인소유를 위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재산을

점유·이용·처분할 수 있는 권리(북한민법 제60조)로서 사회주의적 소유

의 대원칙을 전제로 개인에게 매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는 소유

권이다. 북한헌법 제24조는 “개인소유는 근로자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

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근로자들의 개인소유는 노동에 의한 사회주의

적 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 혜택으로 이루어진다.”고 공포하고 있

다. 소유권의 대상은 소비용품으로 한정되며 생산수단의 소유는 금지된

다. 단 텃밭 생산물은 개인소유로 인정하고 있으며 협동농장원의 텃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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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평으로 한정하고 있다. 즉, 북한은 개인에게 텃밭43)에 대한 용익권

의 일종으로 배타적 개인경작권을 부여하지만 이는 텃밭에 대한 소유권

이 아닌 것이다. 북한민법 제59조에서는 공민은 살림집과 가정생활에 필

요한 여러 가지 가정용품, 문화용품, 그 밖의 생활용품과 승용차와 같은

가재를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동법 제61조에서는 가

정성원으로 된 공민은 가정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공동으로 가진다고

하여 공동소유권을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제63조에서는 개인소유재산에

대한 상속권도 보장하고 있다.

개인소유권은 사회주의적 생활규범과 소비적 목적에 맞게 행사되어야

하므로 개인 소유 재산을 불로소득의 원천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주

민이 매수한 물건을 더 비싸게 전매하는 것은 금지되고, 공민들 상호간

에도 사용료를 주고받을 수 없다.

[표 3-9] 북한의 소유권 종류 및 주요 내용

출처 : 북한민법

북한의 주요 자산인 주택, 토지, 기업은 북한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43) 북한주민들은 식량난으로 공식적으로 허용된 텃밭 외에 불법적으로 화전

등으로 산림을 일군 ‘뙈기밭’을 적게는 200~300평, 많게는 5,000평 이상 경작하

고 있다(허강무, 2011).

종류 내용 대상 범위

국가소유권
국가가 자기의사에 따라 물건을 점유·이
용·처분할 수 있는 권리
(취득 시효 제한 없음)

천연자원, 중공업 등 주요 산
업(공장), 항만, 교통 등 SOC,
각급 학교, 중요 문화, 보건 보
호시설 등

협동단체
소유권

협동단체가 국가의 지도 하에 협동단체
구성원 의사에 따라 자신의 과제와 의무
를 수행하기 위해 재산을 점유·이용·처분
할 수 있는 권리 (취득 시효 제한 없음)

토지, 농기구, 고깃배, 건물, 중
소공장, 기업소, 문화 보건시
설,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협동단체 소유 가능

개인소유권
공민이 개인소유를 위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재산을 점유·이용· 처분할 수 있는
권리

노동댓가, 국가 및 사회의 추
가 혜택, 개인부업경영 생산물,
구입재산, 상속·증여 재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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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통일 시에는 통일정부에서 자산소유권을 넘겨 받아 자산의 통합 관

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 북한의 주택 소유권

북한은 주택을 국가소유를 원칙으로 정하여 주택거래를 금지하고 있으

며 부당하게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익은 전액 몰수44)토록 하고 있

다(북한「형법」, 북한 「부동산관리법」). 또한 북한「살림집법」에서도

국가 소유의 주택을 거래하거나 승인없이 사용할 경우에는 주택을 회수

하도록 하고 있다(이은정, 2013). 그러나 1980년대부터 주택의 공급이 수

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웃돈을 주는 방식을 통한 ‘주택교환’등의 거래

가 이루어졌고 경제난이 심화된 1990년대에는 비공식적으로 주택거래가

이루어졌다. 원래 주택사용권을 사고 파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브로커

를 통해 거래가의 10%정도의 높은 수수료를 주고 ‘국가주택이용허가증’

문서를 현재의 사용자에서 구입자로 명의를 바꾼다고 한다(허강무,

2013). 도시 지역에서는 10~20% 정도의 주택이 거래되어 있으며 지방에

서는 45%까지 주택이 거래되고 있다고 하며(박석삼, 2002), 최근 들어서

는 권력기관의 비호아래 전주들이 다세대 주택을 건설하는 사례도 늘어

나고 남한의 부동산 중개업소와 같이 중간에서 이를 소개해 주는 사람들

도 있다고 한다(손희두 2012).

북한의 60m2 정도의 주택 사용료는 월78원인데 이는 노동자, 사무원의

월평균 2,000원 임금의 3.9%에 해당되는 수준으로 북한 인민들 입장에서

는 큰 부담없이 주택을 이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이해정, 2015). 북한

이탈주민들을 통한 조사를 토대로 종합해 보면 북한에서 주택 매매시장

은 2005년 이후 활성화 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서울대학교 평화통

44) 북한 형법 제149조와 북한 살림집법 제63조 등에서는 돈 또는 물건을 주거

나 받고 국가소유의 살림집을 넘겨주었거나 받았거나 빌려준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하고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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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연구원, 2015). 남한과 마찬가지로 북한주민들도 연립주택에 비해 아파

트나 단독주택의 선호도가 더 높고 소득 증가와 함께 주택 매매시장에서

도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비중이 증가 하고 있다(서울대학교 평화통일연

구원, 2015). 현재 북한사회는 경제적 부와 정치적 힘이 결합되어 주택시

장이 활발하고 움직이고 있으며 거주 형태나 위치는 자신의 계급과 지위

를 나타내는 징표가 되고 있는 것이다(홍민, 2014).

[표 3-10] 북한 이탈주민을 통해서 본 살림집 장만 경로

(단위 : 명, %)

출처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2015), 북한사회변동 2015

2) 북한의 토지소유권

북한의 사회주의 토지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기본법은「헌법」,「토지

법」,「민법」이라 할 수 있다. 북한 헌법에서는 사회주의 토지소유제도

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칙을 실현하는 법률이「토지법」이

며 민법에서는 소유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김상용, 2014). 북한

의 토지법(제9조)은 토지는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이며 인민의 공동소

유이므로 개인이 사적으로 매매 및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협동

농장원들의 텃밭 이용도 그 면적을 20~30평 규모로 제한(동법 제13조)하

구 분 2012 2013 2014 2015

국가에서 배정 36(28.6) 19(14.3) 34(23.6) 29(20.0)

직접 구매 58(46.0) 89(66.9) 77(53.5) 80(55.2)

직접 건축 13(10.3) 9(6.8) 10(6.9) 7(4.8)

상속(유산) 받음 17(13.5) 13(9.8) 20(13.9) 25(17.2)

친척/주변사람

으로부터 받음
2(1.6) 3(2.3) 3(2.1) 4(2.8)

합계 126(100) 133(100) 144(100) 14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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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북한 민법(제44조·제54조)에서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의 집단토지소유권만을 인정하며 개인의 토지소유권은 인정

하지 않고 있다. 특히 북한민법 제55조 제2항에서는 사회협동단체의 소

유권은 사회협동단체가 구성원의 의사에 따라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행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동소유의 대상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 지

분에 관한 내용이 없어 남한 민법에서 정하는 공동소유와는 차이가 있다.

[표 3-11] 공동소유권 관련 남북한 민법 비교

출처 : 북한민법, 남한민법

북한민법 남한민법
제53조(협동사회단체소유의 성격과 원천)
사회협동단체소유는 사회협동단체에 들어
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이다. 사회
협동단체소유는 사회협동단체성원들이 들
여놓은 재산, 사회협동단체의 자체 투자
에 의하여 마련한 재산, 사회협동단체의
생산물, 사회협동단체가 산 재산, 국가에
서 사회협동단체에 소유권을 넘겨준 재산
으로 이루어진다.
제54조(사회협동단체소유권의 대상) 사회
협동단체는 토지와 농기계,배,중소공장,기
업소 그 밖에 경영활동에 필요한 대상들
을 소유할 수 있다.
제55조(사회협동단체소유권의 담당자와
그 권한) 사회협동단체소유권의 담당자는
개별적인 사회협동단체이다. 사회협동단
체는 자기 소유의 재산을 그 성원들의 의
사에 따라 민주주의원칙에서 점유하거나
리용,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토지에 대한
처분은 법이 정한데 따라 한다.

제56조(사회협동단체소유권의 이전) 사회
협동단체가 생산한 제품이 국가기관,기업
소 또는 다른 사회협동단체나 공민에게
공급,판매되는 경우에 그에 대한 소유권
은 상대방에 넘어간다.

제262조(물건의 공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
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제264조(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
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
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제266조(공유물의 부담) 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공유자가 1년 이상
전항의 의무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제267조(지분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 공
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
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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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북한은 사회주의체제 국가로 협동단체 소유의 토지도 사실상

국가에서 통제·배정하고 있어 국가소유와 구별할 실익은 없다고 할 수

있다(김성욱, 2015). 북한토지는 이용형태에 따라 농업토지, 주민지구토

지, 산림토지, 산업토지, 수익토지, 특수토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1990년대

부터 중국의 토지임대법을 차용하여 특구지역에 한하여 외국인의 토지이

용권45)을 인정하고 임차토지 양도 및 저당을 일부 허용하고 있다.

한편, 독일의 경우에는 동독이 서독과 분단 이후부터 통일이 될 때까

지 부동산등기부를 보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소유자에 대한 반환원칙

적용이 가능하였는데 이와 반대로 북한은 1946년 토지개혁 추진과 함께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를 모두 소각시켜 남한과 같은 부동산등

기부제도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6). 또한 1950년 6·25 전

쟁으로 인하여 원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토지대장과 같은 관련 문서들

이 대부분 소실되었고 분단 이후 70여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북한의 자체

적인 토지정리 사업과 여러 이유 등으로 토지 지형과 형질도 변경되어

원소유자가 관련 공부를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통일 이후 북한 지역 토지

와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1920

년대 작성된 토지조사부나 지적원도 등에 근거하여 구소유자를 찾는 방

법이 있다. 남한의 대법원47)은 구 토지조사령(1912.8.13 제령 제2호)에

의한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

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하여 토지조사부 소유자란 등재의

추정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조선임야조사령’에 근거한 임야조사서에 대하

여도 같은 취지의 판결48)을 한 바 있기 때문이다.

45) 북한의 토지임대법에서는 임대한 토지의 이용권을 임차자의 재산권으로 인

정하고 이용권자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양도(판매, 재임대, 증여, 상속) 또

는 저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토지임대기관의 승인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다(김성욱, 2015).
46) 북한은 ‘부동산등기제도’ 대신 ‘부동산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부동산관

리법에서는 부동산의 등록은 ‘토지등록대장’과 ‘지적도’에 하여야 하며 건물은

‘건물등록대장’에 시설물은 ‘시설물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7) 대법원 1986. 6. 10. 선고, 84다카1773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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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 판결내용을 근거로 통일 후 북한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이미 반세기를 훨씬 지난 현재의 북한의 지

적현황은 상당부분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1920년부터 1946년의 토

지몰수 시점까지 승계취득하였으나 토지관련 서류 등을 갖추지 못한 ‘문

건 없는 진실한 구소유자’는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가 발생한다(김성

욱, 2014). 남북으로 분단된지 반세기가 훨씬 지나 거래 관계를 증언해

줄 수 있는 증인이 생존해 있을 가능성도 희박하여 이를 입증할 방안은

없어 보인다. 또한 북한에 관련 공부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수십년간 부

실하게 관리되어 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를 신뢰하기 어려워 소유권

을 둘러싼 분쟁과 불신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김성욱, 2011).

48)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9852,98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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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체제전환국의 국유재산 사유화 사례

제 1 절 체제전환국 사례

1. 독일

1) 사유화 기본원칙

독일은 법치국가적 정의를 중시하여 구소유자 반환을 우선원칙으로 하

여 나치 및 동독정부에 의하여 몰수된 재산을 반환하고 보상하는 절차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반환소송이 급증(약250만건)하고 이로 인한 투자 및

개발이 지연됨에 따라 원소유자 반환에서 보상범위 확대기조로 정책을

변화하였다.

[표 4-1] 독일 통일 당시 반환 및 보상대산 재산

출처 : 김영훈(1996), “동구권의 농지사유화 실태와 시사”

구 분 재산 내용

반환대상
- 나치에 의해 몰수된 재산

- 동독정부 수립 후 몰수된 재산

보상대상
- 소련군 점령 하의 토지개혁 대상 재산

- 공공용지에 포함된 건물 등

기타
-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소유권자가 없는 재산

- 동독정부 수립 후 창설된 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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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유화 추진기구

독일은 동독자산의 효율적인 사유화를 위하여 사유화 전담기구인 신탁

청(Treuhandanstalt, THA)을 한시적으로 운영하였다. 신탁청은 국영기업

의 신속한 사유화, 기업경쟁력 제고 및 일자리 보존·창출, 생산자원의 경

제적 배분, 국유재산에 대한 철저한 조사 등을 통한 국가재정 건전화를

목적으로 대표이사 1인과 8인의 이사회, 21명의 행정위원회로 구성되었

다. 조직은 본사 및 15개의 지사로 편재되어 본사는 종업원 1,500명 이상

의 대기업이나 주요 산업부문에 속한 기업의 사유화를 담당하였고 지사

는 종업원 1,500명 이하 기업에 대한 사유화를 담당하였다. 대표이사는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를 하면서 다양한 출신으로 구성된 행정위원회에서

사전 조율 등을 담당하였으며 8명의 이사는 6개의 각 기업분야 및 인사·

재무분야를 총괄하였다. 직원수는 설립당시 147명이었으나 업무증가로

인하여 활동 종료시점에는 약 4,200명으로 급증하였다. 또한 신탁청은 사

유화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상업사유화유한회사(GPH), 신탁부동

산회사(TLG), 토지이용·관리회사(BWG) 등 3개의 자회사49)를 운영하였다.

[표 4-2] 신탁청 인수 당시 관리 자산

출처 : 동구권의 농지사유화 실태와 시사 (김영훈, 1996)

49) ◯1 상업사유화유한회사는 음식점, 호텔, 상가 등 상업·서비스기업에 대한 사

유화를, ◯2 신탁부동산회사는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국가기관·사회단체 부동

산, 몰수재산 처리를, ◯3 토지이용관리회사는 국유경작지, 목초지, 임야에 대한

사유화를 담당하였다.

구 분 규모 및 범위

중앙관할 콤비나트 126개

지방관할 콤비나트 95개

공장보유 기업 약 8,000~9,000개

일반기업 약 33,000개(상점, 음식점, 호텔, 영화관 등)

부동산 62,000km2(농경지, 임야, 주택 등 총토지의 57%)

종업원 약 410만명(동독 노동력의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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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청은 1994년 해체 후 잔여업무를 독일특수과제청, 신탁토지회사,

토지이용·관리회사, 베를린지주관리회사 등 4개 후속기관에 이관하면서

역사적 임무를 종료하였다.

[표 4-3] 신탁청 해체 후 후속기관 및 주요 업무

출처 : 2009 독일통일 백서 (통일연구원, 2009)

3) 자산별 사유화 과정

가. 토지(농경지)

구소련은 1945년 10월 동독지역을 점령한 후 소련군사행정부를 구성하여

자본주의적 사소유권을 폐지하고 사회주의적 토지소유제도를 확립하고

무상몰수에 의한 무상분배방식의 토지개혁을 단행하였다(류인호, 2015).

100ha(1,000,000m2, 302,500평)이상의 소유토지와 100ha미만이라도 전쟁

범죄자, 나치지도자, 나치조직 소유의 재산을 모두 무상몰수50)하여 농지

가 없거나 농지가 부족한 농민에게 무상으로 일부를 분배하고 나머지는

구 분 활동 시기 주요 업무

독일특수과제청 1995~2004
계약이행 관리·감독, 후속협상, 법적문제 해결
지원, 기업 해체 등을 담당

신탁부동산회사 1991~2002
신탁청의 자회사로 설립되어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국가기관사회단체 부동산, 몰수재산
처리 등을 담당

부동산유한회사 2002~현재
신탁토지회사에서 전환되어 부동산의 판매,
경영, 관리, 개발 등을 담당

토지이용·관리회사 1992~현재
신탁청의 자회사로 설립되어 국유경작지, 목
초지, 산림 사유화 등을 담당

베를린지주관리회사 1995~1997
사유화되지 않은 기업을 인수해 구조조정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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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화하였다(배성열, 2015). 한편 농민들은 토지개혁에 의하여 분배받아

소유권은 가졌으나 매각이나 임대를 마음대로 할 수 없었고 농업생산협

동조합(LPG, Landwritschaftliche Prouduktiongemeinschaft)이 포괄적인

이용권을 가지고 있어 농민들은 토지이용자에 불과하였다(류인호, 2015).

농업집단화 결과 1980년대 중반에는 동독 전체 농지(626만ha) 중 85.5%

인 535만ha가 농업생산협동조합에 포함되고 국가소유는 약 7%, 나머지

7.5%는 개인소유의 농지였다(배성열, 2015).

통일 후 토지는 우선적으로 구소유자에게 반환되었으며 소유자가 확인

되지 않은 토지와 국가 소유의 토지는 신탁청으로 귀속조치 되었다. 통

일 당시 동독 토지의 약 70%가 이미 개인소유였는데 이는 동독의 농업

집단화가 소유권을 박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농업생산조합에 출자하는 형

식으로 이루어 졌기 때문이다. 집단농장의 해체과정에서 소유권이 확인

된 개인소유의 토지는 구소유자에게 즉시 반환되고 소유주가 확인되지

않거나 국가소유의 토지는 신탁청으로 귀속되어 토지이용·관리회사를 통

하여 사유화 되었다. 동독의 사유화 대상 토지는 임대 및 매각방식으로

사유화 되었는데 몰수토지는 구소유자 및 과거 자영농민과 상속인에게

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하였으며 토지거래허가제도를 시행하여 소

유권 반환신청이 제기된 토지가 거래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매각이

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는 현점유자나 법인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매

각 절차를 시행하였으며 집단농장 소속의 개인농가 및 기업농가에는 장·

단기로 임대를 주었는데 1994년까지 사유화 대상 토지의 약 96%가 장기

임대였다.

독일의 토지 사유화는 신탁청 활동 기간 중 동독 토지의 약 90%를 사

50) 몰수된 토지는 약 330만ha이며 이중 약 77%는 대지주로부터, 나머지는 나

치전범자 또는 기관이나 정부의 소유토지였다(박규환, 2004). 몰수된 토지는 먼

저 토지기금에 귀속하고 이중 2/3는 약 50만호의 농가에 5~10ha 규모로 무상분

배하고 나머지 1/3은 지방정부에 이양하고 이후 이를 국영농장으로 재편하였다.

한편 1945년부터 1948년 사이에 몰수된 토지와 교회를 제외한 주, 군, 지방자치

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소유한 토지를 모두 국가소유로 이전하였다(류인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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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화하는 양호한 성과에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소유자 반환원칙으

로 인한 행정비용 및 소송 증가와 이로 인한 개발지연 등의 여러문제점

이 발생되었다. 구소유자 반환원칙에 따른 행정수요가 폭주하고 행정 경

험 부족 등으로 인한 시행착오로 혼란이 가중되어 토지 활용과 개발이

위축되는 결과를 보였다. 오랜시간에 걸쳐 발생된 이해관계와 역사에 녹

아든 복잡한 소유권 문제를 단기간내에 해결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

능한 것이었다. 현실적으로 객관적인 보상기준이 마련이 어렵고 구소유

자와 현점유자간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어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발생

하고 사유화에 따른 매각물건이 급증하여 부동산시장에서 가격이 하락되

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나. 주택

동독은 1955년 총 주택수가 약 500만호, 1988년에는 약 700만호로 인

구 1천명당 주택 비율은 약 426호, 주택 평균면적이 65m2, 1인당 주거면

적은 평균 27m2였다. 이는 당시 서독의 주택 평균 면적이 85m2, 1인당

주거면적이 35m2인것과 비교하면 다소 열악한 편이었다.

동독은 주택에 대하여 전사회적 인민소유, 협동조합 소유, 사회조직 소

유, 인민 개인소유, 사소유권 모두를 인정하였는데 이는 사회주의 경제체

제에 따라 토지를 생산수단으로 인식하여 사인(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

지 않으면서 생산수단이 아닌 주택에 대하여는 토지와 별도로 독립적인

소유권을 인정하였기 때문이다(법무부, 1994). 그러나 토지소유자와 주택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만 주택에 대하여 개별 소유권을 인정하고 건물등

기부에 등재하였고 토지소유자와 주택소유자가 동일할 경우에는 주택에

대하여 별개 소유권을 인정하지는 않았다(김상용, 1999).

동독의 국가소유 주택은 지방자치단체 및 신탁청으로 귀속시킨 후 사

유화 처리되었다. 통일 당시 동독은 국영·조합주택이 약59%(약412만호),

개인주택은 약41%(약283만호)로 국영조합주택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

고 있었다. 국영·조합주택 중 소유주가 확인된 주택은 원소유자에게 반

환하였는데 대다수의 국영·조합주택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사유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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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었다. 신탁청의 관리 주택은 대부분 중소형 기업 소속으로 신탁청

의 자회사인 신탁부동산회사의 주도로 사유화가 이루어졌다. 독일의 주

택 사유화는 세입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면서 세입자가 개·보수를 의무

적으로 하는 원칙을 적용하였으나 동독주민들의 자본력 부족으로 제3자

가 매입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이런 이유로 주택 사유화 과정에서 동독

주민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주택구입 자금을 1991년부터 1994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도 하였다.

[그림 4-1] 독일의 주택 사유화 절차

[표 4-4] 동독 주체별 주택매각 실적(1994년 기준)
(단위 : 호, %)

출처 : Bundestagsdrucksache ,(Haussermann, 1996)

임대인

설문

조사

매각

대상

주택

선정

개보수

비용

및

시장

가치

평가

세입자

개인

신상

조사

가구당

매각

가격

책정

매각

공고/

매수

대금

부족분

융자

계약서

작성

구분

국영주택 조합주택 합계

세입자
매각

제3자
매각

소계
세입자
매각

제3자
매각

소계
세입자
매각

제3자
매각

소계

주택
수

18,192 43,246 61,438 6,057 1,757 7,814 24,249 45,003 69,252

비율 29.6 70.4 100 77.5 22.5 100 35 6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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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동독 주택 사유화 실적(1995년 기준)
(단위 : 호)

주) 달성율은 사유화 목표대비 사유화 실적을 나타냄

출처 : 유도진(1998), “독일 통일 후 구동독지역 국유재산 사유화 실태 연구”

사유화가 되지 못한 주택의 경우에는 실거주자를 중심으로 임대를 하

였으며 아파트와 같은 국영주택의 경우에는 건물의 일괄매각을 위하여

매각대상에서 세입자를 제외하였는데 건설회사 등 경제력을 갖춘 제3자

매각이 활발하였다.

[표 4-6] 독일의 주택사유화를 위한 법률정비

출처 : 최임열(2012), “북한지역 주택 사유화 방안고찰” 내용 재구성, p. 11~13

51) 내용상 서로 관련있는 다수의 변경사항들이 다수의 원법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 개별 규범들은 후속 개정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음

구 분 주택수 사유화 목표 사유화 실적 달성율

지방자치 단체

사유화

조합주택 1,100,000 128,000 17,069 13%

국영주택 2,000,000 205,000 100,145 49%

합계 3,100,000 333,000 117,214 35%

신탁부동산회사 소유 142,000 - 70,895

시기 관계 법령 내 용

1992년 7월 재산법변경법
사회주의 소유 토지인 경우 건물소유권이 물권적 토지
이용권에 기반하지 않을 때에도 이를 보장하고 토지소
유자의 반환청구권을 1994년 12월말까지 배제

1994년 9월 채권관계조정법

토지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1999년 말까지 토지소유자의
정규 해지권을 배제시키고 점진적으로 해지권을 제한하
면서 2015년 10월 4일까지 완전히 소멸토록 함. 1990년
통일 당시 60세 이상인 토지이용자의 경우는 계속적으
로 보호

1993년 7월 용익보상규칙
시장수준에 맞는 용익 보장을 위하여 상승 정도를 정하
고 보상금을 책정토록 함

1993년12월 등기절차촉진법
토지거래가 장애없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조항법51)형식
의 등기절차 관련법을 제정

1994년 7월 건물등기부규정
건물등기부의 개설 및 취급 방법과 등기부에 토지이용
권 및 건물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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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독일의 주택사유화가 부진했던 이유는 1994년 기준으로 동독주민

의 평균수입이 서독주민의 약75% 수준의 낮은 경제력과 구소유자 반환원

칙에 따른 혼란, 이러한 문제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부담으로 인한

재정 악화 등이 주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독일 통일 초기에 동독주민

들의 주거이동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자가주택 확대정책은 큰 효

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다. 기업

독일의 기업 사유화방식은 자유매각(free sale), 경매(bidding), 제한입

찰(the limited tender), 공개입찰(public tender)52) 등이 주로 활용되었으

며 사유화 과정은 준비기, 집행기, 감시기 등 3단계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단계인 준비기에는 기업분할 및 합병을 위한 평가와 시장조사

를 시행하는 단계로 신탁청은 관리하고 있는 기업의 분할·합병·매각을

위하여 일부자산을 분리하였다. 자문기관인 운영위원회53)는 총 6등급으

로 기업을 분류하였는데 운영 초기, 전체 관리기업의 약 2/3는 구조조정

대상기업으로, 나머지 1/3은 청산 및 폐쇄대상 기업으로 분류하였다. 신

탁청은 사유화 가능기업을 대상으로 채무 청산, 인력 감축, 신규 자금 유

치 등이 포함된 기초 구조조정(Initial restructuring)을 하면서 사유화 관

련 마케팅을 전개하였다.

52) ◯1 자유매각 : 당사자 간 비공개 협의를 통하여 매각하는 방식으로 신탁청이

개입할 여지가 적고 과정상 불투명성으로 인한 문제점이 있어 한정적으로 활용

되었다. ◯2 경매 : 동종산업에 종사하는 투자자들의 제안서를 검토하여 매각하는

방식으로 대형 복합기업 사유화를 위하여 활용되었다. ◯3 제한입찰: 잠재적 투자

자에게 정형화된 조건에 맞는 제안서를 제시하도록 한 후 매각대상자를 결정하

는 방식이다. ◯4 공개입찰 : 누구나 입찰 가능하며 일정기준에 의해 매입자를 결

정하는 방식으로 소매상점 매각 시 주로 활용하였다.
53) 운영위원회는 연방재무부의 위임을 받아 신탁청 이사회와 집행부에 자문하

는 독립기구로 4개팀, 80여명의 전문가가 활동하였으며 운영회의 역할은 최종결

정을 위한 권고로 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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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운영위원회의 사유화 기업 분류표(1992년 기준)

(단위 : 개)

출처 : 김명준(1999), “동독 공기업 민영화정책에 관한 연구-독일신탁청 사례를 중심으로”

두 번째 단계인 집행기는 투자를 계획하고 고용문제와 매각 가격 등을

협상하는 단계로 제안서, 시장가치 산정, 판매협상, 판매결정, 계약서 작

성에 대하여 신탁청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기준에 따라 사유화를 최종

결정하였다. 신탁청은 중산층 육성을 위하여 관리기업의 약 80%를 중소

기업자들에게 매각하였으며 기존의 기업 경영자가 기업을 인수(MBO, management

buy-out)하거나 다른 기업의 경영자가 인수(MBI, management buy-in)

할 수 있도록 매입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기도 하였다.

세 번째 단계인 감시기에는 매각에 따른 계약 내용과 그 이행여부를

모니터링 하고 필요시에는 재협상을 처리하는 업무를 시행하는데 사유화

대상 기업 중 약 1/5이 경기 상황 악화 등을 이유로 재협상을 요구하였

다. 신탁청은 관리 기업의 대부분을 사유화, 재사유화, 청산 등의 방법으

로 신속히 정리하여 단기간내 사유화를 성공시키는 성과를 나타내었으나

외국인 투자실적은 저조한 편이었다. 외국인 투자기업 수는 860개로 사

유화 기업의 10%수준인데 이마저도 프랑스, 영국, 스위스, 미국, 오스트

리아 등 5개국이 총 투자금액의 50%를 점유하였다.

구 분 기업체 수 비율

흑자운영 기업 25 1.7%

이익이 기대되는 기업 102 7.1%

기업전략이 성공적인 기업 593 41.2%

구조조정 가능성이 있으나 전략적 대안이 필요한 기업 347 24.1%

구조조정 능력이 의심스러운 기업 70 4.9%

구조조정이 불가능한 기업 301 20.9%

합 계 1,43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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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신탁청 사유화 실적 및 소유구조(1994년 기준)

(단위 : 개, %)

출처 : 김기원(2007), “통일 후 동독 기업체체의 변화”

신탁청은 신속한 사유화로 인하여 지출액이 급증한 반면 사유화로 인

한 수입은 부진하여 2,750억 DM54)의 적자를 기록하며 활동을 종료하였

다. 사유화 진행시 구조조정·청산·환경보존비용 등의 주요 활동에 관한

지출액 규모가 증가하였는데 투자 유인책으로 과거 채무 전액 또는 부분

탕감, 환경파괴에 따른 원상회복비용 지원이 주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신

탁청 주도의 기업 사유화는 속도와 실적 측면에서는 성공적이었으나 실

업률 증가와 동서독 간의 양극화와 독과점 심화, 재정적자 등 막대한 사

회적·경제적 비용의 증가를 초래하였으며 사유화 초기 기업에 대한 정보

부족, 잦은 정책기조 변경55), 조직체계 미비, 전문인력 부족, 업무추진체

계 미흡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54) 2,750억마르크를 원화로 환산하면 약136조 6,750억원임(1994년 평균환율,

1마르크 당 약 497원, 1994년 우리나라 일반회계예산은 43조 2,500억원임).
55) 신탁청은 설립 초기 구조조정 우선정책을 실시하였으나 통일 후 사유화 정

책으로 정책 기조를 변경하였다. 이후 급속한 사유화정책으로 동독지역의 경제

가 급격히 침체되자 정책기조를 다시 구조조정 우선정책으로 변경하는 등 정책

적 혼란이 심화되었다.

방식 기업수 비중 소유자 기업수 비중

사유화 6,546 47.4

MBO/MBI 2,983 34.7

서독투자자 2,703 31.5

외국투자자 860 10.0

소계 6,546 76.2

재사유화 1,588 11.5 구소유자 1,588 18.5

지자체소유 265 1.9 지자체 소유 265 3.1

기타 1,506 10.9 - - -

청산 157 1.1 - - -

청산중 3,562 25.8 - - -

잔여관리 192 1.4 신탁청소유 192 2.2

합계 3,815 100 합계 8,59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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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신탁청 재정 분석(1990~1994년)

(단위 : 십억 DM)

 출처 : 김명준(1999),“동독 공기업 민영화정책에 관한 연구-독일신탁청 사례를 중심으로”

2. 러시아

1) 사유화 기본원칙

러시아의 자산 사유화는 구소유자 반환과 보상을 불허하고 무상분배를

원칙으로 사유화를 진행하였다.

2) 사유화 추진기구

러시아의 토지 사유화는 1990년 7월에 설립된 ‘토지개혁위원회’와 ‘지

방위원회’가 관리를 담당하였고 기업에 대한 사유화는 ‘국가자산위원회’

(State Property Committee)와 ‘국가연방자산기금’(Federal Property

Fund)이 담당하였다. 연방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산하조직인 국가자산

위원회는 사유화와 관련하여 의제를 발의하고 심의하고 승인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여기에는 지방 소비에트, 기업관리부, 노동집단, 경리기관,

반독점위원회, 관련 전문가, 컨설턴트 등이 참여하였다. 국가연방자산기

금은 국유재산 관리 주체로 사유화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관련된 예산을

조정하고 사유화 증서(voucher)를 발행하는 총괄 업무를 수행하였다.

지 출 수 입 적 자

주요
활동

법적의무
이행

소계
(◯1 )

사유화
관련

기타
소계
(◯2 )

신탁청
(◯1 -◯2 )

기타 소계

125.8 45.3 171.1 28.3 13.4 41.7 129.4 145.6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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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산별 사유화 과정

가. 토지

체제전환 이전 러시아의 모든 농경지는 가족당 0.2~0.5h(2,000~5,000m2)

의 텃밭을 제외하고는 모두 집단 및 국영농장56)이 운영하는 국가소유였

다(신종갑, 1998). 러시아의 집단화는 이미 1930년대에 종료되어 농민의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가 미약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러시아는 몰수된

토지에 대하여 원소유자에 대한 반환이나 보상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

고 토지사유화를 진행하였다(김경량, 2005). 러시아의 토지 사유화에 대

한 과정을 보면 시기별로 크게 법적 기초 형성단계, 토지시장 형성단계,

법적 토대 완성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법적 기초 형성단계는 1990

년부터 1993년까지로 이 시기에는 국가 소유 농경지와 일부 부업용 토지

를 농민에게 무상분배하고 1인당 분배기준이 초과할 경우에는 임대 및

유상분배를 실시하였다. 1991년 4월에는 토지법을 제정하여 토지에 관련

된 문제들을 재판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10년 동안 토지매매를

금지하여 실질적인 사유화는 이루지 못했다(하유정, 2002). 러시아는

1991년말 소연방이 해체되면서 토지 개혁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집단농

장, 국영농장이 소유한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소속 농민들에게 농지바우

처로 일인당 약 6~10 ha를 무상지급하였고 이 농지바우처에 대하여는

매매도 가능토록 하였다(송삼현, 2007). 1993년에는 헌법을 개정하여 농

경지 소유권을 국가에서 개인으로 이전하였으며 토지에 대한 매매는 연

방토지법 제정 이후로 연기하였다.

한편 도시지역에서의 토지 사유화는 사유화된 기업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사유화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1992년 3월 러시아는「국영 및 자

치단체 소유기업 사유화시 자연인·법인에 대한 토지매각에 관한 대통령

56) 러시아(구소련)에서는 국영농장인 ‘소프호즈’와 집단농장인 ‘콜호즈’가 있었

는데 국영농장의 노동자들은 국가로부터 임금을 받았으나 집단농장의 구성원들

은 농장에서 자신들이 생산한 생산물을 분배받아 생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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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을 제정하여 기업의 설립 또는 국유기업을 사유화할 경우에는 개인

이나 기업이 국유토지를 매입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1993

년 12월에는 부동산의 소유권 보호와 확정을 위하여 재산권 등기제도와

지적공부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후 1992년 기준 대비 토지 가격이

1993년에는 7배, 1994년에는 50배, 1995년에는 200배 상승하는 등 과열되

어 오히려 토지 사유화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 이에 러시아

연방정부는 1995년 기업토지의 경우 매각시 표준토지가격을 평균토지세

율의 10배로 하여 토지 가격을 1/20 수준으로 낮추도록 하여 기업의 토

지매입을 활성화시켰다(이해정, 2015).

두 번째 토지시장 형성단계는 1994년부터 2000년까지로 이 시기의 토

지사유화의 중요한 법적조치로는 1994년 민법 제정과 1996년 대통령령

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 대립으로 인하여 토지매매를 허용하는 내

용을 담은 연방토지법이 제정되자 일부 지역에서는 자체적인 지역토지법

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1996년에는 토지 소유자와 임대인의 법적 권한의

확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국민의 토지에 대한 법적 권리 실현」을

제정하였다. 기업토지 사유화도 자금부족과 법제화 미비로 지체된 시기

라고 할 수 있다.

세번째는 법적 토대 완성단계로서 2001년부터 현재까지 인데「연방토

지법」과「농지매매법」이 시행되어 토지거래가 전면적으로 허용되었다.

2001년 9월 발효된 「연방토지법」은 농지, 삼림지, 자연보호구역, 국립

공원, 군대, 묘지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

한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동법으로 인하여 영구이용권을 가지고 있던

개인의 경우에는 토지를 무상으로 사유화할 수 있었으나 기업들은 임대

또는 매매를 해야 하였다(조영관, 2006). 2002년에는「농지매매법」을 만

들어 농지의 매매를 허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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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러시아의 토지사유화 관련 주요 조치(1990년대)

출처 : 신종갑(1998), “사회주의 국가의 토지사유화와 통일한국의 토지문제 연구”, p. 332 재구성

시기 법령 제정 등 조치 주요 내용

1991년

러시아 연방 토지법 토지에 대한 시민의 사적 소유를 인정

국유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기업의 사유화에 관한 법률

국유기업과 자치단체 소유기업에 대한
사유화를 촉진

러시아연방 토지개혁 실시에
관한 대통령령

집단 농장제도 해체, 농지의 상속권,
소유권 인정(농지불하증서 발급)

1992년

국유기업·지자체 소유기업의 사유
화·기업확장·추가시설 설치시의
부동산 거래 및 기업활동을 위한
민간인· 조합소유 부동산매각 절
차 등에 관한 대통령령

기업용 토지의 매각 절차 및 매각가격
에 관한 규정을 제정

시민의 부업 · 별장· 영농·
가옥용토지 매각 및 사소유권
취득에 관한 법률

시민의 개인부업· 별장 · 영농 · 정원 ·
가옥용 토지 분배를 허용

1993년

토지사유화법

개인의 토지소유권한 명시, 토지
매매와 임대권을 러시아 국민에 국한,
토지취득후 10년간 재양도 금지, 토지
소유 상한(0.1ha)

토지관계 조정 및 농지개혁에 관
한 대통령령

토지매매의 자유화, 토지에 관한
재산권 행사의 보장

재산권 등기서류 및 지적 공부에
관한 대통령령

재산권의 등기제도와 지적공부 제도 도입

신헌법 제정
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 보장, 사소유
권과 사유재산제 인정, 토지 사유 인정,
토지소유권의 자유행사 보장

농업개혁 프로그램 도입
농민에 대한 국가보조금 지급, 농지
매매 허용

1994년 민법 개정
신헌법의 구체화, 토지시장은 사유화
목적으로만 제한

1995년
사유화절차 실행보장에 관한
대통령령

기업의 업무용 토지 매입가격을 종전의
1/20 수준으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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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사유화 관련법의 시행으로 전체 농경지의 약 70%가 개인과

재조직된 농업기업 등의 소유로 전환되었다. 러시아의 토지 사유화는 평

등원칙에 근거한 무상분매 및 법제화 미비 속에서 정부주도의 신속한 사

유화, 사회·경제적 조건이 상이한 이유로 인하여 지역적으로 차별화되는

특징을 보였다. 사유화를 통하여 토지소유권은 민간으로 대폭 이양되었

으나 농경지의 면적이 크게 감소하고 유휴지 및 파산 농업기업이 급증하

여 농업부문의 효율성은 크게 저하되었다.

[표 4-11] 러시아 농경지 사유화 실적(1996년 기준)

(단위 : 백만ha, %)

출처 : 엄구호(1998), “러시아 국영기업의 민영화와 한국의 참여방안”

나. 주택

체제전환 이전의 러시아는 주택의 소유권이 대부분 국가에서 소유하고

있었으나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제한된 범위내에서 개인주택의 건설을

허용하였다. 체제전환 이전의 국유주택 비중은 1990년을 기준으로 전체

의 약 67% 수준으로 일반도시와 대도시는 각각 약 79%, 90%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장덕준, 2003). 국유주택은 지방정부, 국영기업, 집단농

장 등이 관리하였는데 주민들은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임대를 받은 후 소

액의 관리비와 집세를 납부하였다. 주택난를 완화하기 위하여 건설된 개

인주택의 비중은 약 33%수준으로 대지를 제외한 건물은 개인재산으로

간주되어 처분이 가능하였다. 주택사유화는 1992년 12월 중앙정부의 주

택 무상사유화 프로그램의 시행으로 실거주자는 사유화 신청과 동시에

개인소유권을 취득하여 사유화한 주택을 매매나 임대 할 수 있었다. 주

구분 국가소유 자영농 농업기업 기타 합계

농경지 면적 61.2 10.8 105.6 7.1 184.7

비중 33.1 5.8 27.2 3.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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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국가에서 실거주자 부담으로 규정을 변경하였지

만 실거주자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유지관리비 일부를 정

부가 지원하는 주택수당제도를 병행하였다. 기업주택에 대한 소유권은

국가에서 지방정부로 이관하여 사유화하였는데 높은 주택 유지관리비 및

사유화 실적 부진으로 재정이 악화되자 지방정부에서 인수를 거부하여

인수물량을 축소하는 조치 등을 시행하기도 하였다. 2001년에는 토지를

매입할 때에는 토지에 부속된 건물 및 시설을 같이 인수토록 하는 내용

의 연방토지법을 제정하였다. 하나의 건물에 수인의 공동 소유자가 존재

할 경우에는 지분을 나누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임대하고 점유자와 관

리주체가 상이할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하여 계약조건을 정하여

토지임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이해정, 2015).

한편, 러시아는 2004년 12월「주택법」을 제정하여 주택의 사유화 기

간을 2007년 1월 1일까지로 정한후 그 기간까지 사유화가 되지 않는 주

택에 대하여는 정부 소유로 하고 거주자는 임대료를 정부에 지급하도록

하였다. 2007년 1월 기준으로 러시아의 사유화 주택 수는 2,514.9만호로

이는 전체 사유화 대상의 약 68%에 해당된다. 러시아 정부는 주택 사유

화를 위하여 사유화 기간을 2010년 3월 1일까지 연기하였으나 성과(약

80%)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다시 그 기간을 2013년 3월 1일까지 연기

하였다(김수한, 2010). 러시아는 사유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임대

료에 비해 높은 유지관리비와 세금으로 인하여 체제전환 이후 10년 간

사유화 진척률은 절반수준에 그쳤다. 또한 사유화 정책을 신속히 진행시

키고자 지방정부의 유지관리비 보조금 지급 규모가 연간예산 지출액의

30%를 상회하여 지방정부의 재정적자가 대폭 확대되었다.

[표 4-12] 러시아 주택 사유화 진척률 (단위 : %)

구 분 1990년 1999년

개인소유 32.6 63.1

정부소유 66.9 34.8

기타 0.5 2.1

합계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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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업

러시아는 1991년 7월 사유화법을 제정하여 정부주도의 사유화를 진행

하였는데 국유기업에 대한 사유화를 담당할 기구로 ‘국가자산위원회

(The Committee for the Management of State Property)’와 ‘국가연방

자산기금(Federal Property Fund)’을 설립하였다. 국가자산위원회는 사유

화에 대한 계획수립 및 집행 등 총괄업무를, 국유재산기금은 사유화 기

업을 사유화 완료시까지 한시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이해

정, 2015).

러시아 기업의 사유화는 기간별로 사유화증서 배분, 화폐 사유화, 개별

사유화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인 ‘사유화증서 배분’은 1992년부터 1994년

기간동안에 이루어졌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러시아 정부는 신속하게

규모가 큰 대형 국영기업을 사유화시킬 목적으로 기업내부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유화증서 프로그램(voucher program)을 시행하였다. 기업내

부자들은 사유화증서를 우선적으로 배분받아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

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 사유화증서는 액면가격이 만 루블로 1인당 1장

씩 기업내부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 후 대중에게 분배하였으며 분배 받

은 사유화증서는 매각이나 양도, 기업 주식 및 투자펀드주식과도 교환이

가능하였다(임경훈 1997).

[표 4-13] 러시아의 기업 규모별 사유화 유형

두 번째 사유화는 1995년부터 1997년까지 있었던 ‘화폐 사유화’로 러시

아는 사유화증서 프로그램 종료 후 연방예산의 적자를 보전하고 기업지

기업규모 종업원수 자산규모 사유화 유형

소형기업 200명 이하 100만 루블 이하 경매, 매각

중형기업 200~1,000명 100~5,000만 루블 매각, 사유화증서

대형기업 1,000명 이상 5,000만 루블 이상 사유화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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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구조를 효율화하고 자본시장을 창출하기 위하여 대형 석유가스회사나

자동차회사, 통신기계설비회사, 자원개발회사, 화학회사 등 국가 유망기

업의 주식을 매각하여 현금화 하였다. ‘화폐 사유화’ 기간에는 다양한 사

유화방식이 도입되었는데 지방정부의 재량권과 사유화의 대상을 확대하

고 주식매각 수입을 재원으로 기업의 활동 자금 지원을 늘리고 자발적인

사유화를 독려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요 사유화 방식인

주식담보대출57)의 도입과정에서 신흥금융재벌 세력인 과두지배세력(올리

가르히, oligarch)58)이 등장하여 러시아 경제 전반을 장악하였다. 1995년

말 기준으로 내부자 매각 방식에 의한 사유화 기업이 55%, 바우처 방식

에 의한 사유화 기업이 11%, 국유기업은 34%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내부자 매각방식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종업원 우대조치를 강력하게 시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세계은행은 보고하고 있다(이해정, 2015).

세 번째 단계는 1998년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개별 사유화이

다. 러시아 정부는 과두지배세력의 정치·경제적 부패를 없애기 위하여

기업별로 개별규정을 제정하여 단계적으로 매각을 하였다. 개별 사유화

를 통하여 기업가치를 향상시키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시켜 사유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다. 러시아의 기업 사유

화는 1차 사유화에서 사유화증서 배분방식을 통해 대부분 완료되었으며

2차 사유화 이후에는 사유화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다. 1991년부터

2008년까지 사유화한 기업을 살펴보면 에너지 부문 기업이 35.4%, 인프

라 부문이 27.8%, 금융업이 27.8%이며 기업가치가 100만달러 이상인 사

유화 기업은 130여개로 조사되었다(이해정, 2015).

57) 1994년 도입된 주식담보대출 사유화 방안은 연방정부의 심각한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특정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는 조건으로 우량 국영기업의

주식에 대한 통제권을 넘겨주는 방식이다.
58) 올리가르히(oligarch)는 고대 그리스에 존재한 소수자에 의한 정치 지배(과

두정치)를 뜻하는 '올리가키(oligarch)'의 러시아어이다. 일종의 정치-경제-언론

융합의 과두세력으로 구(舊)소련 해체 이후 국영산업이 민영화되는 과정에서 정

경유착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해 경제 전반을 장악하고 막대한 부를 바탕으

로 정치권과 결탁해 엄청난 권력을 휘둘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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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기업 사유화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사유화증서 배분 방식은

지속된 인플레이션으로 실질적인 가치가 하락하게 되자 일반 대중은 사

유화증서의 보유를 기피하였지만 현금 투자력을 지닌 기업이나 기업 내

부자들에게는 오히려 기회로 작용하였다. 사유화증서의 매매를 통하여

상당수의 국유기업 지분이 특정 주체에게 집중되는 자본의 편중 현상이

심화되는 부작용도 발생하였다. 결과적으로 자본시장이 없던 경제체제를

바우처와 주식거래를 통하여 효율적인 기업 구조조정과 경영을 달성하고

자 하였으나 내부자 우대 조건을 이용한 내부자 위주의 많은 기업 사유

화가 이루어졌다(이근 외, 2001). 러시아는 체제전환국 중 가장 강력한

종업원 우대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평가된다(한국은행, 1996).

한편, 고상두(1998)는 러시아 사유화의 문제점으로 러시아는 정부가 급

진적인 사유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제도적 여건을 만들지 못하였고 경제

정책 보다는 정치적 타협에 의해 추진되었기 때문에 신속한 사유화에도

불구하고 경제 효율성 제고에는 큰 기여를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3. 동유럽(체코59), 폴란드, 헝가리)

1) 체코 사유화 기본원칙

민간경제 부문이 취약했던 체코는 국영기업의 사유화를 앞당기기 위하

여 무상분배 중심의 급진적 사유화 방식을 채택하는 한편 외부자 매각

방식 및 원소유주 반환방식을 병행하여 추진하였다(한국은행, 1996). 체

코의 자산 사유화는 신속성과 함께 재산반환의 원칙을 견지함으로써 공

평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하였다. 특히 사유화의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하

여 1948년 이후 공산정권에 의해 몰수되었던 재산에 대한 반환을 원칙으

59) 1992년 2월 슬로바키아공화국 의회가 체코연방 유지를 위한 연방조약안을

거부하면서 그해 8월 연방분리에 합의하여 체코연방은 1993년1월 체코와 슬로

바키아로 분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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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설정하였는데 재산반환 청구권은 실거주민으로 한정하고 청구기한을

단기화하여 사유화가 지연되는 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원소유자

반환은 원소유자가 내국인인 자산에 한하여 실시되었으며 재원 마련을

위하여 사유화 대상 국유기업의 주식 3%는 여유자금으로 남겨 놓았다.

반환 청구 대상 재산은 반환을 원칙으로 하되 3만 코루나(약 1,050달러)

까지는 현금으로 나머지는 채권으로 보상하였다. 반환 청구 대상 재산은

1948년부터 1990년 1월까지의 몰수재산으로 한정하고 소규모 기업이나

주택의 경우에는 1991년부터 4월말까지, 대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1991년

9월까지로 청구기간을 한정하여 운영하였다(한국은행, 1996).

2) 체코 사유화 추진기구

체코는 체제전환 이전인 1986년을 기준으로 민간 부문이 전체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에 불과하여 민간경제 부문이 매우 취약하였다. 이

는 이중전환국들과 비교해 보았을 경우에도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이해

정, 2015).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중전환국들과 비교할 때 재정적자

나 외채문제가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유기업에 대한 사유화 관련 제

도를 대폭 정비하고 신속한 사유화를 추진할 수 있는 요인도 함께 가지

고 있었다(John Coffee, 1999). 체코의 자산 사유화는 ‘사유화부(Ministry

of Privatization)’가 사유화를 총괄·기획하고 관련 부처가 이를 검토한

후 ‘연방재무부(Federal Finance Ministry)’가 최종승인을 한 정책을 사유

화부 산하의 ‘국가자산기금(National Property Fund)’이 집행하는 중앙집

권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지역별 지역사유화위원회를 설치하

여 소규모 사유화 대상기업의 선정이나 경매 승인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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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코 자산별 사유화 과정

가. 토지(농경지)

체코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공산당 정권이 들어서자 1945년 6월에 독일

인, 헝가리인, 독일군 협력자 등의 소유 농지를 무상으로 몰수하여 약

170만 ha의 농지를 17만명의 빈농과 농업노동자에게 분배하였다(이해정,

2015). 이후 1948년부터 농업집단화를 추진하여 1963년에 약 94%를 국

유화하였다(대외경제연구원, 1997). 체코의 토지 사유화는 재산반환 원칙

에 따라 농경지는 구소유자에게 반환하였는데 구소유자는 토지뿐만 아니

라 협동농장에 출자된 개인 농경지에 대한 소유권도 귀속 받았다. 국영

농장이나 협동농장의 농경지 중 구소유자에게 반환이 불가능한 토지는

매각이나 임대를 하였다(법무부, 1994).

체코는 지적정보 부족과 정확한 측량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토지 사유

화에 어려움을 겪자 1992년에 모든 토지의 소유 및 이용, 특성 등에 관

한 정보를 등록하도록 의무화하였다(신종갑, 1998). 토지 사유화를 통하

여 국영농장과 협동농장의 농경지는 약 75%, 61%가 개인에게 반환되었

으며 나머지는 임대·매각 처리되었다. 사유화 후 자영농의 비중은 24%

까지 증가한 반면에 국가소유의 협동농장 및 국영농장의 비중은 각

34%, 1%대로 대폭 하락하였다. 체코의 토지는 신속한 사유화에도 불구

하고 원상회복 원칙에 따른 실사용자의 거주권 및 경작권의 침해, 소유

권의 불명확성 등으로 인하여 사유화를 위한 투자유치가 지연되는 부작

용이 나타났다.

나. 주택

체코는 체제전환 당시 이미 체코 주택의 거의 절반이 이미 개인소유로

사유화60)되었다. 체코의 주택 사유화는 1990년 10월에 제정된「소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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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화법」에 근거하고 있는데 동법에서는 소규모 국유재산에 대하여 각

지역의 ‘사유화위원회’에서 이에 관한 대상을 선정하여 사유화하였다(이

해정, 2015). 체코의 주택 사유화는 실거주자 중심의 매각 임대가 이루어

졌으며 지방정부에서 국유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중앙정부로부터 이관받

아 이를 처분·관리하였다. 그러나 사유화 효과는 민간자본의 미비와 구

소유자 반환원칙에 따른 소유권의 불명확성이 증가하여 제한적이었다.

개인주택은 실거주자에게 소유권이 부여된 반면, 국가소유 주택은 할인

된 가격으로 매각되었다. 매매가격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할인율 및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는 지방정부가 결정하였다. 매각이 되지

않은 주택은 실거주자 중심으로 임대되었고 임대료의 인상 여부는 해당

기준에 따라 결정되었다. 그러나 구소유자 반환원칙으로 인하여 주택 관

련 소송이 급증하면서 지역개발 및 투자유치가 지연되었다(최이섭 외,

2011).

다. 기업

체코의 기업 사유화는 크게 제1차 사유화와 제2차 사유화로 구분할 수

있는데 1991년부터 1993년까지의 제1차 사유화 시기에는 소규모 기업들

과 대규모 기업을, 1993년부터 1994년까지의 제2차 사유화 시기에는 대

규모 기업들 중 독점기업이나 전체경제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

업, 법률적으로 사유화 준비를 하지 못했던 기업들에 대한 사유화가 이

루어졌다(김병연, 2009). 체코는 국영기업에 대한 사유화를 위하여 국가

자산기금을 통하여 기업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경매, 공개입찰, 직

접매각, 무상이전, 구소유자 반환, 주식회사 전환 후 사유화증서 배분 등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사유화를 진행하였다. 기업 사유화는 사유화

대상 기업을 선정하여 대상 기업에 대한 사유화계획을 작성한 후 관할

부처의 검토를 거친 후 연방재무부의 승인이 나면 국가자산기금에서 사

유화 처리를 진행하는 순으로 진행하였다. 대형기업의 사유화61)는 신속

60) 체코의 주택비중(1990년) : 국영주택 39%, 협동조합주택 19%, 개인주택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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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유화를 도모하고 민간자본이 미비한 국내 사정과 외국자본의 유입

을 우려하여 사유화증서 방식을 채택하여 총 2차례 시행되었다.

[표 4-14] 체코 주요 기업 사유화 정책

체코는 신속한 사유화를 위하여 바우처 사유화를 추진하였는데 18세

이상의 국민들에게 1,000코르나62)(약35달러) 상당의 바우처북을 판매하

였다. 바우처 소지자는 바우처 일부 또는 전부를 경매를 통하여 주식으

로 전환하거나 사유화투자기금에 투자할 수 있었다. 주식회사화를 통한

사유화는 대부분이 이 바우처 방식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61) 금액기준(1993년)으로 체코의 사유화부에 의한 대규모 사유화를 살펴보면

주식회사를 통한 사유화 86.5%, 매각에 의한 사유화 5.3%, 지자체·은행·연기금

에 의한 무상이전 3.4%, 경매 및 입찰에 의한 사유화 2.9%, 원소유자 반환

1.9% 순으로 조사되었다(윤건영, 1997).
62) 1,000코르나는 당시 체코 노동자의 1주일 평균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체코정부는 인플레이션 방지를 위하여 바우처를 화폐단위가 아닌 점수로 표시

하였으며 매매를 허용하지 않았다.

시 기 주요 조치 내용

1985년 합작투자법 개정하여 기업설립시 공동 소유 허용

1989년 합자투자법 개정하여 기업에 대한 외국자본 참여 허용

1990년 소규모 사유화법 제정하여 사유화 추진

1991년

- 재산환원법 제정으로 1948년 이후 몰수된 재산에 대한 원소유자

반환 근거 마련

- 전면적인 보조금 폐지와 가격자유화 시행

- 파산법 제정하여 비효율적 기업 퇴출, 자원 배분 효율성 제고

- 대규모 사유화법 제정하여 사유화 추진

- 가격자유화, 무역자유화 시행

- 고정환율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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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유화증서 위탁기구로 ‘사유화투자펀드(IPF, Investment Privatization

Funds)’를 만들었으나 기업주식 보유 한도를 20%로 규정하고 다수의

IPF를 소유한 국영은행 및 보험회사들이 사유화증서 방식이 적용되는

기업의 대주주가 되는 결과가 나타남에 따라 사유화 효과가 반감63)되어

그 역할이 제한적이었다. 또한 경매를 통하여 기업주식과 교환은 가능하

지만 매매는 불가하였으며 기업 내부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관리자나 종업원에게 비우호적이었다.

[표 4-15] 체코의 사유화증서 프로그램

출처 : 임경훈(1997), “바우처 사유화의 논리 : 러시아와 체코의 비교”

중소형기업과 비농업 생산기업의 사유화는 주로 각 지역별 ‘민영화위

원회’ 주관의 공개경매64) 방식으로 시행되었는데 매각에서 얻어지는 수

익은 해당 기업에 귀속되어 사유화 비용으로 충당되었다. 체코의 기업

63) 평균 상위 5개 주주가 약 60%의 지분을 점유하는 등 다수의 IPF를 소유한

국영은행 및 보험회사들이 사유화증서 방식이 적용되는 기업의 대주주가 되었다
64) 소규모 사유화의 경우 주로 경매와 임대를 통하여 사유화되었는데 외국인

은 1차 경매가 유찰될 경우에만 2차 경매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유리,

도자기 등과 같은 전통산업과 맥주 제조업 등에는 외국인의 참여를 금지하였다.

구 분 내 용

대상기업 3,650개

배분원칙 공평한 분배

사유화증서 배분

- 일반에 90% 경매

- 내부자 우대조치 미존재

- 구소유자에 대한 배상과 은행구조 조정을

위하여 정부가 소유

주관부처 사유화부, 국가자산기금

기업구조조정 방식 투자펀드 및 개인

사유화 후 기업내부자 지분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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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화는 주요 사유화 방식인 국영금융회사를 통한 기업경영 개입과 사

유화증서 배분이 구조조정의 성과부진으로 이어졌다. 체제전환 이전 국유

금융회사의 후신인 국영은행 및 보험회사들이 사유화펀드를 운영함에 따

라 잉여인력을 줄이고 임금 구조와 사업구조를 개편하는 등의 실질적인

구조조정은 실패하였다. 사유화증서 배분방식은 주주분산으로 인한 기업

경영주체 혼란을 야기하여 경영개선 효과도 부진하였다. 정부의 국영은

행을 통한 기업경영 개입도 경영개선 부진의 주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체

코는 1994년 주요 국유기업에 대한 대규모 사유화를 마쳤으며 이후에는

필요에 따라 부문별 사유화를 추진하였다. 1995년말 체코기업의 가치를

보면 바우처 방식에 의한 사유화 기업의 가치 비중이 50%를, 외부자 매

각 방식에 의하여 사유화된 기업의 가치 비중이 5%, 원소유자 반환 방

식 등이 2%이며, 기타 방식 3%, 국유기업으로 남아 있는 기업의 가치가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WorldBank, 1996). 한편, 체코는

1990년에 IMF에, 1995년에는 OECD, 2004년에는 EU에 가입하였다.

4) 폴란드 사유화 기본원칙

폴란드의 자산 사유화는 독일 사유화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극복

하기 위하여 구소유자에 대한 반환과 보상을 불허하는 원칙을 설정하였다.

폴란드는 나치정권하에서 불법적으로 몰수된 재산을 제외한 모든 국가

재산에 대해 구소유자 반환과 보상을 원칙적으로 불허하였는데 이러한

원칙은 독일의 사유화 과정을 분석한 결과 이러한 방법이 경제와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이었다.

5) 폴란드 사유화 추진기구

폴란드의 사유화추진기구를 살펴보면 ‘농업재산관리청’(APA)과 그 산하

기관인 ‘국고농업재산보관회사’(ZWRSP)가 국유농업재산의 매각과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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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사유화 및 산업구조개편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국영기업의 사유화는

정부기관인 ‘소유권이전부’(MOT, Ministry of Ownership Transformation)

에서 총괄하였는데 소유권이전부는 기업 사유화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심사, 감독하는 총괄적인 역할을 하고 소유권이전부 산하 ‘선택부’(Department

of Selection)에서는 사유화 대상 기업에 대한 선정작업을 담당하였다.

소유권이전부는 사유화 업무 이외에도 외국인 직접투자 신청과 승인, 외

국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국 기업인을 소개하는 등 외국투자 관련 업무도

수행하였다. 한편 사유화 법안 심사는 소유권이전부와 의회 내 ‘소유권이

전위원회’(Committee of Ownership Transformation)가 공동으로 참여하

였고 각 정부부처가 이에 협조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국영기업의 위

탁관리기관으로 ‘국가투자기금’(NIF, National Investment Fund)을 설립

하여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시행하였다. 폴란드 정부는 100% 정부소

유의 15종의 국가투자기금을 설립하여 사유화 대상 기업들을 각 기금에

분배 한 후 10년 간 기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한 후 주식가치를 높여

매각하는 방식을 진행하였다.

6) 폴란드 자산별 사유화 과정

가. 토지(농경지)

폴란드의 토지 사유화는 협동농장 농경지를 중심으로 재국유화 후 개

인에게 분배, 매각, 임대하는것을 원칙으로 시행되었다. 체제전환 당시

자영농이 약 77%, 국영농장은 약 20%, 협동농장이 약 3%를 차지하여

개인소유의 농경지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 다른 동구권 국가들에 비하여

폴란드의 소작농이 많은 이유는 사회주의 체제이후 정부가 협동농장 중

심의 농업개편을 시도하였으나 소작농들의 반발로 포기했기 때문이었다.

농경지 사유화는 원칙적으로 재국유화 후 개인에게 분배, 매각, 임대 하

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협동농장의 농경지 중 국가소유는 농업재산관리

청으로 이관되어 개인에게 매각이나 임대되었는데 민간자본의 부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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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을 통한 사유화보다는 임대방식이 더 활발히 이루어졌다. 농경지의

판매와 대형화는 자영농의 자금부족과 높은 매각가격, 매각 및 임대 규

모에 대한 제한 등으로 부진한 성과를 보였다. 수요자인 자영농의 자금

부족과 상대적으로 높은 판매가격 등의 이유로 매각이 지연되는 사태가

속출되었다. 정부의 농업기업과 자영농의 대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

각 및 임대에 대한 규모를 제한하는 규정과 농경지의 지역적 편중 등으

로 저조한 성과를 거두었다.

[표 4-16] 폴란드 농경지 사유화 실적(1999~2003년)

(단위 : ha, %)

출처 : 김민관(2007), “동유럽 주요국의 경제체제 전환과정”.

나. 주택

체제전환 당시 폴란드의 주택 비중은 국영주택이 약35%, 협동조합주

택이 약25%, 개인주택이 약40%를 차지하고 있어 폴란드의 주택은 이미

상당부분이 사유화되어 있었다. 폴란드의 주택 사유화는 구소유자 반환

불허 원칙에 따라 실거주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의 소유권이나 임대 혜

택이 부여되었다. 구소유자에 대한 반환을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거

주자에게 주택의 소유권이 우선적으로 인정되었던 것이다. 폴란드는 국

가 소유주택을 할인가격으로 매각하였으며 매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실거주자에게 우선적으로 임대하였고 주거 안정화를 위하여 주택보조금

제도도 시행하였다. 폴란드의 주택 사유화 정책은 민간자본 부족과 신규

소유자에 대한 세금 및 법적 의무 부과, 주택 유지관리 비용 등의 증가

로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구분
농업재산관리청
관리 농경지

분배 농경지
임대 농경지개인 매각

농경지
기타

면적 4,707,800 1,373,400 302,000 3,032,400

비중 100 29.2 6.4 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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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업

폴란드는 기업 사유화 방법으로 주로 자본 사유화 방식65)과 대중적 사

유화 방식을 활용하였다. 중대형 국영기업은 국고주식소유회사로 전환한

후 구조조정 과정을 거쳐 시장에 매각되는 자본 사유화 방식으로 민영화

하였다. 그 과정을 보면 먼저 기업에 회사 전환에 대한 의사를 확인 한

후 컨설팅 회사에서 타당성을 조사한 후 소유권이전부에서 승인이 이루

어 지면 구체적인 사유화 전략을 마련 한 후 직적 매각하거나 공공매각

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종업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각대

상 기업의 종업원에게 총 주식의 20% 한도 내에서 50% 할인된 가격으

로 매각을 진행하였다. 국가투자기금 소속의 자산매니저는 사유화 대상

기업의 주식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총괄하고 지

휘하면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는 주식 청약·전매 및 기금주식과 교환할

수 있는 사유화증서의 저가 분배도 병행하였다.

기업청산 시에는 기업 내부자에게 자산을 매각함으로써 사유화 우선권

을 제공하였는데 이는 기업 경영진과 종업원에게 사유화 참여에 대한 인

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조합의 반발을 무마시키고자 하는 이유도 있

었다. 기업청산은 국영기업 설립기관의 사유화 계획안이 제출되면 소유

권이전부가 이를 검토 후 승인하면 청산이 집행된 후 자산이 매각되는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대다수 폴란드 국영기업은 노동조합의 강한 압력

으로 대중적 사유화 및 청산방식을 통하여 민영화 되었다. 기업들은 대

랑해고를 우려한 노동조합의 강한 압력으로 매각보다는 제한적 구조조정

이 수반되는 대중적 사유화를 선호하였는데 이는 주로 중소형기업들에게

적용되었다. 한편 자본사유화 방식은 경제침체로 기업들의 재무구조 악

화가 외부투자 부진으로 이어지면서 미진한 성과를 거두었다.

폴란드의 기업 사유화는 신속한 사유화로 인하여 장기불황, 기업파산,

대량실업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사유화 초기에는 법적·사회적 기반

65) 자본 사유화라는 용어는 OECD에서 처음 사용되었는데 국가가 100% 지분

을 소유하는 관계로 국가 재정수입이 확보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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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으로 다른 동구권 국가들에 비해 사유화 여건이 비교적 양호하였으

나 국내 자본 부족과 사유화 참여 저조, 노동계와 정치권의 강력한 사유

화 반대 등으로 그 진행이 더디게 되었다.

[표 4-17] 폴란드의 국영기업 사유화 실적(1990~2003년)

(단위 : 개, %)

출처 : Statistical Yearbook (Central Statistical Office of Poland, 2004)

7) 헝가리 사유화 기본원칙

헝가리는 1차 산업 중심의 농업국가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식 사회

주의 계획경제체제를 도입하였다. 1946년부터 국유화를 시작하여 1948년

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국유화되었으며 농업집단화는 1961년에 완료되었

다(조동호, 2003). 헝가리의 자산 사유화는 자산별 책정 기준에 따라 나

치 및 사회주의 정권에 의해 몰수된 재산과 재산피해에 대하여 일정 한

도 내에서 보상을 해주는 부분보상의 원칙에 따라 진행되었다. 보상은

기업의 경우에는 종업원 수, 농경지는 토지세를, 농경지를 제외한 부동산

은 도시, 기타지역, 나지로 분류하여 산정하였으며 1인당 보상액은 5백만

포린트(약 63,300달러)로 제한하였다.

8) 헝가리 사유화 추진기구

헝가리는 1960년대 시장경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여 기업의 경우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 비교하여 자율성이 주어져 있는 편이었다. 이러한 이유

구분
자본 사유화 대중적 사유화 기업 청산

개시 완료 개시 완료 개시 완료

기업수 1,541 335 2,036 1,961 1,825 908

사유화율 - 21.7 - 96.3 - 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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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자발적인 사유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상

수, 1996). 헝가리의 자산 사유화는 국가재산청과 국영지주회사에 의하여

주도되었다. ‘국가재산청’(SPA, State Property Agency)은 국유토지 및

기업에 대한 사유화를 총괄하면서 국유기업의 자산관리와 사유화를 통하

여 얻어진 기금의 운용, 국유기업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노력하였

다. ‘국영지주회사’(HSHC, Hungarian State Holding Company)는 국가

기간산업과 관련된 기업의 사유화를 전담하였다. 이후 1995년 국가재산

청과 국영지주회사가 합병되어 재무부 산하의 ‘국영사유화지주회

사’(APV Rt66))가 설립되었다. 국영사유화지주회사는 재무구조가 불량한

기업들도 사유화가 용이하도록 기업채무를 대손상각처리 할 수 있는 권

한도 보유하였다(김민관, 2007). 이후 헝가리는 1982년에는 IMF에, 1996

년에는 OECD에, 2004년에는 EU에 가입하는 등 시장경제체제로의 발전

을 모색하고 있다(이해정, 2015).

9) 헝가리 자산별 사유화

가. 토지(농경지)

헝가리는 1945년 2차 세계대전 종전후 소련군의 주도하에 지주들의 토

지를 강제로 몰수하여 협동조합에 기부토록 하였다. 1949~1953년과

1959~1961년 두 차례에 걸친 농업생산협동조합의 농지강제집단화의 결

과로 농지의 66%가 협동농장의 소유로 되었으며 나머지는 국가 소유가

26%, 개인소유가 8%였다(신종갑, 1998). 체제전환 당시 헝가리의 농경지

비중은 협동농장이 약70.2%67), 국영농장은 약14.6%, 자영농은 약15.2%

로 토지 사유화가 부진한 편이었으며 몰수재산에 대하여는 원소유자 보

66) Allami Privatizacios es Vagyonkezelo Reszvenytarsasag : Hungarian

Privatization and State Holding Company Limited
67) 협동농장 소유 가운데 61.4%는 원소유자의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져 있었다

(신종갑,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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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원칙을 적용하였다. 원소유자에게는 경매에 참가한 다른 매수자보다

우선적으로 낙찰 받을 수 있는 선매권(보상증서)을 부여하여 이들이 토

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었다(김경량, 2005). 선매권을 이용하

여 농지경매에서 낙찰을 받을 경우에는 5년간 경작 및 보유할 의무를 부

여하였고 위반시에는 해당 농지를 보상없이 국가에서 귀속조치 하였다

(국토개발연구원. 1995). 사유화 이후 협동농장의 농경지는 조합원에게

분배되었으며 국영농장의 경우에는 국가재산청으로 이관 후 매각되었다.

협동농장의 농경지 일부는 보상토지기금으로 편입하고 나머지는 협동농

장의 조합원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었다. 국영농장의 모든 농경지는 일부

기업농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가재산청으로 이관되어 분할 된 후 공개

매각되었으며 보상에 따른 사유가 지연될 경우에는 10~15년 간 장기 임

대되었다.

사유화 이후 국영농지 비중은 약 4%대로 감소한 반면 보상토지기금의

토지 중 90%이상이 보상 대상자들에게 매각되는 등 비교적 양호한 사유

화 실적을 시현하였다. 헝가리의 토지 사유화는 2000년에 사유지가

63.4%에 달하여 비교적 성공적으로 추진되었다(J.Popp, 2003). 한편 헝가

리의 토지 사유화는 보상으로 인한 소유권 분쟁이 급증하고 농장 재무여

건의 악화에 따른 자산매각 및 농경지 공급의 증가로 토지 가격이 급락

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나. 주택

체제전환 당시 헝가리의 주택은 이미 사유화가 상당히 진전되었는데

그 비율을 보면 국영주택이 약 23%, 협동조합주택이 약 6%, 개인주택이

71%를 차지하고 있었다. 헝가리는 1990년부터「국유재산관리법」과「보

상법」, 1993년에는「주택매각법」에 의해 주택에 대한 사유화를 본격적

으로 추진하였다(박현주, 1995). 헝가리의 주택 사유화는 사유화증서를

통한 구소유자에 대한 부분보상과 실거주자에 대한 우선 매각 및 임대

원칙에 따라 시행되었다. 구소유자에게는 보상원칙에 따라 사유화증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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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졌는데 보상액은 수도권, 도시지역, 기타지역으로 분류 후 면적당 일

률적으로 가격을 산정하여 배분되었다. 수도권은 당시 임대료를 기준으

로 3등급으로 세분하여 평가하였다. 개인소유 주택은 실거주자가 소유권

을 상속받은 반면에 국가소유의 주택은 시장가격을 기초로 50~80%로 할

인된 가격으로 매각되었으며 매각대금은 분할납부와 최장 25년간 은행대

출도 가능하였다. 미매각 주택은 실거주자에게 우선적으로 임대하였으며

임대료는 지방정부가 결정하였다.

주택 사유화는 일정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주거 양극화가 심화되는 부

작용이 나타났다. 이는 도심을 재정비하고 민영주택을 건설하는 과정에

서 무분별한 주택 철거로 무주택자가 급증하였기 때문이었다(최이섭 외,

2011).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사유화는 계층간의 불공정성이 문제가 되었

는데 저소득층의 경우 구매능력이 부족하여 임대주택이 저렴하게 보급되

어도 이를 구입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신종갑, 1998). 사유화 이후 국

영주택의 비중은 크게 감소하였는데 1990년도의 국영주택 비중은 23%였

으나 1994년도 국영주택의 비중은 14%였다.

한편, 헝가리 정부는 2000년 4월에 국제경쟁력항샹과 고속경제성장 달

성, EU가입 등을 목표로 향후 헝가리 경제의 10년을 설계하는 신경제개

발 계획을 발표하였다. 신경제개발 계획에는 낙후된 헝가리 주택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연간 35,000~40,000채의 주택건설과 중앙 및

지방정부, 금융기관 등을 통한 주택자금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다. 기업

헝가리 기업의 사유화는 자발적인 사유화 단계를 거쳐서 현재까지 다

양한 방법으로 진행중에 있다. 먼저 1단계인 자발적 사유화 단계를 살펴

보면 이 시기는 1990년부터 1995년으로 국가주도가 아닌 국영기업의 경

영자 주도로 유한책임회사나 주식회사로 전환 후 사유화가 진행되었다.

기업 경영진이 전환계획을 제출하면 국가재산청에서 전환 여부를 결정하

고 전환된 국영기업이 투자자와 매매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하면 이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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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재산청에서 승인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매각은 경쟁, 제한입찰, 관리

계약, 주식 공공매각 등의 절차로 진행되었는데 노동조합의 반발을 막기

위하여 내국인과 종업원을 제한적으로 우대하는 전자신용대출 및 종업원

지주제도68)(ESOP,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를 시행하였다.

[표 4-18] 헝가리 주요 기업 사유화 정책

출처 : 이해정(2015), “북한 지역의 토지주택기업 사유화에 관한 연구”, p.130~134. 재구성

68) 1. 전자신용대출(E-Credit)은 내국인의 국가지분 매입 시 10년 내 의무상환

조건으로 은행이 저리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것을 말하며, 2. 종업원지주제도는

매각 대상 기업의 종업원이 전체 자산의 10% 내에서 50% 할인가격으로 분배

받을 수 있는데 종업원 1인당 배정한도는 1년치 기본 임금을 상한으로 함.

시기 주요 조치 내용

1985년
국유기업법 을 개정하여 국유기업의 경영권과 소유권을 분리하여
종업원 및 경영자대표로 구성되는 기업평의회에 국유기업의 경영권을
자율관리기업에 허용

1988년
회사법 제정으로 국유기업이나 협종조합 외에 유한책임 · 주식 · 합작
투자 회사 등의 민간기업 설립을 보장

1989년
- 외국인투자법 제정으로 외국인의 지분 참여 허용(100%까지)

- 전환법 을 제정하여 국유기업의 주식회사 등 법인전환을 허용하여
국유기업 경영자들의 자발적 사유화를 보장

1990년

- 사유화프로그램을 국가재산청(SPA)에서 주도
- 소매 및 식음료업 국가자산의 사유화에 관한 법 제정으로 대상 기
업에 대한 종업원 수 규정, 사업자 등록 의무화, 매각 시 내국인에게
우선권 부여

1992년

- 민간중심의 사유화 활성화를 위한 투자자 주도 사유화와 자체적 사유화
방식 시행

- 일시적 국유재산관리법 을 통하여 영구 관리대상 국유기업과 소규모
상점, 식당 등을 제외한 모든 대기업에 대하여 법인 전환을 의무화
(1993년 6월까지)

- 종업원지주제(ESOP)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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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의 시기는 1996년부터 현재까지로 신속한 사유화를 목적으로 기

업규모별로 다양한 방식의 사유화가 진행되었다. 국영사유화지주회사는

약 30~40여개의 국가 기간산업기업에 대한 매각시기와 방법을 결정하였

는데 외국인에게도 지분매각을 허용한 것이 특징이다. 비국가 기간산업

기업은 정부의 사전 승인 절차를 생략하여 신속히 사유화를 진행하였으

며 중소형기업은 자체적으로 사유화 계획을 수립하여 장부가격을 기준으

로 매매가격의 결정을 유도하였다.

국가재산청은 사유화 이후 10년 간 국영기업의 약 70%를 사유화하였

다. 체제전환 당시 2,380개의 국영기업이 존재하였으나 이 중 잔존 국영

기업 571개사를 제외한 1,809개사가 국가재산청으로 이관된 후 사유화

되었다. 그러나 국영농장, 임업기업, 철도, 우편 등 85개사를 제외한 국영

기업의 82.7%는 경쟁력 악화 등의 이유로 폐업되거나 청산되었다. 이 시

기의 사유화는 미국, 독일 등 외국 자본에 의하여 주도되었는데 외국계

은행이 은행업계 총자산의 약 2/3를 점유하였다.

[표 4-19] 헝가리 기업 사유화 실적(1990~2003년)
(단위 : 개, %)

출처 : 김민관(2007), “동유럽 주요국의 경제체제 전환과정”

구 분
회사형태로 전환 국영기업

기업수 비율 기업수 비율

국영기업 1,809 100 571 100

사유화

과정

폐업 199 11 385 67.3

최종결재단계 4 0.2 13 2.3

청산단계 54 3.0 88 15.4

완전사유화 1,248 69 - -

사유화 예정 127 7 - -

기타 140 7.7 85 14.9

잔존 국영기업 37 2 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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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의 기업 사유화는 점진적인 매각과 적극적인 외국자본 참여 등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국영기업은 주로 개별적이고

점진적인 매각을 통하여 사유화 되었다. 무상분배 및 내부자 우대조치를

통한 사유화가 제한되어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에 치중하였고 자발적 사유

화의 경우에는 기업 경영진의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자산매각 등의 부작

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심각한 대외채무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자본의

참여를 허용하는 등 다른 동구권 국가들보다 개방적인 사유화를 시행한

부분은 헝가리 사유화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4. 아시아(베트남, 중국, 미군정청)

1) 베트남 사유화 기본원칙

1975년 전쟁을 통하여 남북이 통일된 베트남은 사회주의국가체제에 맞

추어 사유재산에 대한 국유화 조치와 농업집체화를 추진하였다. 이후

1979년 신경제정책을 채택하여 부분적으로 시장경제적 요소를 도입하였

다. 국유기업의 경영 및 재정에 대한 재량권을 인정하고 성과에 따른 임

금제도 등을 도입하여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국가재정 적자와 보조

금 증가로 인하여 1983년부터 분배와 유통을 통제하고 농업집단화를 다

시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오히려 경제를 침체시키고 국민들

의 불만이 고조되자 베트남정부는 1986년 도이모이69)에 의한 실질적 시

장경제 체제를 시행하였다. 이후 다부문 경제개념이 도입되어 국가부문,

협동단체 부문, 민간부문, 국가자본주의 부문 등으로 소유권의 주체가 다

양해졌다(권오승 외, 2013). 베트남은 1992년 개정헌법과 1995년 제정된

69) 1986년 베트남 공산당 제6차 대회에서 제기된 개혁ㆍ개방 정책 슬로건으로

베트남어로 '변경한다'는 뜻의 '도이(doi)'와 '새롭게'라는 의미의 '모이(moi)'가

합쳐진 용어로 '쇄신'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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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을 통하여 합법적인 수입, 소유재산, 주택 등 기타 재산에 대한 소유

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베트남 정부는 개인의 주택과 건

물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함으로써 주택 부지에 대한 소유권도 사실상 인

정을 하고 있다.

2) 베트남 사유화 추진기구

베트남정부는 1993년 ‘기업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업개혁을 주도하

였으며 1995년에는 ‘국가증권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유화를 주도하였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국유기업개혁 및 발전위원회’를 통하여 5,655개

의 국유기업 중 3,349개 기업을 구조조정하고 이 가운데 2,188개의 기업

을 사유화하였다. 이후 2005년에는 ‘국가자본투자공사’(SCIC)를 설립하여

국가지분소유권과 자산을 관리하고 국내외 펀드 조달을 통하여 정부의

자본이용의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3) 베트남 자산별 사유화

가. 토지

베트남은 전형적인 농업국가로 체제전환에 따른 개혁은 농업 부문에서

먼저 이루어졌다. 1950년대 초 북베트남은 토지개혁을 통하여 지주들로

부터 810만ha의 토지를 몰수하여 농민들에게 분배하였고 1950년대 후반

에 들어서는 농민들로부터 다시 토지를 회수하여 농업협동조합화를 시도

하였다. 그 결과 1975년 베트남 통일 당시 농업협동화비율은 거의 96%

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강제적 집단화 조치에 대한 반발과 관리 부실

등의 이유로 농민들의 불만이 가중되자 베트남 정부는 1987년 12월에 토

지법을 제정하여 토지에 대한 재산권과 사용권, 토지 권리자에 대한 법

적 권리와 의무를 마련하였으며 1993년에는 새로운 토지법을 제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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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0ha 범위 내에서 20년간 사용이 보장되는 토지사용권을 설정하

수 있도록하고 토지사용권에 대한 거래, 양도, 상속, 저당, 임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또한 2013년, 토지법을 개정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토지사용권을 부여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베트남은 국가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용자에게

토지사용권만을 부여하고 있는데 사용권의 인정 방식은 토지할당과 토지

임대로 구분할 수 있다(최득진, 2007). 토지사용권은 주택지를 포함하여

모든 토지에 대하여 인정되며 사용권의 존속기간은 최장 50년을 원칙으

로 하고 있는데 낙후된 지역에서의 사업 실행을 위해서는 70년까지, 외

교기능의 수행을 위한 건물부지는 최장 99년까지 허용하고 있다(이병수,

2007). 토지사용권은 양도, 상속, 임대, 교환,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

고 현물출자도 가능하다70). 그러나 토지사용권은 국가가 이를 회수하면

소멸하고 이 경우에는 토지사용권자에게 보상을 하되 보상금은 토지사용

권자와 합의에 의하여 결정토록 하고 있다(이해정, 2015).

나. 주택

베트남은 사회주의체제에 따른 계획경제에 맞추어 공공임대 주택을 보

급하고 관리비 등을 보조하였으나 1986년 도이모이 정책을 추진하면서

서서히 주택 정책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1992년에 헌법 개정을

통하여 주택 소유권을 인정하고 1995년 민법 개정을 통하여서도 주택을

포함한 합법적인 재산에 대하여는 수량이나 가치를 제한하지 않음을 규

정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1994년 부터 국가 소유의 임대주택을 임

차인이 시장가격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무부,

70) 토지사용권을 설정받아 임차료를 매년 지급하는 개인의 경우에는 취득한

토지사용권의 양도와 저당권 설정만 가능하나 토지사용권의 존속기간에 해당하

는 임차료를 사전에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토지사용권을 양도, 저당, 임대, 현물

출자가 가능하다. 그러나 토지사용권의 양도를 위해서는 국가의 인가 또는 승인

을 받아야 하며 토지사용의 목적을 위반한 용도변경의 양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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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외국인에 대하여는 주택이나 건물 등에 대한 소유를 인정하지 않

고 있으나 베트남에 주재하는 외국기업이나 해당 기업에 근무하는 직원

이 1년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을 구입·양도·상속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외국인은 직접 부동산을 매매할

수는 없고 베트남의 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전병서, 2010).

베트남은 2005년 11월「주택법」을 제정하여 주택에 대한 개발방식을

상업주택, 개인단독주택, 사회주택, 공무주택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2009

년 부터는 ‘토지사용권증서’와 ‘주택소유권증서’를 일원화하여 관리하고자

‘통합토지사용권증서’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매매와 임대

를 규제·관리하고자 2006년 6월,「부동산사업법」을 제정하여 부동산투

자, 부동산 중개업, 부동산 감정, 부동산 컨설팅·경매, 부동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전병서, 2010).

다. 기업

베트남은 국유기업의 생산성 저하와 소비재 부족을 계기로 국유기업에

대한 사유화 조치를 시작하게 되었다. 베트남은 국유기업의 생산성을 향

상시키고자 1979년에 신경제정책을 도입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

를 강화하였으며 1981년에는 국유기업들에게 부차적 생산물에 대하여는

승인받은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86년 도이모이 정책 도입 이후에는 국유기업과 일반기업간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계약에 의한 매매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일부 필수 품목을 제

외한 나머지 품목에 대하여는 생산 및 경영 계획을 기업에 위임하여 경

영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1992년에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유기업의 사유화 작업을 진행하여

12,000여개의 국유기업 중 종업원 100명이내, 자본금 45,000달러 규모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2,000여개를 합병하고 3,000여개를 청산하였다. 특

히 이 시기에 헌법을 개정하고 사기업법을 제정하여 사기업을 공식적으

로 인정하였다(김석진,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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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0] 베트남의 주요 기업 사유화 정책(1987년 11월)

출처 : 이해정(2015), “북한지역의 토지주택기업 사유화에 관한 연구”, p.203. 재구성

1990년 이후 베트남 정부는 기업 사유화를 위하여 관련 법을 제정하고

이를 추진할 기구 등을 꾸준히 설치하여 2011년에는 8개의 경제집단, 12

개의 대형총공사, 60개의 중형총공사를 운영하였다(이한우, 2011).

베트남은 소규모 기업부터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방식으로 생산성을 증

가시킨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개방이후 베트남의 경제는 1991년 대

비 국내총생산과 1인당 GDP가 2006년에 7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특히

산업구조가 농업 중심에서 제조업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2010

년에는 경제구조가 농업부문 20.5%, 공업부문 40.2%, 서비스부문이

39.2%로 안정적인 경제구조로 전환하였다(통일연구원, 2010).

구 분 주요 내용

생산·경영 계획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생산과 경영계획을 기업에 완전히
위임

원자재 공급

정부는 원자재를 공급하고 기업은 생산품을 납품하는 원시
적 관계에서 계약에 의거한 매매제도를 도입하여 정부의
원자재공급 제한 및 부족분을 시장에서 자체 조달 가능토
록 개선

재정 및 노무관리 기업에 재정 및 노무관리에 대한 자주권을 부여

자산 매매·임대 기업은 자산을 부분적으로 매매 및 임대 가능

인력배치 및 임금
기업에 자율권을 부여하고 최저 임금만을 규정하고 상한은
폐지, 소득세를 도입하여 조정

투자 신규, 갱신 투자를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

가격 규제
관리 가격 대상품목을 축소하고 가격차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도를 폐지

금융
기업이 은행을 자유롭게 선택토록 하여 기업과 은행과의
관계를 평등하게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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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베트남의 기업 사유화 촉진을 위한 주요 법령 및 추진 기관

출처 : 이해정(2015), “북한지역의 토지주택기업 사유화에 관한 연구”, p.203~205. 재구성

4) 중국 사유화 기본원칙

중국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어 중앙집권적인 계획경제체제

를 구축하고 1950년에 토지개혁법을 제정하여 토지 소유제를 폐지한 후

농촌 지역의 토지를 무상몰수하여 무상분배를 하였다. 1953년에는 농촌

을 사회주의 집단경제로 바꾸기 위한 농촌 합작화(合作化) 사업을 실시

하였다. 이후 1956년 개인 상공업의 합작화, 1958년 택지 국유화 조치 등

을 통하여 1966년에 토지 국유화를 이루게 된다(법무부, 2005). 그러나

1960년 이후 경제기반이 악화되자 1978년 중국공산당은 당 사업의 중점

을 경제개발에 두는 ‘역사적 노선 전환’을 선언하고 개혁과 개방의 시기

로 진입하였다. 모택통 사후 당권을 장악한 덩샤오핑은 중국식 사유화를

추진하면서 기존의 사회주의 경제계획체제의 중앙계획에 의한 통제는 유

지하면서 한편으로는 소규모 자영업을 허용하고 농업 부문 및 경제특구

를 통한 대외 개방·개혁을 추진한다. 그러나 1980년대에는 사유화가 큰

진전을 보지 못했고 1989년 천안문 사태71)를 계기로 더욱 위축되었다.

구 분 설치 법 또는 기관 주요 내용

1990년 기업법 및 개인기업법 제정
민간투자자의 유한책임회사 및 주식회
사, 개인회사 운영 가능

1993년
‘기업개혁위원회’ 설치, 파산법
제정

비효율적인 기업의 정리를 위한 법적
토대 마련

1996년 ‘국가증권위원회’ 설치
경영자 또는 고용자에게 주식을 우선
매각(종업원 인수 방식)

1998년 ‘국유기업개혁위원회’ 설치
사유화를 위한 제반 절차 간소화 및
각종 우대조치 시행

1999년
기업법 제정
(회사법과 개인기업법 통합)

국유기업과 민간기업의 차별을 철폐하
고 세금 체계 간소화

2001년 ‘국유기업개혁 및 발전위원회’ 설치
총리직속 기구로 5년간 5,655개의 국유
기업 중 2,188개의 기업을 사유화

2005년 ‘국가자본투자공사’ 설립
국가지분소유권, 국가자산의 효율적 관리,
국내외 펀드 조달, 기업구조조정 자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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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1992년 중국공산당은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하여 사회주의 시장경

제를 공식 노선으로 표방하고 기업이 시장경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

고 1999년에는 헌법을 개정하여 민간 부문의 사유 경제활동을 보장하였

다(임강택 외, 2003).

중국은 사회주의 형태인 자산 국유화를 지속해 왔으나 개혁·개방 이후

국가자산을 민간에게 장기 임대하여 사용권은 개인이나 기업이 소유하지

만 처분권은 국가에 귀속하는 중국식 사유화 모델을 채용하고 있다. 이

러한 것은 국가소유와 시장경제 간 발생하는 생산수단의 분배에 대한 문

제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근에는 신사회계층72)의 체제 내 흡수를

위하여 사유자산 보호 강화를 명문화한「물권법」을 개정하였다. 물권법

의 주요 내용을 보면 주택 및 건설용지 사용권이 기한 만료 후에도 자동

연장되어 사실상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다만 청부경작권(土地

承包經營權)은 사용기한 만료 시에는 당국의 허가를 얻어 연장하도록 하

고 있으며 국가 소유의 자연자원, 기간시설 및 국가기관의 소유재산 등

에 대하여 국유자산 관리의 책임을 명문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5) 중국 자산별 사유화 과정

가. 토지

중국은 1950년「토지개혁법」을 통한 무상몰수·무상분배, 1953년 집단

화 조치를 통한 사적 소유권 불인정, 1954년 인민공사 설립을 통한 농업

71) 1989년 민주화를 요구하던 학생·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한 사건으로 급진

개혁주의자 후야오방의 사망으로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 대학생들

과 시민 중심의 민주화 운동으로 전개되자 중국공산당은 베이징에 계엄령을 선

포하고 천안문 광장에서 시위 군중을 무력으로 진압하였고 이 과정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72) 신사회계층은 정부의 개혁개방을 통해 부를 축적한 자본가 계층으로 관리

자금 규모만 약 10조 위안에 달하고 중국 전체 세금의 약1/3을 납부하는 등 중

국경제에서 핵심세력으로 부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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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화 등의 과정을 통하여 1978년 이전까지 모든 토지는 대규모 생산조

직인 인민공사(人民公社)가 소유하였다. 이후 농업개혁의 일환인 개별농

가에 대한 생산책임제의 확산으로 인민공사의 역할이 없어지자 인민공사

를 해체 후 1984년 ‘농업집단경제조직’과 ‘촌민위원회’에 농지소유권을 귀

속하는 ‘농가경영책임제’를 도입하였다. 농경지 사용 기한을 15년으로 연

장하고 노동력, 가족 구성원 비율, 농경지 비옥도와 위치 등에 따라 차등

분배를 하였는데 농업 경영형태가 개인영농과 집체영농으로 다원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표 4-22] 중국의 토지 사유화 주요 조치

출처 : 이해정(2015), “북한지역의 토지주택기업 사유화에 관한 연구”, p.176~181. 재구성

시기 주요 조치 내용

1978년 농가도급책임제를 통한 토지사용권 부여

1979년 중외경영기업법 제정, 중외합영기업에 토지사용권 현물 출자 허용

1984년
농지소유권을 농업집단경제조직 및 촌민위원회에 귀속
→ 농가생산책임제 본격적 도입

1986년
민법통칙 제정, 국유토지의 토지사용권과 농촌토지의 토지도급경영
권을 재산권으로 규정, 토지사용권 양도 허용

1988년

- 도시토지사용료잠정조례 제정, 각 지방정부는 토지사용료 부과
조례를 제정·실시
- 토지관리법 개정, 토지사용권 유상 양도 허용으로 부동산거래소
설립 및 부동산 대출 활성화

1990년

- 도시국유토지 사용권 양도와 이전 잠정조례 제정으로 토지사용권
제도 정착 유도
- 외국인 투자에 의한 대규모 토지개발에 관한 임시행정 조치 , 외국
기업의 부동산 시장 진출 허용

1993년
농지사용법 제정으로 임대농지의 규모를 최대 3ha까지 허용, 임대
계약기간 50년까지 연장

2002년 농촌토지도급법 제정으로 토지청부 경영권 보호

2005년
농촌토지도급경영권유통관리방법 제정으로 양도, 임대 등의 토지
유통 방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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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현재 대부분의 농가가 지방정부로부터 경영권을 모두 이관받아

정부 납입분을 제외하고 잉여 생산물을 농가에서 가져가는 포간도호(包

幹到戶) 형태의 농가경영 책임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이로 인

하여 농업생산성이 향상되고 농가 소득도 대폭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중국은 농경지의 사용기한을 30년으로 연장하고 농경지 사용권의 유상양

도와 상속 등을 허용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시행하였다.

중국의 농경지 사유화는 장기임대권과 농가경영책임제의 실시로 농업

생산량이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지방정부와

개인 간 불분명한 법률관계와 농경지 사용기간 연장에 따른 사용권의 소

유화 현상으로 부동산 투기가 극심해지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표 4-23] 중국의 도시토지 사용세

출처 : 이해정(2015), “북한지역의 토지주택기업 사유화에 관한 연구”, p.181. 재구성

중국의 토지제도는 ‘토지공유제’와 ‘토지사용권’을 근간으로 하는 이원

적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데 토지소유권은 국가소유와 집체소유로 나눌 수

있다. 도시 토지는 국가소유가, 농촌 토지는 집체소유가 인정되며 개인이나

외국인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고 토지 사용권73)만을 취득 할 수 있다.

73) 토지사용권은 도시 토지의 경우 주거용 토지는 70년, 공업용·교육·기술·문

화·체육용지는 50년, 상업·관광·오락용지는 40년, 복합 또는 그 밖의 토지는 50

년이다. 농촌 토지의 경우 도급기간은 30년, 초지는 30~50년, 임지는 30~70년이다.

등급 부과 기준 부과 금액(m2당)

1등급 50만명 이상 대도시 연 1.5~30 위안

2등급 20~50만명 중등 도시 연 1.2~24 위안

3등급 20만명 이하 소도시 연 0.9~18 위안

4등급 현정부 소재지 연 0.6~12 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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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배(2013)는 중국의 부동산 시장 구조는 3단계로 나누어 지는데 1

급시장은 토지사용권 양도시장으로 토지공급자는 국가이며 국가가 이를

독점하고 있으며, 2급시장은 택지개발과 신축을 통하여 신규건설 주택이

매매되고, 3급시장은 재고주택이 매매되는 시장이라고 하였다.

나. 주택

중국은 1949년 10월 주택의 소유를 사유에서 국공유로, 시장을 통한

거래에서 국가에서 배급하고 분배하는 체제로 바꾸었다(임길진 외, 1991).

1956년 기본적으로 개인주택들이 모두 국가에 귀속되는 등 사회주의체제

에 따른 통제·계획경제의 여파로 신규 주택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기

존 주택에 대한 유지 및 관리에도 문제점이 드러나는 등 주택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이해정, 2015). 1980년 이전에는 국가와 국영회사에

서 주택을 무상분배하고 관리하였으나 1980년 초 주택 공급 부족과 재정

부담 증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택개혁을 실시하였는데 주택

의 상품화와 공유주택의 사유화, 주택시장의 육성이 핵심 내용이었다. 주

택개혁 초기에는 중앙정부가 주택건설자금을 지원하고 지방정부가 주택

을 건설하여 원가로 분양하는 유상 분양을 시도하였으나 높은 가격과 기

존 공유주택의 낮은 임대료로 분양율은 저조하였다. 이후 1988년 공유주

택 매각과 신규주택 구매 촉진을 위하여 임대료를 인상하고 신축주택의

가격을 정부, 기업, 개인이 각각 1/3씩 부담하는 삼삼제(三三制)와 공유

주택이나 신규주택 구매 시 30~67%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주는 주택가격

할인제를 도입하여 주택 사유화가 크게 진전되었다.

2000년대 이후 중국의 주택 사유화는 주택 무상분배 금지, 기분양 공

유주택의 매매 허용, 도시 중·하계층을 위한 새로운 공공주택의 공급체

계를 마련 하는 등의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중국의 주택 사유화는 주택

부족과 주택서비스 등 주택과 관련된 제도 등을 개선하는 긍정적인 결과

도 있었으나 주택 가격의 폭등과 사유화 혜택의 차별화·경제 양극화로

인하여 사회불안이 증가 하는 부작용도 발생하였다. 한편 도시에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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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 사유화 진행과는 달리 농촌에서는 공유제가 존속되고 있는데 농민은

농촌주택에 대한 소유권은 있으나 주택 부지는 농촌집체경제조직의 소유

로 되어 있어 자유로운 매매는 사실상 어려운 현실이다(한국은행, 2014).

[표 4-24] 중국의 주요 주택 관련 규제 및 조치(1980년 이후)

출처 : 이해정(2015), “북한지역의 토지주택기업 사유화에 관한 연구”, p.182~185. 재구성

중국은 헌법을 통하여 ‘국가는 공민의 합법적 소득과 저축, 가옥 및 그

밖의 합법적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호(제13조)’해야 함을 천명하고 있

으며 물권법(제64조)에서도 ‘개인의 합법적 수입, 주택, 생활용품, 생산기

구, 원재료 등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명시하여 주택의 사적

소유권을 명문화 하고 있다(이해정, 2015).

시기 주요 조치 내용

1980년

- 주택공급 부족 및 재정 부담 해결을 위한 주택개혁 선언 : 공유주택
매각, 임대료 인상, 보조금 지급
- 주택 유상분양 : 섬서성 서안시, 광서자치구의 유주시 등 시범도시에서
주택 유상분양을 실시

1981년 공유주택 유상분양 확대 : 전국 60개 시로 확대

1982년

- 유상분양제도 금지 : 높은 분양가 및 기존 공유주택 제도와의 충돌로
유상분양제도 금지
- 삼삼제 주택 분양방식 도입 : 정부와 직장단위에서 보조금 지급(정부,
기업,개인이 건설비용의 1/3을 각자 부담)

1987년
주택제도개혁안 도입: 공유주택 임대료 상향, 주택구입 보조금 지원 및
분할상환 제도 시범 운영(산동성 연태시, 하북성 당산시)

1988년
- 주택제도개혁 전국적 추진
- 헌법 개정 : 토지사용권의 판매 허용으로 주택 건설 활성화

1989년 천안문 사태로 주택 임대료 하향 평준화 → 주택개혁 후퇴

1991년
주택공적금제도 도입 : 주택금융제도의 하나로 단위와 개인이 함께 주택
자금을 저축하고 그 자금을 주택 구매, 수리 등에 사용

1998년 직장 단위에 의한 주택실물분배를 포기, 화폐를 통한 주택 분배를 추진

2007년 물권법 제정 : 주택의 사적 소유를 명문화

2010년
일부 도시의 주택가격 급등문제 해소에 관한 통지 : 비약적 경제성장에
따른 주택가격의 급등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개입



- 97 -

다. 기업

1978년 중국 경제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 구성을 살펴보면 78%가 국가

나 성(省), 시(市), 현(縣) 등 행정기관에 속한 국유기업이며 나머지 22%

도 그 이하 단위의 행정기관에 속해 있는 사회주의적 공유제 형태인 집

체기업으로 사기업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전신욱, 2009). 중국기업의

사유화는 크게 시기별로 네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단계

는 1980년대 초반 개혁·개방 초기에 농촌을 중심으로 등장한 시장지향의

비국영기업인 향촌(鄕村)·향진(鄕鎭)기업의 성장이 사유화 부문에서 주요

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기업에 대한 자산소유권이 향, 진,

농민단체에 귀속되었으며 손실과 이익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향진기업은 국영기업과 달리 예산 제약이 분명했

던 반면 정부로부터의 관료적 통제는 없었다. 따라서 향진기업은 지역

시장 수요와 기회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고 이것이 향진기업이 약

진할 수 있었던 주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향진기업의 약진은 국영기

업의 독점을 혁파하고 중국 경제에 경쟁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시장경제

로의 전환에 촉매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김석진, 2008). 아울러 중

국은 1979년 외국인에게 직접투자를 허용하기도 하였으나 그 효과는 제

한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두 번째 단계는 1980년대 중반부터 후반까지의 소상공업자와 같은 사

유부문의 성장과 천안문 사태로 인한 정치·사회적 억제로 대표될 수 있

는 시기이다. 사유부문에 대한 정부의 법적·정치적 보호조치로 인하여

1980년대 후반에는 소상공업자와 사영기업이 급증하게 되었다. 그러나

1989년 천안문사태와 동유럽의 사회주의체제의 붕괴로 완전 개혁·개방을

주장하였던 세력이 물러나게 되고 보수파가 당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사

영기업에 대한 정부의 감독관리·규제가 강화되면서 사영기업과 향진기업

의 활동이 침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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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5] 1980년대 중국의 기업 사유화를 위한 주요 제도

출처 : 이해정(2015), “북한지역의 토지주택기업 사유화에 관한 연구”, p.185~187. 재구성

세 번째 단계는 1990년 초반부터 2000년까지의 시기로 덩샤오핑의 본

격적인 사회주의 시장경제정책의 시행으로 1994년 이후 지방정부의 주도

로 국영기업에 대한 사유화가 본격화되었다. 천안문 사태로 인하여 위축

되었던 기업 사유화는 1992년 개혁과 개방의 가속화를 촉구하는 덩샤오

핑의 남순강화(南巡講話)74)를 계기로 다시 활성화 되었다(이해정, 2015).

중국정부의 중소형 국영기업의 사유화 장려책으로 지방 국영기업의 절반

정도가 사유화 되었다.

네 번째 단계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로 사유재산에 대한 성역화와 국

유부문의 보호가 주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은 2004년 사유화된 재

74) 덩샤오핑(鄧小平)이 1992년 1월 18일부터 2월 22일까지 우한(武漢), 선전(深

圳), 주하이(珠海), 상하이(上海)등을 시찰 후 발표한 일련의 담화를 남순강화라

한다. 주 내용은 "자본주의에도 계획이 있고 사회주의에도 시장이 있다"는 것으

로 이 담화을 계기로 일시 중단됐던 개혁·개방정책은 다시 추진됐고, 사영기업

육성, 400여 가지의 규제완화 등 경제개방에 속도가 붙었다.

제 도 주요 내용

이윤유보제
(1979~1982)

국가에 납부하는 이윤의 일부를 기업내부에 유보하여 이를
생산발전과 직원들의 복지와 임금에 사용 → 근로자들의 소
득상승 및 소비욕구 증대

이개세(利改稅)제
(1983~1987)

기업의 이익금을 국가 상납에서 세금납부로 전환
(소득세율을 중·대형 기업은 55%, 소형기업은 10~55% 적용)
→ 국가와 기업간의 이윤분배방식을 규범화, 재정수입의 안정
적 확보

경영청부제
(1988~1993)

기업경영에 관하여 정부와 기업이 청부계약 체결
→ 기업의 자주 경영과 책임성 부여

파산법
(1986)

부실 국유기업에 대한 정리가 가능토록 조치

임금개혁
(1984)

기업에서 임금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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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의 영속적 지위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을 개정하여 사유재산에

대한 불가침을 법제화 하였다. 2005년 10월에는 국유 부문에 대한 보호

를 위하여 국가 핵심 기간산업에 대하여는 국가소유 하에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사용하는 등의 노력으로 2015년 말

기준 전체 국유기업의 63%가 사유화 되었다(Guo Yan 외, 2008). 이로서

1990년대 중반 이전까지 중국의 사유화는 사회주의 체제의 기본 틀을 유

지하면서 사유부문을 성장시키는데 주력하였고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본격적인 국영기업의 사유화를 통하여 기존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점진적

으로 해체하였다. 중·대형 국영기업에 대한 급진적인 사유화를 배제하면

서 시장에 대한 국가개입과 정치적 보호를 적절히 유지하고 있다.

한편 세계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1991년부터 2008년까지 중국의 기업가

치 100만달러 이상의 국유기업 사유화 실적을 보면 기업 수 기준으로 주

식입찰에 의한 사유화 방식이 가장 높았으며(36%)으며 그 다음으로는

기업 공개(22%), 양허(21%), 기업 분할(13%), 매각(4%) 등의 순으로 나

타났다(이해정, 2015). 또한 2008년 중국 기업의 총 자산의 약 50%는 국

유기업이 차지하고 있으며 사기업이 약 20%, 외자기업이 약 30%를 차

지하고 있으나 종업원 수는 국유기업에 비하여 사기업과 외자기업의 종

업원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중국의 국영기업에 대한 사유화는 상

당히 이루어 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림 4-2] 중국의 국유기업 지배구조

출처: “한·중·일 공기업 정책의 성과와 변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74~90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국유자산의 재산권에 대한 대표자]

▽

국유자산경영회사(중앙/지방) [국유자산의 운용 및 관리]

▽

국유기업(중앙/지방) [기업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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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미군정청 사유화 기본원칙

1945년 해방이후 미군정청은 귀속재산75)을 민간자본 확충을 위하여 매

각 방식의 유상분배 원칙에 따라 사유화하였다. 미군정청의 귀속재산 사

유화는 자본주의 질서유지와 정치·사회 안정을 통한 한반도의 자유시장

경제체제 구축이라는 경제목표의 실현과 일제의 정치·경제적 잔재를 청

산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미군정청은 귀속재산에 대하여

구소유자에 반환이나 보상 불가를 원칙으로 한국인을 대상으로 유상분배

를 통한 신속한 사유화를 진행하였다.

미군정청은 귀속재산의 매각을 통하여 민간의 소유구조와 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생산을 촉진시켜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였다. 1945년 8월

한반도 전체의 일본자산 총액은 약 53억달러76)로 북한지역이 약 30억달

러, 남한지역이 약 23억달러였는데 남한지역의 경우 동 금액은 남한 전

체 국부의 약 80%를 차지하는 규모였다. 이후 미군정으로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이양받은 귀속재산의 당시 총액은 약 3,053억원으로 이중 귀속기

업의 가치는 약 1,588억원(약 52%), 부동산의 가치는 약 488억원(약

16%), 귀속농지는 약 200억원(약7%), 나머지 약 777억원(약 25%)이었다

(강호칠, 2012).

7) 미군정청 사유화 추진기구

미군정청은 귀속토지의 관리를 위하여 ‘신한공사’와 ‘중앙토지행정처’를

설립하였다. 미군정청은 일제 식민지시기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소유였던

토지와 여타 일본인(회사·개인)의 소유였던 토지를 관할하여 그 보전과

75) 귀속재산은 한반도에 존재하는 일본의 국유재산, 일본인의 사유재산, 일본법

인·단체·조합이 소유하는 부동산, 동산, 증권 등의 재산 일체를 말한다.
76) 연합군 최고사령부에서 작성한 보고서(Japanes External Assets as of

Augusg 1945)를 기초로 1945.8월 환율을 적용하여 1달러당 엔화 15엔으로 환산

한 금액임(강호칠,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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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및 회계 등을 담당하게 하고자 미군정 법령 제52호(1946년 2월 21

일)에 의거 신한공사(新韓公社)를 설립하였다.

신한공사는 이사회, 총재, 본사 및 6개의 지점, 200여개의 지방 농장사

무소로 구성되었다. 이후 신한공사는 1948년 3월 22일 중앙토지행정처

설치령과 신한공사 해산령에 의거하여 그 재산 일체를 중앙토지행정처에

넘기고 해산하였다.

[표 4-26] 미군정청 귀속재산 규모(추정치)

출처 : 이혜숙(1992), “미군정의 경제정책에 대한 정치사회학적 연구”

미군정청은 신한공사 해체 후 1948년 중앙토지행정처를 설립하여 본격

적으로 귀속농지를 매각하였다. 귀속주택과 기업에 대한 관리는 재산관

리처(Office of Property Custody)가 총괄하였으나 행정업무는 금융회사

들이 대행을 하였다. 서울과 지방에 각각 중앙재산관리처와 지방관재처

(8개 도관재처, 42개 지구처, 133개 시· 군관재처)를 설치하였는데 대부

분의 주택과 귀속기업은 재산관리처 소속의 재산관리관이 매각때까지 직

접 관리를 하였고 실무업무는 행정여건의 미비로 인하여 은행이나 보험

회사 등 금융회사들에게 위탁을 하였다.

귀속재산에 대한 감정과 구매자의 적격성 심사를 위하여 재산관리처

내에 ‘자문위원회’와 ‘적산주택평가위원회’, ‘적산기업평가위원회’, ‘구매자

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종 류 금액(천원) 비중(%)

기업체 217,099,265 71.1

토지(농지제외) 및 건물 52,060,544 17.1

신한공사 19,991,271 6.5

기타 16,179,918 5.3

총액 305,330,99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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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미군정청 자산별 사유화 과정

가. 토지(농경지)

미군정청은 토지 사유화 기관인 신한공사와 중앙토지행정처를 통하여

유상분배 방식으로 귀속토지를 사유화 하였다. 신한공사는 동양척식주식

회사와 일본인 소유의 토지를 임대 및 관리하였다. 미군정청은 신한공사

해체후 귀속토지의 매각을 위하여 중앙토지행정처를 설립하여 농경지에

대한 사유화를 본격화하였다. 귀속토지 사유화는 유상분배 방식으로 진

행되었으며 매각 토지에 대한 우선권은 소작인에게 부여하였는데 매각가

격은 해당 토지의 연간 생산량을 기준하여 3배로 사정하였다. 미군정청

은 자영농을 육성하고 농업생산력 증진을 통하여 농민생활을 향상시키고

자 하는 목적으로 남한의 핵심자본인 토지를 신속히 사유화 하고자 하였

다. 귀속토지의 매각율은 전체 토지의 약2/3 수준으로 미매각 토지의 대

부분이 소송·가격조정 중이거나 단체 소유 또는 비농경지인 점을 고려할

때 양호한 실적으로 평가되었다.

[표 4-27] 미군정청시기 귀속토지 매각실적(1948년 기준)

(단위 : 정보, %)

출처 : 농촌경제연구원(1986), 농지개혁사 관계사료집 제4권

미군정청의 토지매각 방식은 자본주의 경제체제 구축에 기여하는 등

한국정부의 토지 사유화 정책의 근간이 되었다. 미군정청은 토지 사유화

과정을 통하여 좌우익의 대립이 극심했던 농촌사회를 통제하고 미군정청

매각토지 미매각 토지 합계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199,029 61.4 125,034 38.6 324,06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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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식량 보급창구로 활용을 하였다. 토지 사유화 정책은 소작관계를 철

폐하고 남한의 사적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구축 하는 등 정부수립 후 한

국 토지정책의 원칙으로 작용하였다.

나. 주택

미군정청시기에 사유화 대상 주택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존재하지 않

으나 약 68만건 이상이었던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주택 사유화는 도시

지역의 주택을 중심으로 실거주자 우선의 임대와 매각 방식이 활용되었

다. 미군정청의 주택 사유화정책은 사회적 불안과 인플레이션 등의 경제

적 요인을 경감하기 위하여 도시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하는 주택 보급에

중점을 두었다. 실거주자에 대한 임대조치 후 현금판매 방식, 경쟁입찰

방식, 할부상환 방식 등으로 매각을 하였는데 특정인에 대한 소유 집중

을 방지하고자 비거주자에 대한 매각을 제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미군

정청의 주택 사유화 실적은 약 800여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기업

미군정청의 주요 귀속기업은 매각 시까지 재산관리처 소속의 재산관리

관이 관리하였는데 대형기업의 사유화는 중앙재산관리처에서, 소형 지방

기업의 사유화는 지방관재처에서 담당하였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재산관

리처 소속의 관리관이 파견되어 최종 매각때까지 관리하였는데 희망자가

귀속기업과 관련된 중요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설치된 생산위원회에 신청

서를 제출하면 관련 부서는 심사기준인 운영능력, 기술자격, 재정상 책임

능력, 추천인 등을 고려하여 매각대상자를 선정하였다. 또한 소형기업을

중심으로 임대차제도를 실시하고 주주총회 및 이사회 설치 등을 통하여

재산관리관리관 제도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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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8] 미군정청시기 귀속기업 관리 형태

(단위 : 개, %)

출처 : 경제연감 , (조선은행 조사부, 1949)

재산관리처는 정부수립까지 약 1여년 간 유상매각의 방식으로 귀속재

산을 사유화하였다. 재산관리처 산하의 적산주택평가위원회, 적산기업평

가위원회, 구매자격심사위원회가 귀속기업의 매각을 담당하였다. 매각은

원칙적으로 경매, 비공개 입찰방식을 적용하였으며 매각가격은 1945년 6

월 시점의 장부가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매각은 관리인 및 대리인에게

우선적으로 매입권을 부여하였으며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최

고가 입찰자에게 매각을 하고 유찰 시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매각

대금의 지불방식은 미약한 자금 동원력을 고려하여 분할납부를 허용하였

다. 미군정청 시기의 기업매각 실적은 사유화 준비기간과 민간자본의 부

족으로 전체 매각기업의 약 10%에 불과하였으나 전시자금 조달과 생필

품 촉진 등의 영향으로 1951년부터 1954년 사이에 귀속기업의 매각이 급

증하였다.

[표 4-29] 해방 후 귀속기업 매각실적
(단위 : 개, %)

출처 : 박광작(1998), “미군정과 한국정부의 귀속재산 민영화정책에 대한 평가”

구분 관리관 이사회 임대 매각 기타 총계

업체 수 1,665 304 482 42 4 2,487

비중 66.9 12.2 19.4 1.7 0.2 100

년

도

’46~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미

상
합계

매

각

기

업

188 65 37 412 325 360 281 134 93 64 38 23 6 35 2,061

비

중
9.1 3.2 1.8 20 15.8 17.5 13.6 6.5 4.5 3.1 1.8 1.1 0.3 1.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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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정청의 기업매각 정책은 정부수립 후 매각모형 및 신흥 산업세력

이 등장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재산관리관 제도는 미군정청의

관리 소홀과 업무를 수행하였던 재산관리관의 부정·부패로 운영이 부실

화되는 문제점을 나았다. 해방이후의 혼란과 행정 경험부족의 요인과 재

산관리관의 담당기업 대부분이 원료난, 자금난, 경영의 불합리성으로 인

하여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미군정청의 기업매각

방식은 정부수립 후에도 매각을 통한 민영화가 지속되는 등 대한민국 정

부의 사유화 핵심원칙으로 작용하였으며 귀속재산 매각방식은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가속화시켰다. 귀속기업은 지주 및 노동자계층 보다는

주로 신흥 산업세력에게 처분됨으로써 신규 산업세력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제 2 절 체제전환국 사례가 주는 시사점

체제전환시기 다수의 동구권국가들이 사유화 방식으로 구소유자 반환·

보상 및 무상분배 방식을 채택한 반면 미군정청은 민간자본 확충이 가능

한 유상분배 원칙으로 사유화하였다. 체제전환국가들 중 독일은 구소유

자 반환 및 보상방식을 철저하게 적용하며 사유재산권 보호에 가장 적극

적이었다. 그러나 반환소송의 급증과 많은 보상재원 마련으로 인한 경제

적· 행정적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점을 나타내었다. 독일을 제외한 다수

의 동구권국가들은 신속한 자산 사유화 방안으로 사유화증서 등을 통한

무상 또는 저가 분배를 시행하였다. 미군정청은 부족한 민간자본 확충을

위해 유상분배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동구권국가들의 구소유자 반환·보상

원칙 및 무상분배 원칙과 차별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주의 이념에 따라 국유화 했던 토지를 개인에게 사유화하는 궁극

적인 목적은 경제개발을 유도하는데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목표의 달

성을 위한 독일, 헝가리 등의 동구권 국가와 중국, 베트남 등의 아시아

국가의 정책모델은 서로 상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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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0] 체제전환국가들의 사유화 기본원칙 비교

동구권 국가들이 국유재산을 비교적 단기간에 사유화 하는 급진적 개

혁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아시아권 국가들은 토지 소유권을 국가에서

보유하면서 토지사용권만을 사유화 하는 점진적인 사유화 방식을 선택하

였다(신종갑, 1998). 체제전환국가들은 자산유형에 따라 다양한 사유화

방식을 채택하였으나 대체로 매각방식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사유화 방식으로는 외국자본의 참여를 배제한 내국인 대상의 매각방식을

채택하였는데 이는 국내 자본을 확대하고 외국의 투기자본이 유입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함이었다.

[표 4-31] 체제전환국가들의 토지 사유화 비교 ➀

구 분 구소유자 반환 보상 무상분배

러시아 부정 부정 긍정

체코 긍정 부정 부분보상

폴란드 부정 부정 부분보상

헝가리 부정 부분보상 부분보상

독일 긍정 긍정 부정

미군정청 부정 부정 부정

구 분 구소유자 반환
매각

무상분배
내국인대상 외국인대상

러시아 부정 부정 부정 긍정

체코 긍정 긍정 부정 부정

폴란드 부정 긍정 부정 부정

헝가리 부분보상 긍정 부정 부분보상

독일 긍정 긍정 긍정 부정

미군정청 부정 긍정 부정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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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사유화는 소유권 변경에 따른 혼란을 막고자 실거주자 중심의 매

각과 임대방식이 활용되었다. 체제전환국들 모두 매각이나 임대시 실거

주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했던 것을 알 수 있다.

[표 4-32] 체제전환국가들의 주택 사유화 비교 ➁

대형기업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매각하거나 사유화증서를 배분하는 등

내국인을 위주로 하는 내부자 우대와 기업 구조조정 기금을 운용하는 방

식으로 사유화 하였다. 중소형기업의 사유화는 자산가치 측정의 어려움

등으로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경매나 직접매각 방식이 선호되었다. 또한

사유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자본의 참여를 허용하기도 하였다.

[표 4-33] 체제전환국가들의 기업 사유화 비교 ➂

구 분 실거주자
우선권 매각 임대 무상분배

러시아 긍정 긍정 긍정 긍정

체코 긍정 긍정 긍정 부정

폴란드 긍정 긍정 긍정 부정

헝가리 긍정 긍정 긍정 부정

독일 긍정 긍정 긍정 부정

미군정청 긍정 긍정 긍정 부정

구분
대형기업 중·소형기업

내국인
매각

사유화
증서배분

내부자
우대조치

기금 경매
직접
매각

무상
분배

외국인
매각

러시아 긍정 긍정 긍정 긍정 긍정 긍정 부정
부분
긍정

체코 긍정 긍정 부정 긍정 긍정 긍정 부정
부분
긍정

폴란드 긍정 긍정 긍정 긍정 긍정 긍정 부정 긍정

헝가리 긍정 부정 긍정 부정 긍정
부분
긍정

부정 긍정

독일 긍정 부정 부정 부정 긍정 긍정 부정 긍정

미군정청 긍정 부정 부정 부정 긍정 긍정 부정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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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전환국가들은 국유재산에 대한 사유화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국가재산청이나 신탁청 등 자

산관리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이들은 광범위한 재량권을 지

니고 정부주도의 기구를 운영하여 신속하고도 일관성 있는 자산관리 정

책을 집행하였다. 아울러 국영기금을 조성하여 토지 주택 사유화와 기업

구조조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였다.

[표 4-34] 체제전환국가들의 자산관리 전담기구 비교

체제전환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정치·경제·사회적 불안, 법치주의 및 자

유경제에 대한 경험의 부족, 국내자본의 미비, 구체제 지배 계층에 대한

인적청산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제약사항들은 향후

남북통일 과정에서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

한 충분한 연구와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장기간에 걸친 분단으

로 인한 정치·경제·문화적 차이와 불안감을 치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마

련책이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통일정부는 통일 후 북한자산의 사유화를 통하여 민간 자본시장을 육

성하고 국민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미군정청의 사유화 정책

은 신속한 귀속재산 매각을 통하여 시장경제를 확립하고 민간 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전담기구 러시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 독일 미군정청

토지
토지개혁

위원회,

지방위원회 사유화부,

국가자산

기금

농업재산

관리청,

국고농업

재산보관

회사

국가재산청,

국영지주회사

⇓

국영 사유화

지주회사

신탁청

신한공사

⇓

중앙토지

행정처
주택

기업

국가자산

위원회,

국가연방

자산기금

소유권

이전부,

국가투자

기금

재산관리처

소속 중앙정부 산하 및 정부지분 소유(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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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권 국가들이 체제전환과정에서 국가자산을 사유화함으로써 국민경제

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 것과 밀접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체코의

경우 지리적으로 독일, 오스트리아 등과 인접해 있는 이점이 있어 주변

국들로부터 자본 유치가 용이하였다. 북한도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과

인접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이해정, 2015).

급격한 사유화를 시행할 경우에는 정부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갑작스

러운 체제변화에 따른 북한주민의 반발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북한

의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는 경제·사회적 논란을 확대시키는 급격한 사유

화보다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사유화 과정과 일관성 있는 정책의 시행

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일관성 있는 정책의 추진을 위

해서는 정책에 관한 국민여론과 관련 제도, 이익집단의 주장 등 제반 환

경 요인에 대한 관리에도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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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통일 후 북한지역 국유재산 관리방안

제 1 절 독일 신탁청 사례77)

1. 신탁청의 설립 및 조직구성

1) 신탁청의 설립

신탁청(THA, Treuhandanstalt)은 동독말기인 1990년 3월에 설립되었

다. 당시 동독은 세계적으로 사회주의체제가 몰락의 길을 걷고 있을 시

기로 사회주의체제를 질서있게 정리할 목적으로 신탁청을 설립하였다.

신탁청은 1990년 6월 ‘광범위한 사유재산의 인정을 통한 시장경제를 지

향’하는「국유재산 사유화 및 재편성에 관한 법률」(이하 ’신탁법‘이라

한다)’이 제정되면서 구신탁청(Ur-THA)은 해체되고 새로운 신탁청이 만

들어졌다. 동독은 과거 사회주의 경제체제시기에 모든 사유재산을 국유

화했던 것과는 정반대인 모든 국유재산을 사유화하는 정책을 이행하면서

서독과 동독 간의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였다. 동독경제의 재편에

대규모의 재정지원이 불가피하고 신탁청의 자산매각 수익금으로는 재정

수요를 충당하는 방안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신탁청은

1990년 8월 통일조약의 발효로 연방정부 재무성 산하의 기구로 편입되었다.

2) 신탁청의 법률적 지위

구신탁청은 1990년 3월, ‘국유재산의 신탁관리를 위한 기구설립에 관한

77) 배성열(2015), “통일 독일의 토지 주택 사유화 전략분석 -신탁부동산회사
(TLG)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2012),『독일신탁관리공사의 국유기
업관리 연구』, 유도진 외(1998), ”독일통일후 구동독지역 국유재산의 사유화 실
태 연구“, Treuhandanstalt(1995), Treuhandanstalt Dokumentation, 1990-1994
, vol.14. Treuhandanstalt : Das Unmögliche Wagen 를 참고하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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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각의 의결’과 ‘국유재산의 신탁관리를 위한 신탁청 정관’을 기반으로

설립되었고 1990년 6월 신탁법의 제정으로 법률적 지위가 보강되었다.

신탁청은 중앙정부로부터의 경제부문에서의 통제를 벗어나고자 경제·행

정적 독립성을 지향하였다. 신탁청은 독일연방공화국(서독)과 독일 인민

공화국(동독) 간의 독일통일을 위한 통일조약이 1990년 8월에 발효됨에

따라 연방정부 산하의 공법상의 법적기구가 되었다. 신탁청의 직원은 공

무원법상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직자로서의 책임이 부여되었으며 업무상

책임은 연방헌법에 따라 국가책임으로 규정하였다.

3) 신탁청의 조직 구성

신탁청의 내부는 이사회, 관리위원회, 지사, 신탁주식회사로 구성된다.

신탁청은 총재와 5년 임기의 4명의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78)(Vorstand)

를 통하여 관리되며 이사회는 대외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신탁청을 대표한

다. 또한 이사회는 신탁법과 내각에 의하여 비준된 규정과 업무 규정에

따라 신탁청의 업무를 시행하고 관리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집행할 의

무를 가진다. 아울러 이사회는 내각에 신탁청의 업무에 대하여 결산 및

업무현황 등에 관한 보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사의 법적 의무 및 책

임은 주식법(제93조)을 준용토록 하였다.

‘신탁청관리위원회’(Verwaltungsrat)는 1명의 위원장과 16명의 위원으

로 구성되며 주요 업무는 이사회 이사진에 대한 임면 및 업무 전반에 대

한 감독이다. 관리위원회는 기업사유화 및 구조조정, 재정지원에 대한 조

정, 신탁주식회사의 수와 구조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 시장경제원칙과

사유화 및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문제들을 협의한다. 또한 신탁청의 업

무규정과 경제계획에 대한 심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신탁청은 지역별 분권화를 위하여 베를린과 14개 관할지역별 주요도시

78) 1990년 9월 이사회의 업무분장은 8개 부문(11월 이후에는 9개 부문)인 총

재, 출자, 사유화, 구조조정/청산, 특별재산/행정, 재정지원/부동산(1990년 10월부

터), 지사담당, 재무, 인사(1990년 10월부터)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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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지사(Aussen-stellen)를 설치하였다. 지사는 지점 형식으로 운영되었

으며 법률상으로는 비독립적이나 신탁청 이사회가 부여한 특정업무에 대

하여는 일정범위내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지사에는 원칙적으로 직

원수가 1,500명 미만인 신탁기업을 배정하였으며 귀속 작업은 1990년 11

월에 시작되어 1991년 말에 완료하였다.

신탁청은 사유화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1990년 10월에는 상업

사유화유한회사(GPH)를 설립하여 국영으로 운영되던 음식점이나 호텔과

같은 상업·서비스업 부문의 사유화를 진행하였으며, 1991년 3월에는 기

업들의 비업무용 부동산이나 국가기관·사회단체 부동산에 대한 매각과

과거 국가권력에 의하여 몰수된 재산의 원소유권 처리를 담당하는 신탁

부동산회사(TLG)를 설립하였다. 이후 신탁부동산회사의 업무량이 폭증

함에 따라 일부 업무인 국유경작지, 목초지, 임야에 대한 사유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1992년 토지이용·관리회사(BWG)를 신설하였다79).

[표 5-1] 독일 신탁청의 구성

79) 1994년 말 신탁청이 해체되면서 신탁청 대부분의 업무와 법적지위는 연방

신탁후속특별관리청이 승계하였고 베를린경영합자회사는 기업의 관리 및 매각

업무를, 부동산 사유화 업무는 신탁부동산회사와 토지이용·관리회사가 업무를

이어받았다(박석삼. 2003).

구분 주요 내용

이사회
총재, 이사(4명)로 구성되며 신탁청을 대표 및 관리, 관리위원회 의결
사항에 대한 집행

관리위원회
위원장, 위원(16명)으로 구성되며 이사회에 대한 임면,업무 전반에 대
한 감독 및 심의 권한

지사 지역별 분권화를 위하여 베를린과 14개 관할 지역별 주요도시에 설치

신탁주식회사
상업사유화유한회사(GPH), 신탁부동산회사(TLG), 토지이용·관리회사
(BWG) 등 3개의 자회사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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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청의 직원 수는 본부의 경우 1990년 설립시 최초 114명80)에서 출

발하여 1991년 6월에는 1,678명, 1994년에는 4,200명으로 급증하였다. 지

사와 자회사는 중소규모의 기업이나 부동산의 처리에 대하여 1차적인 권

한을 보유하였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부에서는 이를 승인하는

형태로 조직을 운영하였다.

4) 신탁청의 법적 책임

신탁청은 기관의 업무 성격상 사법과 공법 간의 권리가 충돌하는 위치

에 있다. 이는 한국의 공기업들이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과

유사하다 할 수 있는데 분쟁사안이 모든 주민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민법으로, 공공업무를 수행하는데 주특별법이 침해되는 경우

에는 행정법의 원리를 적용하였다. 결국 명시적인 법률규정이 없고 불분

명하므로 각 사안별로 분쟁의 성격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다. 신탁청의

업무상의 책임은 연방헌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국가책임으로 규정하고 있

으며 법위반으로 인한 손해행위에 대해서도 국가책임으로 인정하였다.

신탁청 직원은 공무원법상으로 공무원은 아니지만 기관의 성격상 공직자

로서의 책임이 부여된다. 신탁청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

우에는 공법상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고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고려하여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해당 직원은 사법적으로 책임

을 지게 된다.

2. 신탁청의 주요 업무

구신탁청은 국유재산에 관한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국유기업의 지

분, 건물, 설비 등을 인수하여 중소기업을 설립하거나 육성하는 등 제한

80) 1990년 7월 당시 123명의 본부직원과 400여 명의 14개 지사직원들이 8천여

개 기업, 400만명의 직원을 관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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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범위내에서 사유화를 추진하였다. 1990년 1월, 서독 및 외국기업과의

합작으로 ‘동독내 외국인 출자기업의 설립 및 활동에 관한 명령(Joint

Venture-VO)’에 따라 경제단위별로 합작기업을 설립하거나 자본회사로

의 전환을 도모하였다. 이후 구신탁청의 설립결정 및 정관 등 관련 법령

이 폐지되고 새로운 신탁법에 의거 신탁청은 업무영역이 확장되었다. 구

신탁청의 주요 업무가 국유재산의 보호였다면 신탁청은 사유화를 통하여

동독지역에 새로운 경제체제를 이식하는 것이었다. 신탁청의 정관에는

신탁청은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일자리를 보호하고 새로운 일자

리를 창출해야 함을 정하고 있다.

1) 사유화·재사유화

신탁청은 사유화에 관하여 이를 신탁법에 명시하고 있는데 신탁법 제8

조 및 신탁청 정관 제3조에서는 ‘사유화(Privatisierung)란 신탁청에 위탁

된 공공재산을 가능한 신속하고 많이 민영법인 또는 자연인에게 매각하

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신탁청은 소유물의 사유화만이 허용되었으

며 소유물의 양도가 수반되지 않는 사용권만의 양도는 업무로서 보장되

지 않았으며 원상회복을 통한 소유권의 전환 역시 업무에 속하지 않았

다. 아울러 신탁청이 유형의 재산을 다른 공공기관이나 주정부(또는 지

방정부)에 이전하는 것도 사유화 업무에 포함되지 않았다. 부동산 및 기

타 자산의 반환양도청구권과 관련된 결정은 기본적으로 연방재산청

(Vermögensämter)의 업무였지만 신탁청은 신탁자산에 대한 재산청의

재사유화(Reprivatisierung) 작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2) 구조조정·청산

신탁청은 관리하는 기업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임무를 부여

받았다. 여기에는 기업재편성이나 해체와 같은 재정적 조치가 포함된다.

신탁법에서는 이를 구조조정(Sanierung)이라고 정의하고 하고 있는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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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조정은 경영정상화가 필요한 동시에 회생능력이 있는 기업에만 적용된

다.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비용대비 효과가 큰 기업이 그 대상이 되었다.

또한 1990년 6월 동서독의 화폐통합 이전에 동독기업이 차입한 구채무에

대하여는 신탁청이 이를 한시적으로 인수하였으며 구채무의 경감은 경쟁

력 회복의 가능여부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이루어졌다. 신탁청은 구

조조정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청산(Stillegung)할 수

있었으며 이 경우에는 관련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여 현금화하거나 폐업

이나 강제집행 등의 조치를 통하여 몰수할 수 있었다.

3) 지방화

신탁청은 통일조약의 발효 전까지는 신탁청 총재가 지방정부의 신청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의 업무수행에 이용되고 있는 국유재산을 지자체, 시,

군에 위탁할 수 있었다. 1990년 10월, 통일조약의 시행으로 각 지자체 또

는 행정기관에서 이용되고 있던 행정재산에 대한 양도제도가 시작되었으

나 모든 국유재산이 지자체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신탁청은 소유권이전 조치를 통하여 국유재산을 지자체 재산으로 전환하

여 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받았다.

4) 투자우선순위 결정과 토지거래 승인

신탁청은「기업사유화 투자촉진 관련 장애제거에 관한 법률」(PrHBG,

1991년3월)과 연관된「재산법」(VermG)에 따라 원상회복청구권이 있는

토지, 건물 또는 기업의 매각, 임대 등을 결정한다. 또한 1992년 7월,

「재산법」에 따른 반환 양도권에 있어서의「투자우선순위에 관한 법

률」(InVorg)의 발효로 신탁청은 소유권이 양도되었거나 관리가 위탁된

기업지분, 기타 신탁청의 소유 또는 관리 중인 재산, 목적물 또는 출자기

업을 처분할 때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등 제반 조치를 시행할 수 있

었다. 또한 신탁청은 토지거래령에 의거 신탁청이나 신탁청의 관리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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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처분권을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를 승인 할 수 있었

다. 토지거래 승인의 요건은 재산법상의 청구권을 보존하는데 목적이 있

었기 때문에 처분청구권에 반하지 않을 경우에만 행사가 가능하였다.

5) 특별재산 관리

1989년 10월 7일을 기준으로 동독의 정당 및 정당 관련 단체, 법인, 단

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은 신탁청에 귀속되었다. 이러한 재산은

일반적으로 구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재산반환양도 업무

는 1992년에 발효된 재산법에 의거하여 연방재산문제처리청의 관할이었

지만 기타 세부업무에 대하여는 신탁청이 처리하였다. 아울러 동독정당

및 대중단체가 참여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하여 재산반환과 관련한 조

직 및 재산에 대하여 조사를 시행하였다.

6) 채무청산 기금 등 재정지원 및 예금자 지분권증서 배분

신탁청은「채무청산기금법」에 의거 ‘채무청산기금’과 동독국가보험 청

산과정에 발생하는 제비용을 인수하였다. 또한 동독 예금자에게 예금자

통화변경에 따른 감액분을 보상할 때 국유재산에 대한 지분증서를 제공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7) 재원조달

동독은 신탁법 및 신탁청의 정관에 신탁청이 대출금 지급과 채권발행

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명문화(「통화·경제·사회통합조약」제27조

제1항, 1990.5.18) 하였는데 이는 구신탁청 설립때부터 업무수행에 필요

한 자금은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이었다. 동 조

항에 근거하여 신탁청은 1990부터 1991년까지 총170억 마르크의 채권을

발행하였으며 이 기간에 채무부담액을 250억 마르크까지 확대하여 1995

년 말까지 상환하기로 통일조약에 명기하였다. 연방재무부도 이러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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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변환에 따라 채무기한 연장, 신용한도, 채무상환금액 증액 등을 허용

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이후 신탁청에 대한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증대

되자 1992년 7월,「신탁청을 위한 신용부담을 규정하는 법률」(「신탁청

신용법」)’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신탁청은 매년 300억 마르크의 채무

를 부담하였고 연방재무부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80억 마르크를 추가

적으로 부담할 수 있었다. 신탁청신용법은 유가증권 매각전망에 대한 공

시의무가 면제되고 사전감사 없이도 채권을 발행하여 독일증권거래소에

거래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로 인하여 신탁청은 용이하게 자금 확

보를 할 수 있어 재정·경제적으로 연방정부의 특별재산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신탁청의 채무에 대하여 법적책임을 가지

고 있었는데 이는 공법상 신탁청을 책임지는 주체이자 상급기관으로서의

지위에 기인한 것이다.

8) 신탁청에 대한 관리·감독 기관

신탁청은 공법상의 기관으로 법률이 명시한 책임과 의무를 준수해야

하므로 자체적으로는 ‘관리위원회’의 감독과 외부적으로는 ‘의회’나 ‘연방

감사원’ 등의 통제를 받았다. 구신탁청의 경우는 동독의 경제관리법에 따

라 정부의 하부조직으로 규정되었으나 신탁법 제정 이후에는 신탁청을

총리가 직접 감독하는 것으로 바뀌었으며 신탁청의 이사회는 사유화 진

척상황 등을 내각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했다. 특히 사유화와 관련된

중요결정은 재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였으며 신탁청의 기본업

무계획은 내각의 전원합의가 필요하였다. 동·서독의 화폐통합으로 서독

정부가 동독의 재정과 통화정책을 통제하기 위하여 서독의 연방재무부장

관이 신탁청의 재무 전반에 관하여 감독권한을 행사하였다.

가. 연방재무부

통일조약의 발효 이후 서독 연방재무부는 신탁청의 주무 행정기관으로

서 행정 및 법적 감독권을 행사하였다. 특히 행정권은 연방경제부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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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처 장관들의 상호협의를 통하여 행사하였는데 이는 신탁청이 비교적

광범위하게 행정 및 법적 감독을 받았음을 보여준다. 또한 신탁청이 가

지는 기업적 성격으로 인하여 연방재무부는 예산법에 따라 감독권을 행

사하기도 하였다. 사유화 과정에서의 적법한 집행을 위하여 모든 사유화

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종업원 수, 재무상황, 총매출액 등 연방재무부가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기업에 대한 사유화에 대하여는 연방재무부장관

의 승인을 의무화 하였다.

나. 의회

신탁청은 설립 때부터 의회의 감독을 받았는데 통제는 주로 입법을 통

하여 이루어졌다. 동독헌법 제88조에서는 구신탁청의 동독인민의회에 직

접보고를 의무화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공기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

하여 입법이나 국정감사 등을 통하여 통제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국민의

대의기구로서의 역할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구·신 신탁청 모두 동독인

민의회나 독일연방의회가 특별법의 형태로 예산권을 가지고 지속적인 통

제와 감독을 하였다. 신탁법 제1조제2항에서는 내각의 의회에 대한 보고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또한 독일연방의회는 정부각료의 의회출석을 통

한 질의답변 의무를 통하여 신탁청에 대한 감시권을 행사하였다. 이 외

에도 헌법에는 명문규정이 없으나 독일연방의회는 공식의회질의와 신탁

청 관련 정보에 대한 비공식질의81)를 통하여 신탁청에 대한 감시기능을

수행하였다.

다. 연방감사원

연방감사원은 신탁청의 모든 재무적 운영의 적절성과 비용 대비 효과

성에 대한 경제성 여부에 대하여 감사를 하였다. 동·서독 통일 이전인

81) 의회는 1993년 3월 기준으로 신탁청에 대하여 300여개 이상의 서면 및 구

두질의를 요청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신탁청에 대한 간접적인 통제와

감시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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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7월부터 10월까지는 동독감사원이 신탁청의 회계감사를 담당하

였으나 통일 이후에는 연방감사원이 관련 업무를 이양 받았다. 연방감사

원은 감사의 종류 및 범위, 감사자료 등에 대하여 사실상 무제한의 재량

권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연방감사원은 본 감사 이전에 예비감사를 통

하여 감사 대상 분야를 선정하거나 이상 유무를 사전에 파악하였는데 이

러한 권한 및 감사방법은 한국의 감사원 시스템과 매우 유사하다 할 수

있다. 신탁청은 연방감사원에 대하여 광범위한 정보제공 및 보고의무가

있다. 제공된 정보 및 보고 등은 연방감사원의 재무통제를 위한 자료로

이용되기 때문에 연방감사원은 신탁청으로 하여금 감사에 필요한 서류,

보충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문서를 열람할 수도 있다. 신탁

청은 연방예산법에 따라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연방감사원에 연차보고서와 경영보고서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예산

집행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고 연방재무부의 승인 필요한 출자법인의 예

산집행이나 결산서, 영업보고서 등의 보고 의무가 있었다. 연방감사원은

감사결과나 지적사항 등을 연방재무부장관과 신탁청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연방의회는 감사결과 중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시·정기적으로

보고받을 수 있었다.

라. 주정부

동독지역의 5개 주정부(브란덴부르크주, 메클렌부르크-포어폼버른주,

작센주, 작센-안할트주, 튀링겐주)와 베를린, 신탁청, 연방정부는 1991년

3월 각 주에 ‘신탁경제내각(Treuhand-Wirtschftiskabinette)’ 설치를 합의

하였으며 신탁청과 지사 내에 고문단을 보내어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또

한 신탁경제내각의 월례회의를 통하여 고용시장 관련 조치에 대하여 신

탁청과 주정부 간 업무협력 방안이 마련되므로 고용정책을 이행코자 하

는 신탁청 입장에서는 입법권한을 가지고 있는 주정부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신탁경제내각은 주정부와 신탁청이 원만히

일을 처리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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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유럽공동체위원회

1990년 10월 서독으로 동독이 편입됨에 따라 동독도 유럽공동체(EU)

의 제 규정을 적용받게 되어 신탁청은 재정지원에 있어 유럽공동체의 보

조금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했다. 유럽공동체는 연방정부가 신

탁청 활동을 6개월마다 보고하도록 하거나 산업별 현황 조사권을 자체적

으로 시행하는 등의 통제를 하였고 중요한 구호 및 보조금 지급의 경우

에는 연방정부의 건별 고지의무 지침을 생략토록 지원하기도 했다.

9) 신탁청의 조직문화

신탁청은 많은 업무를 단기간에 처리하여 하는 관계로 조직이 단기간

에 급속하게 성장하였다. 직원 수를 보더라도 본부 직원은 1990년 7월

114명에서 1991년 6월에 1,678명으로 증가하였다. 신탁청은 설립시부터

정치적인 압력에 노출되어 있어 자신들의 위치를 스스로 확립해 나가야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직원들의 업무태도와

조직분위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

여 조직 내 결속과 동질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전사적으로 추진되었다.

신탁청 직원의 직업적 배경을 보면 공무원 경력자 보다는 민간 부문

출신 경력자가 주를 이루었고 직원간 경쟁의식은 신탁청이 한시적인 조

직임을 인식하여 특별한 불협화음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부문

출신의 부서장급과 공공행정 부문 출신의 책임자급이 각자 상이한 경험

과 협상방식을 지니고 있다는 점도 특이한 문화로 여겨진다. 중간 및 고

급관리자급은 신탁청의 업무 자체는 매력적이나 근무에 대한 자부심에

대해서는 낮게 평가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위하여 신탁청은

회사차원으로 노력으로 1991년에는 팀워크를 강화를 위한 ‘경영자 대회’,

‘종업의 날’과 ‘신탁청 가족의 날’을 제정하여 시행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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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탁청에 대한 평가

1) 기업 사유화 부문

신탁청은 사회주의체제에 있던 동독을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신탁청은 신속한 사유화를 핵심과제82)

로 삼으면서 동시에 기업이 지속적으로 유지 될 수 있도록 매각시 투자

자로부터 ‘기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이를 엄격히 심사하였다.

사유화는 준비, 실행, 감독 등 3단계로 진행되는데 준비단계에서는 매

각 가능 단위를 창출하고 자산·부채를 평가하며 투자자와 사전 협의 등

이 이루어진다. 실행단계에서는 구매희망자에 대한 신용도평가, 기업계획

서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고 투자계획과 고용승계, 환경문제와 매입가격

등을 협의한다. 감독단계는 사유화 이후의 사후 관리를 말하는데 계약관

리가 이에 속한다. 한편, 신탁청의 매각방식에는 자유매각(Free Sale), 입

찰(Bidding), 제한입찰(The Limited Tender), 공개입찰(Public Tender),

공매(Public Auction) 등의 방식83)과 주식발행(Floating of Shares)을 통

82) 신탁청은 사유화를 위하여 지향해야 할 내부 규정으로 ◯1 사유화 업무의

신속성 ◯2 사유화의 안정성(부분 사유화 보다는 기업전체를 사유화) ◯3 일자리의

보호 및 창출(일자리와 투자를 보장) ◯4 효율적인 경제구조 구축(가급적 중산층

구매자에게 우선권 부여) ◯5 목표 매각대금의 달성(최대가로 매각)을 설정하여

운영하였다.
83) 1. 자유매각 : 일정한 형식 없이 이해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매각하는 방

식으로 신탁청 초기에 사용되었는데 이 방법은 신속한 사유화에는 유리하나 상

대방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부실매각의 위험성이 있다. 2. 입찰 : 가장 자주 사용

되는 방식으로 매수자가 적은 대규모 복합기업(화학,석유,제지,철강 등)을 사유

화 하는데 사용된다. 동종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매각을 진행하여 신속하고 효

과적이나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과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3. 제한입찰 : 중소기업이나 구조가 간단한 기업을 매각할 때 주로 사용하는데

특정의 잠재적인 투자자에게만 조건을 제시한다. 신속한 매각과 매각가의 최적

화가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최적 입찰자가 누락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

4. 공매: 매수가격 외에 모든 조건을 공개하며 입찰자 간 서로의 입찰내용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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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유화 방식이 있다.

[표 5-2] 신탁청 소속기업 사유화 현황 (1994년 12월 31일 현재)

출처 : 유도진 외(1998), “독일통일 후 구동독지역 국유재산의 사유화 실태 연구”, p.863, 표4 재인용

특히 주식발행을 통한 사유화 방식은 사유화 구조조정 절차를 거치고

서독기업으로 전환된 후에 증시상장이 추진되었다. 신탁청은 기업매각을

위한 평가를 위하여 독립적인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자문을 얻었으며 기

업이 평가되면 운영위원회는 기업을 6개 범주인, 흑자 운영 기업, 이익이

예상되는 기업, 기업계획이 성공적으로 작성된 기업, 구조조정계획은 수

립되었으나 계획이 충분치 않고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기업, 구조조정

능력이 의심스러운 기업, 구조조정 능력이 없는 기업으로 분류하였다.

전체기업수 31,815

합병 해체를 통한 소멸 328

광산소유권 이전을 통한 사유화 502

재산 지분만 소유 484

신탁청 소속 여부 검토중 1

기타 이유로 매각대상에서 제외 146

사유화 완료 기업수 12,354

사유화

기업 전체 매각 6,321

기업의 다수지분 매각 225

영업소 매각 8,054

기업 전체 반환 1,588

기업 전체 이전 265

임시지정 45

청산
청산완료 157

청산진행중 3,561

향후 사유화 대상 기업수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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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동독기업의 산업별 사유화 진행현황(1993.7월)

출처 : 캠코(2012), 독일신탁관리공사의 국유기업관리 연구 , p.138, 표3 재인용

신탁청은 신탁기업의 매각율을 높이기 위하여 마케팅 범위와 특성을

기업규모와 해당 산업의 특성이 연계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우고 제3자

의 조언과 참여를 통한 시장조사를 중요시 하였다. 마케팅 담당자는 주

어진 기간동안에 자산매각, 협상준비, 계약성립 때까지 자문역할을 수행

하였다.

사유화팀은 협상 및 결정에 있어 재량권을 가지고 입찰에 참여한 매수

자를 상대로 업무를 진행하였다. 한편 2,000명 이상의 종업원을 가진 기

업, 대차대조표상의 총액이 1억마르크 이상인 기업, 매출액이 3억마르크

구분

전체기업 사유화, 청산 등(%)

총기업수 비율 완전사유화 청산중 재사유화 등
사유화

대상

(전체) 5,996 100 41.6 29.0 17.1 12.3

화학 225 4.3 45.5 25.5 14.9 14.1

합성수지,고무 179 3.0 38.5 31.3 23.5 6.7

석재,세라믹 462 7.7 56.7 16.0 15.2 12.1

금속생산,주물 245 4.1 41.6 24.1 12.7 21.6

철, 경금속 203 3.4 39.9 16.3 25.1 18.7

기계공업 1,102 18.4 46.2 24.0 12.3 17.5

자동차 363 6.1 55.4 20.4 12.4 11.8

전기,전자 461 8.2 38.3 36.7 16.2 8.8

광학기계 80 1.3 38.8 32.5 18.7 10.0

악기,스포츠용품 323 5.4 30.3 35.6 23.6 10.5

목재 505 8.4 32.9 31.9 26.7 8.5

종이,인쇄 244 4.1 50.8 27.0 86.0 8.2

피혁,재화 169 2.8 18.3 54.4 15.5 11.8

섬유,의류 519 8.7 19.5 45.3 81.6 16.8

음식물,기호품 856 14.3 48.7 28.2 17.3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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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 기업의 경우에는 이사회나 관리위원회의 승인과 연방재무부의 동

의를 받아 사유화를 진행하였다.

신탁청은 사유화의 방법을 공매방식보다는 협의방식을 주로 사용하여

정보공개 측면에서는 투명성이 다소 부족하였다. 이는 매각 협상에서 우

위를 점하고 이끌어가기 위하여 다수의 매각 상대방에게 관련 정보를 알

려주지 않는 점에 기인한다. 매각에 참여한 응찰자가 매각 결정 근거에

대한 이유를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근거를 제시하였다. 신탁청은 매각

처분과정에서 독점적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

단체, 즉 지역별 도시 행정가들과 함께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부동산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였다. 한편 신탁청의 재무적 상황은 1990년 6월 기

준 총 손실액이 2,093억 마르크에 달하는데 이러한 적자의 상당부분은

동독경제의 실패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신탁청은 사유화 매각을

통한 이익 극대화 보다는 단기간내에 사유화를 달성하여야 하는 한편 기

업의 구조개편이나 일자리 보존 등 정책적인 부문에 대한 공공기관으로

서 사회적 비용을 떠안는 책임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

은 한국의 공기업을 포함한 공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 일

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박정배(2015)는 신탁청의

기업 사유화 과정에서 가스, 전기, 항공 등 대규모 기간산업이 서독의 대

기업에 인수되었고 이로 인하여 중요 산업부문에 독과점구조가 심화되어

동서독 간의 경제 불균형이 초래되었음을 지적하였다.

2) 구소유자 반환(재사유화) 부문

신탁청은「신탁법」에 의거하여 시장경제체제의 도입을 위하여 국가재

산이 아닌 국유재산을 사유화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사유화는 새로운

사적소유주에게 목적물을 매각하는 ‘신사유화’와 구소유주에게 재산을 반

환하는 ‘재사유화’로 구분할 수 있다. 동독은 통일 전 개인소유권이 집단

소유권으로 변화되어 있었으나 1989년 기준으로 주택은 약41%, 1991년

기준으로 농장면적은 약71%가 사적소유로 남아 있었다. 동·서독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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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6월「미해결재산문제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소유권반환

대상의 사적소유를 확정하면서「점령법」또는 ‘점령고권’에 근거하여

1945년부터 1949년사이에 몰수된 재산과 전후 동독주민이 정당하게 취

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제외를 하였다. 신속한 사유화 진행을 위하여 정

치적 압력과 부담이 커질수록 목적물에 대한 매각대금의 경감 압력도 커

졌다. 신사유화는 매수자에게 보조금 지급, 환경부담금 면제 등 지원 부

분이 있어 재사유화와 비교하여 본다면 재정적인 측면에서 매각대금을

구소유자에게 전액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는 장점이 있었다.

한편, 주택사유화 추진에 있어서 문제점은 동독지역 세입자들이 주택

구입을 위한 과다한 재정적 부담을 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원세입자인

주민들은 낙후된 주택설비를 보수하기 위하여 많은 자금이 필요한 상태였

기 때문에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매입자금의 추가 대출은 만성적 부채를

가져오는 결과를 양산하였던 것이다. 1994년도 동독지역 가구 평균수입

은 서독지역 가구 수입의 75% 정도였으며 평균 금융자산은 30% 정도였

다(유도진외, 1998). 한편, 사적 소유가 인정되지 않은 352,000개의 협동조

합 또는 인민 소유 주택들은 1996년말까지 약 60%(220,414개)가, 나머지

(131,586개)는 2003년까지 사유화가 이루어졌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

대기업들은 대부분이 점령법에 의하여 몰수되었기 때문에 재사유화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신사유화는 기업매각 시 매입자가 기업의 순자산가액만을

지불하는 방식인 총자산 중 부채총액을 차감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총

자산가액은 부채를 전액상환하고 총자산과 순자산이 일치한 상태에서의

기업을 의미하므로 매수자가 무료로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다.

3) 소론

통일독일에 있어 동독지역 국유재산의 사유화는 사회적 통합을 위한

지상과제였다. 구소유자에 대한 반환은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를 내포하

고 있었으나 신탁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 구소유자에게 결정권을 주면서도 신속한 반환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과 미비한 법규 등 장애요인을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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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하면서 주어진 재량권을 십분 발휘한 신탁청의 노력은 통일독일의 재

사유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신탁청은 초기에는 소속기업에 대한 정보부족, 조직체계 미비, 전문인

력 부족, 사유화 방법 및 목표를 둘러싼 이해충돌과 갈등 등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하였지만 이를 극복하고 단 4년만에 13,000여개의 기업중

192개만 제외하고 모두 사유화 내지 청산하는 실적을 거두었다. 특히 신

탁청은 소속기업의 80%를 중소기업자들에게 매각하여 중산층의 저변을

확대시켰는데 3,000여개에 달하는 기업과 영업소를 내부경영자인수방식

(MBO, Management-Buy-Out)을 통하여 매각하고 4,360개의 기업을 원

소유자들에게 매각함으로써 동독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매우 높게 평가받고 있다(유도진 외, 1988). 또한 신탁청과 투

자자들 간의 고용과 투자에 대한 계약이 대부분 이행되어 동유럽 체제전

환 국가들과 비교시 동독은 투자와 고용 측면에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기업 청산으로 인한 대량실업84) 문제로 동독주민들에게

신탁청이 부정적인 이미지로 남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동독지역의 경제

불황은 장기간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인하여 발생된 폐단이 보다 근본적

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신탁청은 정부와 주인-대리인(Principal and Agency) 관계가 성립

함과 동시에, 신탁청이 주인이 되고 관리기업이 대리인이 되는 복주인-

복대리인(Double Principal and Double Agency) 관계가 성립한다. 신탁

청에 대한 통제는 중앙정부, 의회, 연방재무부, 연방감사원, 주정부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신탁청은 부여된 임무와 권한을 바탕으로 관리기업

을 통제한다. 그러나 각 주체가 추구하는 목표가 상충85)되고 정보의 비

84) 신탁청의 동독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1990년 통일시점부터 1992년 말 사이

에 발생한 실업이 구동독지역 전체실업 경제인구의 75%를 차지하여 신탁청은

‘일 없에는 기계’라는 비난을 받았다(박정배, 2015).
85) 독일정부의 정책목표는 신탁청을 통한 신속한 동독국유재산의 사유화이지만

신탁청직원들은 임금인상, 고용안정, 경력개발이 더 중요한 목표였다. 또한 정부

로부터 많은 권한을 위임받은 신탁청을 실질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고 자산 매각을 위한 협상과정 등도 파악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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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칭으로 인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기업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으로 인한 주인-대리인 문제를 숙제로 남겼다.

[그림 5-1] 정부와 신탁청의 ‘주인-대리인’ 문제

제 2 절 남한의 국유재산 현황 및 관리

1. 국유재산의 정의

국유재산(National Property)이란 국가가 소유하는 물건 또는 국가를

귀속주체로 하는 재산권을 말하는 것으로 물건 또는 재산권이 아닌 것은

경제적 가치가 있다하더라도 국유재산으로 보지 않는다.「국유재산법」

은 동법 제2조에서 국유재산을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법 제5조제1항 각호의 재산86)”이라 정하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였다.
86)「국유재산법」제5조제1항에서 정한 재산 :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3.「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

가.「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라 등

정부, 의회,

연방재무부

주인

신탁청

주인

관리

기업
→
←

→
←

대리인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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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동 조항에 열거되지 않은 현금이나 동산 및 채권도 국가가 보유

하면 국유재산으로 보고 있다87)(강호칠, 2012).「국유재산법」은 동법 제

6조제1항에 의거 국유재산을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

하고 있는데 행정재산이란 “국가가 직접 공용·공공용·기업용으로 사용하

거나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보존하는 국유재산”을 뜻하며 행정

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보고 있다(법제6조제3항).

한편, 국유재산을 광의의 국유재산과 협의의 국유재산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광의의 국유재산이란 “국가가 국가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소유하

고 있는 일체의 재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토지․건물 등의 부동산, 선박,

항공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등의 증권,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

안권 등의 무체재산권, 현금, 물품, 그 밖의 동산 및 국가채권, 그 밖에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뜻한다.

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나.「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그 밖에 같은 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로서 같은 법 제53조 및 제112조

제1항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

다.「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품종보호권,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 외에「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다만,「저작권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

니한 권리는 제외

「국유재산법시행령」제5조제1항 : 법 제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기관차·전차·객차(客車)·화차(貨車)·기동차(汽動車) 등 궤도

차량을 말한다.
87) 현금, 동산 및 채권 등을「국고금관리법」,「물품관리법」,「군수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등의 개별 법률로 규율하고 있는 것은 행정편의와 법기술상

측면에서 따로 분리하여 규율하고 있을 뿐이므로「국유재산법」제2조제1호는

조문의 제목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에 대한 정의규정이 아니라 국유재산법의

물적 적용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강호칠,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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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국유재산의 종류

출처 :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업무편람(2012)

88) 국유일반재산은 일반 사물과 마찬가지로 사법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행정

주체인 국가의 소유에 속하고 간접적으로는 행정목적 달성에 공헌하는 것이므

로 그 한도 내에서 사법에 대한 특칙이 적용된다(이동엽, 2008). 우리 대법원(대

법원 2002.2.11.선고, 99다61675)은 기본적으로 일반재산을 사법관계설로 보고 있

다(강호칠, 2012).

공 용 재 산

행 정 재 산 공 공 용 재 산

국 유 재 산 기 업 용 재 산

일 반 재 산 보 존 용 재 산

◦ 공용재산이란 국가가 직접 사무용 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

으로 사용하거나, 앞으로 5년 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으로

청사, 관사, 학교 등이 있다.

◦ 공공용재산이란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앞으로 5년

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으로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항만 등이 있다.

◦ 기업용재산이란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 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앞으로 5년내에 사용하

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

◦ 보존용 재산이란 법령 또는 총괄청(기획재정부)의 결정으로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으로 문화재, 요존국유림 등이 있다.

◦ 일반재산이88)란 국가의 소유에 속하고 간접적으로 국가행정목적

달성에 공헌하는 것이나 직접적으로는 그 자본가치를 통하여 국

가의 재정수익원이 되는 것으로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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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 국유재산은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채납 또는 법령이나 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소유로 된 국유재산법(제5조)의 적용대상 재산”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부표․부잔교․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정부기업예산법」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89)

또는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90), 지상권․지역권․전

세권⋅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제4조91)에 따른 증권, 특허권․저작권․상표권․디자인권․실

용신안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등이 있다(기획재정부 국유재산편

람, 2012).

한편, 강호칠(2012)은 국유재산을 협의와 광의로 구분하여 정의하는 것

은 국유재산법의 물적 적용범위와 국유재산의 정의를 혼동한 것으로 국

유재산의 개념에 대한 혼란을 초래하므로 단일하게 국유재산에 대하여

정의하고 국고금, 물품, 군수품, 국가채권은 그 특수성과 이질성의 이유

로 국유재산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해당 개별 법률의 적용을 받으면 된

다고 한다.

2. 국유재산 현황 및 정책

1) 국유재산 현황

2014년 말 현재 남한의 국유재산은 장부가액으로 약 938조 4,902억원

에 이르고 있는데 이를 재산종류별로 살펴보면 토지가 437조 4,692억원,

건물 58조 211억원, 공작물 261조 5,588억원, 유가증권 167조 31억원, 기

89) 기업형태로 운영하는 우편사업·우체국예금사업·양곡관리사업·조달사업 등을

말한다.

90) 기관차․전차․객차․화차․기동차 등 궤도차량(국유재산법시행령 제3조)을

말한다.

91)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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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275조 9.967억원으로 토지와 건물이 전체의 약 47%를 차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2014).

[표 5-4] 주요국가의 국유지 현황
(단위 : 만 , %)

구 분 한국 일본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전체 국토면적(A) 10.00 37.8 937.6 54.9 35.7 24.5

국유지 면적(B) 2.50 14.6 271.9 2.5 0.8 1.3

국유지 비율(B/A) 25.0 38.6 29.0 4.5 2.3 5.4   

출처 : 중장기 국유재산관리 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2008년, 국토연구원), 기준년도

: 한국 ‘14년말, 일본 ’07년 3월, 나머지 국가 ’05년

재산유형별로는 행정재산이 741조 3,011억원, 일반재산이 197조 1,891 억원으

로 각각 총 가액 대비 79%, 21%를 차지하고 있다. 국유지는 전체 남한

국토 면적의 약 25%를 차지하는데 이는 인접국인 일본(38.6%) 보다는

작고 미국(29%)과는 비슷하며 프랑스(4.5%), 독일(2.3%), 영국(5.4%)과

비교하여서는 많은 수준이다(국토연구원, 2008).

[표 5-5 ] 국유재산 현황(2014년말 기준)

(단위 : , 억원, %)

구 분 필 지 수 량
금 액

비율

행

정

재

산

토지 4,763,003 23,668 4,118,541 43.9

건물 567,511 6.0

공작물 2,614,827 27.9

입목죽 76,194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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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2014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기획재정부)

2) 국유재산의 기능

국유재산은 공공재적 기능, 재해방지 및 환경재적 기능, 비축기능, 국

가재정 보전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먼저 공공재적 기능으로는 주요 도

시와 거점을 연결하는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와 같은 도로, 생활·공업·농업

용수를 공급하는 하천, 그리고 국가 기간 교통수단인 철도와 항만 등 국

가경제와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홍수나

가뭄으로 부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댐 건설 및 국유림 조성, 국가

하천에 대한 유지· 보수는 국유재산의 재해방지 및 환경재적 기능이라

선박 항공기 21,752 0.2

기계기구 3,988 0.0

증권 0 0.0

무체재산 10,198 0.1

소계 7,413,011 79.0

일

반

재

산

토지 654,944 853 256,151 2.7

건물 12,700 0.1

공작물 761 0.0

입목죽 31,855 0.3

선박 항공기 22 0.0

기계기구 136 0.0

증권 1,670,031 17.8

무체재산 234 0.0

소계 1,971,891 21.0

합 계 9,384,9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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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한편 국유재산은 행정수요에 필요한 토지를 적기에 제공하

는 공적 보류지로서의 비축기능을 수행하고 이를 통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공공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 역할과

정부 예산의 절감 효과를 도모할 수 있게 한다. 2014년 기준, 국유재산의

매각대금 수입은 약 6조 7천억원으로 국가재정 건전성 제고에 일익을 담

당하고 있다.

3) 국유재산 정책92)

국유재산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국유재산에 관한 관리 및 집행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국유

재산정책은 국유재산에 대한 권리확보와 대장 관리, 실태 조사 및 파악,

사용허가, 대부 등에 관한 관리기관의 정책적 행위를 포함한다(김갑열,

1995). 남한은 일제 침탈기, 해방이후 혼란기, 6.25전쟁 등을 거치면서 부

동산 관련 공부들이 멸실되고 제도적 미비로 인한 무단점유, 소유권 분

쟁으로 인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이동

엽, 2008).

국유재산 정책은 경제, 정치적 환경 등에 따라 변화되어 왔는데 시기

별로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해방이후 인 1945년

부터 1976까지로 부족한 정부 재정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에 대한

처분 위주의 관리 정책을 펼쳤던 시기이다. 정부 수립 초기 열악한 정부

재정이 6.25전쟁 등을 거치면서 더욱 어려워졌고 대부분의 자금을 외국

의 원조에 의존하여야 했기 때문에 부족한 재정을 국유재산의 매각대금

으로 충당하여야 했다. 특히 1962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조세 징수로는 재원 조달이 곤란하여 국유재산의 매각대금

으로 재정을 조달하였다.

92) 기획재정부(2010),「국유재산업무편람」재구성, p.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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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2014년 국유재산 유형별 구성

출처 : 2014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기획재정부)

두 번째 시기는 1977년부터 1993년까지로 정부는 국유재산에 대하여

유지·보존 중심의 소극적 관리 정책을 추구하였다. 정부는 처분위주의

정책으로 국유재산이 계속 감소되는 문제점이 대두되었고 경제도 급속히

발전하여 정부재정 조달이 조세로 충당할 수 있게 되자 국유재산의 관리

를 처분정책에서 유지·보존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정부는 1976년 12월

31일 국유재산법을 전면 개정하고 1977년에 국유재산관리계획을 도입하

여 가능한 국유재산의 매각을 제한하고 보존하는 위주의 소극적 관리 정

책을 집행하였다.

세 번째 시기는 1994년부터 현재까지로 정부는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를 신설하고 ‘개발신탁’ 등을 도입하는 등 국유재산의 개발과 활용을 중

심으로 하는 적극적 관리 정책을 추구하였다.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93)는

토지시장의 안정을 통한 부동산투기 억제, 공공용지의 원할한 공급 등을

위하여 기존에는 국유재산의 매각대금을 일반회계(세외수입)에 편입하여

경상경비로 지출하던 것을 특별회계로 관리를 전환하여 이를 대체토지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토록 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종래 여러 기관에 분산되

어 있던 국유임야, 군용시설, 청사관리, 사법시설 등 4개 특별회계와 기획

93)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2007년 1월 1일 자로 폐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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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소관의 일반재산이 하나의 회계로 통합관리되었다. 아울러 2004년

정부는「국유재산법」을 개정하여 캠코와 한국토지공사(현 토지주택공사)

가 위탁개발방식에 의한 국유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5-6] 국유재산 정책 주요 변천 내용

출처 : 캠코(2015), 2015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관리 기본서 재구성 p.12

3. 국유재산 관리체계

1) 관리체계

국유재산 관리조직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정책을 수립하

는 총괄청, 각 중앙관서의 장 등, 위임·위탁 기관으로 구성된다. 총괄청

은 기획재정부장관을 말하며 중앙관서의 장 등은「국가제정법」제6조에

기 간 정책 방향 주요 내용

1945 ~ 1976년
재정수요 충당을 위한

처분위주 관리

∙재정수입 충당 및 경제개발 계획에 따른

재원 조달

1977 ~1993년
유지·보존 중심

소극적 관리

∙국유재산법 전면개정 및 국유재산 관리계획

도입, 가능한 매각 제한하고 보존

1994 ~ 현재
개발·활용 중심의

적극적 관리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신설 및 개발신탁

도입(1994)

∙국유재산 위탁개발제도 도입(2005)

∙국유재산 전수실태조사 및 DB구축 추진

(2005~2006)

∙국유재산 활용도 제고를 위한 법개정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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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중앙관서의 장과「국유재산법」제42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

리처분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일반회계에 속한 국유재산 중 행

정재산의 관리는 소관 중앙부처에 위임되고 중앙부처는 지방자치단체(이

하 지자체라 함) 및 소속기관에 재위임94)하거나 산하기관에 위탁된다.

또한 총괄청은「국유재산법」에서 규정하는 총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조달청장 또는 지자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정부출자기업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그림 5-4] 국유재산 관리체계

출처 : 기획재정부

94) 국토교통부는 도로, 하천, 구거, 제방 등 공공용 행정재산을, 농림축산식품부

는 농수로 등 농업기반 정비시설을, 산림청은 국유림을 지방자치단체에 관리를

위임하고 있다.

총괄청
(기획재정부)

<행정재산> <일반재산>

위임1) 위탁1) 위임2)

관리청
(중앙관서 50개)

일부위임3) 광역지자체
(16개) KAMCO 조달청

위임위탁4) 재위임5)

산하․소속기관
(공단, 공사등)

시․군․구
(230개)

1) 근거규정: 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2) 근거규정: 국유재산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3) 근거규정: 국유재산법 제28조제4항

4) 근거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산하기관에 재위탁 : 국토해양부 → (도로) 도로공사,

(수도 댐) 수자원공사 등

5) 기초자치단체에 재위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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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일반재산95)은 관리기관이 240여개의 지자체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이하 ‘캠코’ 라 함), 한국토지공사로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2009년부터 단계적·점진적으로 지자체의

관리 재산을 캠코로 이관하였는데 2009년 9월에 한국토지공사에서 관리

하던 국유지 61,230필지가,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총 5차례에 걸쳐 지

자체 관리 국유재산 330,144필지가 캠코로 이관되었다. 이후 지자체에서

관리하던 국유일반재산이 모두 이관되어 2013년 6월 19부터는 캠코에서

전담하여 관리하고 있다.

2) 국유일반재산 관리(캠코를 중심으로)

캠코는 1997년부터 국유 일반재산의 관리·처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하고 있으며 2011년 9월 정부의 “일반재산 관리기관 일원화 방침”에 따

라 지자체별로 분산 관리하던 재산을 인수하여 2013년 6월부터 전담 관

리 중에 있다. 캠코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일반재산은 기금ㆍ특별회계 소

관 재산을 제외한 총괄청 소관의 일반재산 약 62만 필지로 면적은 약

445㎢,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151배이며 재산가액은 약 19조 9천

억원이다. 캠코는 위탁받은 재산을 국민들에게 대부, 매각을 통하여 국유

재산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수입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캠코는 관리기관으로서 허가 받지 않고 사용되고 있는 국유 무단점유

재산의 경우에는 현장 실태조사를 통하여 불법점유자 및 면적 등을 파악

하고 불법점유자에게 국유재산법에 의거 변상금을 부과·징수하면서 한편

으로는 이들이 공식적인 행정절차를 거쳐 대부계약을 체결 후 사용하도

록 유도하고 있다.

95) 국유일반재산이란 국가의 소유에 속하고 간접적으로 국가행정목적 달성에

공헌하는 것이나 직접적으로는 그 자본가치를 통하여 국가의 재정수익원이 되

는 것으로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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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남한의 국유지 현황(2014년말 기준)

(단위 : 천필지, , 억원, %)

구 분 필지
면적

금액
비율

국유지 5,418 24,521 24.5 4,374,692

 - 행정재산 4,763 23,668 23.6 4,118,541

   공용 344 14,947 14.9 1,205,152

   공공용 4,395 7,509 7.5 2,870,053

   기업용 0 0.44 0.0 3,986

   보존용 24 1,211 1.2 39,350

 - 일반재산 655 853 0.9 256,151

  기재부 620 445 0.4 199,206

   기타 35 408 0.4 56,945

공유지 8,328 7.8 -

사유지 67,435 67.7 -

합 계

(국토면적)
100,284 100.0 -

출처 : 국토해양부 지적통계 자료, 2014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

한편 캠코는 국유부동산 외에 1997년부터 국세물납증권의 관리·처분

업무를 총괄청으로부터 수탁받아 2017년 2월말 기준으로 한화, 롯데관광

개발 등 상장증권 12종목, 비상장증권 313종목, 기타증권 4종목 등 총

329종목, 8,798억원의 증권을 보유·관리하고 있다. 또한 유휴·저활용 국유

재산을 발굴·개발함으로써 국유재산 가치를 높이고 정부 필요시설을 적

기에 공급하고자 위탁받은 국유지를 캠코에서 자체 조달한 자금으로 개

발·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국유재산관리기금96) 운용계획에 따라 기금 재

원으로 정부기관 통합 청·관사 개발업무를 수행하여 재정 효율성 제고에

96) 국유재산법 제26조2에 의거 국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국유

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 또

는 출연재산,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

(증권은 제외) 중 대부료, 변상금, 매각, 교환 등 처분에 따른 수입금, 국유재산관

리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따른 수입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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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기여하고 있다.

캠코는 자산 실태조사에서부터 관리, 개발, 매각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국유재산

전용 테블릿PC와 지리정보시스템(GIS)을 도입하였고 2016년부터는 드론

을 이용한 항공 실태조사를 검토 하는 등 소수인력으로 방대한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재산관리 과학화에 힘쓰고 있다. 또한 46

년간의 공매 노하우와 전국 공공기관의 다양한 공매정보를 통합하고 입

찰현장에 가지 않고 인터넷 상에서 모든 자산을 매매할 수 있는 최첨단

IT기술인 인터넷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Online Bidding System)를 운

영하고 있다. 아울러 캠코는 일본 귀속재산 청산업무와 권리보존97) 업무

를 수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통일 후 북한국유재산의 효율적·체계적

관리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정부는 통일을 대비하

여 캠코와 같은 기관을 예비적 전담기구로 지정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

고 북한의 국유재산(토지·주택)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5-8] 국유지관리 변천사

97) 권리보존이란 국유재산법 제12조에 의거하여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국(國)

명의로 등기·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캠코는 여의도 면적의 약 26.2배인 54,532필

지의 일본인(법인) 명의 재산을 찾아내어 국으로 등기하였다.

년도 귀 속 재 산
고유의미의

국유재산
정 책

1945
◦ 군정법령제2호(’45. 9.25) : 1945년 8월 9일 이후
일본정부, 기관 그 국민소유재산의 처분금지
◦ 군정법령제33호(’45.12.6) : 일본정부, 그 기관,
그 국민, 회사단체의 소유재산은 1945년 9월 25
일부로 조선군정청에 귀속

귀 속 재 산 귀 속 농 지

◦조선군정청관재처
◦ 재 산 소 청 위 원 회
(’46.8.31)

신한공사(군정법령제52
호, ’46.2.21)
중앙토지행정처(남조선
과도정부법령제173호 ,
’48.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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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귀 속 재 산
고유의미의

국유재산
정 책

1948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48.9.22) :귀속재
산, 대한민국정부에 이양

- 재무부사세 국
국 유 재 산 과
( ’ 4 8 . 7 . 1 7
’59.7.16)

- 산업부흥국민
경제안정을 위
하여 귀속재산
매각(’49 ’64)

1949 귀 속 재 산 귀 속 농 지

귀속재산처리법(’49.12.19)
- 공공성이 있거나 영구보
존할 필요성이 있는 재산
은 국유재산으로 지정(법
제5조)
- 산업부흥, 국민경제안정
을 위하여 매각(법제8조)

농지개혁법(’46.6.21)
-귀속농지 소유자 불
분명재산 정부에 귀속,
유상분배(법제5조, 제
11조)

-귀속재산처리법
제5조에 의하여
국유재산지정

- 농가경제의
자립과 농업생
산력 증진을 위
한 농지배분
(’49 ’69)

1950
- 임시관재총국
-관재청(’50.4.24 ’55.2.17)

국유재산법(법률
제122호 ’50.4.8)

1955 - 재무부재무국(’55.2.17 ’63.12.16)

1956
국유재산법(법률
제 4 0 5 호 ,
’56.11.28)

1959
- 재무부관재 국
국 유 재 산 과
(’59.7.6 ’61.10.2)

1961
- 재무부관재국국
유 재 산 과 폐 지
(’61.10.2)

1962

- 재무부관재국국
유재산과신설
( ’ 6 2 . 1 1 . 1 2
’63.12.16)

- 경제개발계획
의 재원확보를
위하여 국유지
매각
(’62 ’75)

1963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63.5.29) : 1964
년 12월말까지 매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
재산은 국유화(법부칙 제5조)

- 재무부 국고국 관리과(’63.12.16 ’66.2.28)

- 재무부국고 국
국유재산과
( ’ 6 3 . 1 2 . 1 6
’66.2.28)

1966 - 국세청징수국, 관재과, 처분과(’66.2.28 ’77.5.16)

1968 -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68.3.13) :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한 농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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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기획재정부(2010), 국유재산 업무편람 인용 및 재구성, p 23~24

년도 귀 속 재 산
고유의미의

국유재산
정 책

’68.3.13 현재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는 국유로 등
기(법 제2조)

1971 - 재산관리관(2을)신설(’71.9.11)

1972 - 재산관리관(2갑), (’72.6.10)

1975 - 재무부국고국, 재산관리관(2을)
재무부국고국국유재산과 신설(’75.7.25)

1976
- 국유재산법 전면개정(’76.12.31)

- 국유지의 보
존관리위주의
정책 (’76 ’93)

1977
- 관리업무 국세청에서
시 도지사에게 이관

-재무부재산관리국(’77.5.16 ’81.11.2)
◦재산총괄과, 출자관리과, 재산관리과

1981 - 재무부국고국국유재산과(’81.11.2)

1984 - 재무부국고국출자관리과폐지, 국유재
산과에 통합(’84.10)

1987 - 재무부재산전매국국유재산과(’87.4.1)
- 재무부 국고국 국유재산과(’87.11.9)

1994 - 재정경제원 국고국 국유재산과
(’94.12.23)

- 국유지의 활
용 확대위주의
정책(’94 )

1998 - 재정경제부 국고국 국유재산과(’98.3.1)

2007
- 재정경제부 국고국 출자관리과 신설
(’07.3.30)

2008
-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과 출자
관리과(’08.2.29)

2012
-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정책과
국유재산조정과 신설(’12.1.25)

- 국유재산과를
2개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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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통일 후 북한 국유재산 관리 방안

1. 몰수재산처리 방안 및 북한 국유재산 관리 기본방향

통일 후 북한 국유재산 관리는 구소유자의 권리 인정 여부와 사유화를

추진할 기관, 사유화를 추진하는 속도와 방법 등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

로 보인다. 과거 체제전환 국가들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북한 역시 국유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해석 문제가 매우 중요한 정책 어젠더가 될것인데

특히 과거 북한 정권의 토지개혁에 의한 몰수토지의 소유권 처리 문제가

소유권 논의 중에서도 핵심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유권에 관한

논의는 사적 소유권 보장의 인정 여부에 따라 구소유자 반환, 보상, 재국

유화 문제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1) 구소유자 반환

북한체제하에서의 모든 몰수재산에 대하여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방식이다. 남한 주도의 흡수

통일 시에는 대한민국「헌법」제3조98)에 따른 영토규정에 의해 북한정

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북한정권 하에서 시행된 토지몰수와 같은 모든

법률행위를 부당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북한정권에 의하여 행하여

진 토지몰수는 재산권 및 법치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구소유자는 몰

수된 재산에 대하여 반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받게 된다. 구

소유자에게 반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에 가장 잘 부합되는 것이나 이 경우 구소

유자와 현점유자 간의 이해가 상충되어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구소유자에게 소유권을 반환한다는 것은 북한지역의 전면적인 사유화를

98) 대한민국 헌법 제3조 :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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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경우 통일정부는 북한지역의 경제개발과 기

간시설, 공공주택 건설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구소

유자로부터 재매입하여야 하므로 엄청난 국가 재정이 필요하게 된다(최

철호 2009). 특히 대규모 개발이 예상되는 평양 및 주변 지역, 산업단지·

특구 지역 등은 엄청난 지가상승이 있을것이고 이에 편승하여 주변지역

의 지가도 상승, 북한 전지역이 부동산 열풍에 휩싸이게 될 가능성이 높

다. 아울러 이러한 개발이익의 수혜가 소수의 북한주민이나 월남한 남한

주민에게 돌아가게 되고 대다수의 북한주민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지고

사회적 갈등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간 분단 상태와 토지개혁 후의 환경에서 살고 있던 북한주민의 입

장에서는 토지반환은 삶의 터전과 생계에 막대한 위협을 주는 불안요소

이다(최철호 2009). 조영진(1999)은 통일 후 북한지역 몰수토지에 대한

구소유자 반환이 허용될 경우 반환청구가 최대 25만건에 이를 것으로 전

망하고 있다. 아울러 남한 주도 통일에 따른 북한주민의 박탈감과 이질

감, 불명확한 소유관계에 따른 북한 경제체제의 재편 및 대외투자 지연

등은 남한정부의 재정부담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의 경우에도

통일 초기에는 ‘구소유자 반환원칙’을 적용하였으나 엄청난 반환 소송(약

250만건)으로 인하여 ‘보상’으로 정책기조를 바꾸었다. 많은 전문가들은

독일의 부동산에 대한 구소유자 반환원칙을 정책실패로 평가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유도진 외, 1998).

2) 보상

구소유자에게 해당 재산을 매각하는 것을 전제로 재산가치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하는 방식이다. 이는 구소유자의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한

편으로는 권리부존 확인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현점

유자인 북한주민에게 연고권(토지이용권) 내지는 기득권을 인정하여 생

활권을 안정시키고 북한주민의 남한으로의 대량이주를 방지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원소유자에게 보상이 이루어지면 통일정부는 북한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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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관리·처분·개발권을 가지고 종합적인 국토개발 및 경제재건계획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개발이익을 얻어 재정수입을 증

대시킬 수 있고 부동산 투기 등을 방지할 수 있다(최철호, 2009). 반면에

막대한 보상비가 발생되므로 통일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증가될 수 있고

이는 남한 정부의 재정악화로 이어지면서 통일비용 부담으로 인한 남한

주민의 조세저항을 유발하여 정치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또한 적정

한 보상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작업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국유재산에 대한 가치평가 기준 마련, 남북한의 화폐

가치 환산, 지적 측량 등 선행되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는 한계점을 가지

고 있다.

한편 보상가격 수준을 언제로 할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보상규모도 달

라지는데 보상 기준 시점을 ◯1 통일시점으로 하는 방안, ◯2 재산을 강제로

몰수당했던 시점으로 하는 방안, ◯3 통일 후 실제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보상을 하는 방안이 있다. 하지만 위 3가지 방안은 정

도의 차이가 있을 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 필요한 것은 공통적이다. 그

러므로 보상비율을 재산 전체가 아닌 일정 비율 또는 일정 상한선 까지

만 보상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현금보상보다는 채권보

상을 중심으로 정책을 집행하여 재정적 부담을 분산시켜야 한다(류해웅,

1991).

[표 5-9] 보상 가격 시점 비교

출처 : 류해웅(1991), “통일 후 북한 국유재산의 사유화 방향”, 부동산법학회 제3권 p.119

구 분 장점 단점

통일시점
평가시점이
가장 합리적

평가기준 마련의 어려움
(북한토지 공시지가 산정,
남한vs북한의 환율 산정 등)

몰수시점
낮은 평가로 재정부담이
상대적으로 감소

소급평가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재산권회복에 충실치 못함

보상시점
권리자에게 완전한

보상가능
막대한 재정부담 및 개발이익의

사유화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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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국유화

통일이 되면 북한내 모든 국유재산의 소유권을 통일정부가 그대로 승

계한다는 것을 전제로 북한 내 모든 자산을 국유화한 후 대상을 선별하

여 적절한 시기를 정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사유화를 하는 방식이다. 재

국유화는 기존 소유권제도와 질서를 인정하면서 북한의 국유재산을 그대

로 접수하는 방식인데 모든 소유권을 통일한국의 소유로 귀속시킨다. 재

국유화는 구소유자 반환과 보상에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고 내·외국인의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고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남북한

균형발전을 위한 효율적 이용과 매각 수익을 통한 통일비용 확보가 용이

하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공장부지와 같은 대규모 사업용 토지의 경우

국가에서 일정기간 경제정책에 따라 개발한 후 기업인에게 매각하면 매

각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고 임대주택 부지 등 비사업용 토지는 개발 전

까지 북한주민에게 무상 또는 저렴하게 임대하여 줌으로써 기본적인 생

존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구소유권 무효 조치는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문제점(최철호, 2009)과 이에 대한 구소유자의 반발과 법적 분쟁이 예상

된다. 또한 재국유화는 북한정권 하에서 불법적으로 행하여진 재산몰수

정책을 통일한국이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1945년 해방후 남한

정부가 친일 적폐를 청산 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을 70여년이 지난 현재까

지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경우 이 경우에도 북한정권의 불법적인 행위를

청산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였다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는 것이다.

한편, 정태식 외(2014)는 부동산학전문가를 상대로 한 조사99)에서 북한

몰수재산에 대한 구소유자 반환 또는 보상과 관련한 질문에 응답자들이

99) “통일한국 정부가 나아갈 부동산정책 방향에 관한 전문가의견조사 분석 -

현 북한지역 국유부동산의 처리방법에 대한 전문가의견 중심”(정태식외, 2014),

설문조사 대상자는 부동산학전문가 총450명(박사 350명, 석사50명, 2014년 2월 학

사 졸업예정자 50명)이며 이중 105명이 조사에 응답(조사기간, 2013.10.1. 부터

12. 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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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으며, 현 북한주민의 분단 이전 남한에

서 보유했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인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부정적

인 의견을 나타냈다고 한다. 한편, 북한 주거용 국유부동산의 사유화시

거주자 우선배분원칙에 대하여는 긍정적인 의견을 보인 반면에 북한 국

유재산 중 일반재산(매각이 가능한 재산)의 매각에는 대상자를 북한지역

의 주민만을 한정하여 매각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50.8%가 부정적인 견

해를 나타낸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소론

통일 후 북한의 국유재산에 대한 사유화문제는 각 방안들의 장단점,

통일목적, 북한 주민들의 생활 안정, 북한지역의 신속한 재건 및 경제통

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경우 구소유자 반환, 보상, 재국유화 방안

중 재국유화를 통한 사유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평

가된다. 구소유자 반환 또는 보상방식은 헌법이나 법률 등 사회정의 원

칙에 충실한 이상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독일이나 다

른 체제전환국가와는 달리 북한은 원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신력 있

는 문서나 확인 방법이 거의 부재하고 당사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재산

가치 평가 기준 마련도 어렵다. 현점유자와 구소유권을 주장하는 자와의

사회적 갈등, 이로 인한 소송과 투자 및 개발 지연, 부동산 가격 폭등 및

부의 편중으로 인한 소득 양극화, 많은 행정력 투입 등 천문학적인 사회

적·재정적 비용을 고려한다면 재국유화 방안이 가장 적절한 대안으로 판

단된다.

통일이 되면 북한의 낙후된 기반시설과 주거, 산업단지 조성 등을 위

하여 많은 개발이 이루어질 것인데 만약 북한국유재산, 특히 몰수토지를

원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보상하는 정책을 선택하여 사유화를 바로 시행

하게 된다면 남한이 고도 성장기에 경험하였던 부동산투기와 급속한 지

가상승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정부는 개발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기 위

하여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최철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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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의 궁극적 목적이 민족이 화합하고 남북이 공동 발전하는 것인만

큼 다소간의 문제점이 있더라도 일부 계층만을 위한 방안은 통일한국의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구소유권자에 대한 반환이나

보상문제는 북한지역의 자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월북하여 북한에서

살아온 북한주민과 그 후손들의 남한자산에 대한 소유권 반환문제와도

연결된다. 따라서 소유권 문제는 북한주민의 북한내 잔류와 남한으로의

대량 이주를 방지하고 빠른 시간내에 북한주민들이 안정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하여야 한다. 북한경제를 재건하고 남북한 국민들을 화합시

켜야 한다는 큰 틀에서 법률적 접근보다는 정치적 해결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경우 소유권 확인의 어려움100), 보상

에 따른 재원 부담,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호 등의 과제를 동시에 해결

할 수 있는 재국유화 조치가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북한

의 집단농장을 단기간에 사유화하면 북한의 농업·농민 전체가 심각한 상

황에 빠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재국유화하여 사유화의 속도를 조정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동독의 국유재산에 대한 사유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

소유자에 대한 先반환·後보상의 원칙을 적용하여 이를 처리코자 하였으

100) 등기가 실제의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등기가 진실한 것으로 신뢰

하고 거래를 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등기의 기재 내용에 따른 효

력을 인정하는 것을 ‘등기의 공신력’이라 하는데 우리(남한) 민법은 이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아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

서 등기부를 신뢰하고 거래를 한 경우에도 등기상의 권리자(소유자)가 아닌 실

제의 권리자가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권리(소유권)를 취득하지 못한다. 이는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게 되면 부동산거래의 안전은 보호되지만 진정한 권리

자의 기존의 권리가 침해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남한)는 등기

공무원에게 형식적 심사권만을 주기 때문에 권리가 없는 자도 마치 권리자인

것처럼 등기를 할 수 있는 등 등기제도 미비 등의 사정으로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등기제도가 있는 남한도 사정이 이러한데 등기제도

나 심지어 관련 공적문서마저 거의 멸실된 북한에서 구소유자를 확인한다는 것

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또한 소유권 주장을 위하여 조작된 가짜 등기권리

증을 이용한 부동산 전문 사기꾼들에 의한 사회적 혼란과 분쟁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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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정부담을 감당하지 못하여 실패였던 사례를 교훈삼아야 한다. 당시

독일정부는 동·서독간의 신속한 경제통합을 위하여 재산권에 대하여 先

반환·後보상의 원칙을 적용하였으나 이를 처리할 전담부서의 인력부족,

관련 조직 미비, 장기간의 법정 소송 등으로 인하여 재산반환 신청 건수

대비 30%대의 저조한 처리율을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내·외국인의 투

자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행정·재정부담이 가중되고 택지 부족으로 막대

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발생되었다.

[표 5-10] 북한지역 국유재산에 대한 소유권 처리방안 비교

소유권 논란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

으로는 헌법개정과 특별법 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별법 등에는 통일 후 북한국유재산의 재국유화, 몰수토지에 대한 구소

유자 권리 불인정, 북한주민이 남한으로 이주 할 경우에는 북한 내 자산

에 대한 권리 혹은 일부의 포기 등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남과 북이 통일이 된다면 북한의 낙후된 경제여건과 오랜 기간에 걸쳐

쌓여진 남북한의 문화적·정치적 차이, 북한 국유재산과 관련한 소유권

분쟁이 중요한 갈등요인 및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북한

정권 하에서 강제로 몰수된 재산에 대한 사유화 문제는 북한 국유재산

처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통일 후 북한 국유재산 관리는 체

제전환에 따른 북한 주민의 동요와 남한으로의 대량이주 방지, 북한경제

의 안정적 발전, 낙후된 북한 경제의 시장체제로의 전환, 남북의 공동 번

구 분
구소유자
재산권
인정

내·외국인
투자유치

국토
균형개발

통일비용
부담

북한주민
안정

구소유자 반환 높음 낮음 낮음 높음 낮음

구소유자 보상 중간 중간 높음 높음 중간

재국유화 낮음 높음 높음 낮음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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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을 위한 기틀 마련을 기본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배

성열(2015)은 남한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101)과

「헌법」제4조102)에 따른 사유화의 기본원칙과 단계별 추진 로드맵 설정

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먼저 북한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하여는 통일 후 체제전환에 따른 북

한경제의 충격과 파장이 클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북

한주민의 동요와 남한으로의 대량이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거주자에

매입 또는 임대에 관한 우선권을 부여하고 남한의 부동산 투기 세력의

자산 취득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 연착륙 할 수 있도록 북한지역의 투자 및 생산

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여 북한경제를 재건하고 발전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낙후된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국유재산의 효율

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사유화를 추진하여야 하는데 사유화 조치는 북

한주민의 생활권을 보장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원칙에 근거하여 점

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남북공동 번영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경제적·문화적 격차

에 따른 북한주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남한주민의 통일 비용 부

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남북한의 역사적

발전 과정과 시대적 상황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북한의 특수한 상황에

따른 상대성도 인정하고 남북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과 균형발전을 도모

하여야 한다.

101)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현재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으로 1994년 8월 15

일 김영삼 대통령이 제시하였다. 1989년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하되

기본합의서 발효 등 상황변화를 반영하여 남북연합 이전의 화해와 신뢰구축 과정

을 단계화 했다. 통일은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 방향에서 점진적·단계적

으로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기조 하에 통일의 과정을 ‘화해·협력 단계’→ ‘남북

연합 단계’→ ‘통일국가 완성단계’의 3단계로 설정하고 있다(통일교육원 홈페이

지).
102) 헌법 제4조 :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

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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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북한 국유재산 관리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

출처 : 캠코(2011), 통일 후 북한지역 자산관리 방안 연구 재구성 , p.84

2. 북한 국유재산 자산별 관리 방안

1) 토지

토지관리의 기본방향인 토지이용의 효율성, 토지자원의 보존, 국토 개

발정책 등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사유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북한을 불법

단체가 아닌 남한과 대등한 정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현재 북한은 북한

주민들에게는 민사상 토지이용권이나 점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통일 이후 북한주민들에게 그와 관련한 권리를 인정해 줄 것인지의 문제

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김성욱, 2015). 그러므로 북한 내 토지와 관련한

북한주민 보호는 정치적·경제적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산림지, 수역토지, 특수토지는 국유지로 귀속시키고 주민생활과 밀접히

기본방향 주요내용 최종목표

북한경제의
안정적 발전

▷

- 북한주민 이탈 방지책
마련
- 실거주자 우선권 부여
- 남한 투기세력 억제

▷ 실효성 있는 북한자산
관리기반 구축

시장경제에 적합한
효율성 및 형평성 제고

- 산업구조 개편 및 자산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사유화 조치
- 점진적-단계적 사유화

남북공동번영을 위한
기틀 마련

- 통일비용 절감 및 통일
편익 증대 지향
- 남북주민지지 및 균형
발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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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결되는 농경지 및 나지, 산업토지는 재국유화 후 점진적으로 사유화하

여야 한다. 국유지 및 일부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단계

적으로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설정을 하고 일정기간 매수자격을 현점유

자로 한정 하는 등 거래를 제한하는 방안과 토지소유상한제 도입 등도

검토되어야 한다. 이는 남한의 부동산 투기자금이 유입되어 지가를 상승

시키고 북한주민들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도 필요한 조치이다.

훼손된 산림과 자연환경의 회복을 위한 복구작업의 노력과 충분한 녹

지 공간 확보 등 친환경적 토지이용에 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

다. 종합적인 토지정보체계 구축은 남한에서도 효율적인 국토 활용을 위

하여 노력하고 있는 부분으로 많은 투자와 노력이 필요한 분야이다. 북

한토지정보체계가 제대로 구축된다면 북한토지 조사도 신속히 이루어지

고 통일한국의 발전도 빨라질 것이다.

가. 농경지

북한의 높은 농업비중, 농업인력의 고용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농경지

를 경작중인 북한주민에게 점유권을 인정하여 최소한의 생활여건을 보장

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 통일된 나라에서 남한지역은 사유재산권을 인

정하고 북한지역은 국유화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김

성욱, 2015) 농지에 대해서는 우선적인 사유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그러므로 북한주민의 농경지 취득 기회를 보장하고 재산형성의 기

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는 경자유전(耕者有田)103)의 원칙에 따라 현점

유자에게 장기 임대 후 농경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와 재

임차권을 주어야 한다.

협동농장의 경우 개인농장체제로의 급격한 변화는 농경지를 매입할 수

103) 헌법 제121조 제1항에서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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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만큼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북한주민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을 것이

예상되므로 북한 상황을 고려한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협동농

장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지분배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일임하

여 주고 분배과정에서의 부작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면서 분배 토

지 면적의 상한선을 정하여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유상으로 분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소량의 가축이나 농기구 등은 이를 실제 사용했거

나 사용할 예정인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무상 분배하여 주는 것이 실효성

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 농경지의 사유화로 발생되는 매각대금은

북한의 농업 생산성 및 농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토

지기금을 설립하여 관리하고 필요시 조성된 기금을 장기·저리로 북한주

민의 토지 구입자금으로 지원하여 주는 정책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나. 나지·산업토지

주거용 나지는 점진적으로 사유화를 추진하고 공공임대 주택을 위한

건설부지의 확보를 위해서는 일부지역은 국유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조건은 거주권이 인정된 북한주민에게 우선권을 부여

하고 일정기간이 지나야 양도나 상속이 가능하도록 한다. 상업 및 산업

시설용 토지는 건축시장 활성화와 국토개발 차원에서 매각을 통한 사유

화 조치가 필요하다. 북한의 국유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토지는 기업

과 연계하여 사유화를 진행한다. 국유기업이 가지고 있는 비업무용 산업

토지를 점진적으로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북한기업 및 종업원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보조금이나 시설비, 교육비 등의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2) 주택

통일 후 북한주민의 생활 안정화와 남한으로의 대량이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북한지역에 대한 주택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북한은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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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는 공부 등이 거의 부재하고 ‘부동산등기부’와 같은 제도가

없어 통일 후 사유화 정책이 신속이 진행될 수 없다. 따라서 북한 내 소

재하는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주택에 대한 사유

화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주의할 것은 남한이 농지개혁법을 제

헌헌법에 근거하여 시행한 것과 같이 특별법도 헌법적 근거에 기초하여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김성욱, 2014).

주택은 필연적으로 토지가 수반되어야 하므로 주택 사유화는 토지 사

유화와 직결된다. 북한의 모든 주택 및 부속토지는 재국유화하여 정부에

서 관리하는 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은 북한주

민을 대상으로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게 일정기간 임대 후 매입할 수

있도록 우선 매입권과 재임차권을 부여104)해야 한다. 장기거주자에게는

표준주택의 1인당 주거면적에 상응하는 소유지분을 분배하여 향후 주택

구입에 유리한 조건을 부여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 임대차계약 및 사

유화와 관련한 법규마련이 필요하다. 임대료는 주택의 수준과 북한주민

의 지불능력 등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처음에는 무상이나 보조금 지원을

통한 금융지원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경제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현실화를 추진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북한 지역의 등기부제도가 갖추어질

때까지는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권리

관계를 임시적으로 규정하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최임열, 2012). 공

동주택의 경우에는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으로 외부투

자자에게 개방하여 시설개발을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열악

한 북한 내 주택 시설의 개·보수 및 시설 현대화를 위해서는 투자자에

대한 조세감면, 재정지원 등이 필요하다.

체제전환으로 인한 북한주민의 사적 소유 개념 및 경제력 부족이 예상

되므로 주택 이용권 등에 대한 음성적 매매와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

여 철저한 관리체계와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 통일 후 도시지역과 산

104) 북한주민에게 소유권이나 임차권을 분배할 경우 제한 없는 평등보다는 정

치적 이유로 차별받아온 계층에 대하여는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의 특별한 조치와

배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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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단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주택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공임대주

택에 대한 확대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낙후된 주택단지에 대한 재개

발 시 실거주자에게 주거 이전비 지원이나 임시주택 제공 등의 조치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종래의 주택을 무상으로 취득하였다 하더

라도 건물의 노후화가 심한 경우 거주자 입장에서는 사유화의 의미가 없

으므로 북한주택의 사유화범위와 노후주택 지원 문제를 통합적인 관점에

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김성욱, 2014).

3) 기업

북한의 국유기업은 중공업 등 국가소유의 주요 공장과 협동단체 소유

의 중소공장이나 기업소 등을 포함한다. 북한기업에 대한 재산처리를 위

해서는 우선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물적 재산을 유형화하여 검토할 필요

가 있다(김성욱, 2011). 그리고 기업이 대규모인지 여부, 국가기간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그리고 남한산업의 구조와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

하여 향후 통일 한국의 발전에 부합될 수 있는 방향으로 북한산업의 재

산관리 및 사유화가 설계되어야 한다. 체제전환에 따른 북한경제의 자본

주의체제로의 빠른 적응과 체질 개선을 돕고 북한주민의 고용 창출을 통

한 사회적 안정 등을 도모하여 북한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북한기업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방식에 입각한 회계시스템 구축

과 기업경영이 이루어져야 하며 기업의 경영성과가 기업의 존립에 직결

될 수 있도록 사회주의 연성예산 제약105)을 경성예산제약으로 전환시켜

야 한다. 또한 북한기업에 대한 관리의 합리성과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

해서는 기업자산, 부채현황, 경영성과 등이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남

105) 연성 예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이란 사회주의 국가의 국영기업이

정부의 생산계획에 따라 생산한 후 적자 발생분을 정부가 보조하여 주는 형태

로 이러한 연성 예산제도 하에서는 적자기업도 지속적인 생존이 가능하므로 경

영혁신, 기술혁신, 품질혁신, 원가혁신을 소홀히 하게 된다. 비효율적인 경영이

지속되므로 사회주의체제의 붕괴 원인으로도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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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과 같이 국제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회계기준의 재무재표가 작성될

수 있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한편 북한기업에 대한 경영상태와 향후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

가하여 사유화 대상 기업, 구조조정 후 사유화 대상 기업, 청산 대상 기

업으로 분류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크다. 산업별로 경영계획, 예상 가능

수익, 종업원 고용 형태 및 수, 자구 노력 등이 반영된 사유화 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재무적·비재무적 요인과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기

업에 대한 사유화 가능성을 분류해야 한다. 기업의 성장성, 수익성, 생산

성, 안정성, 고용효과, 통일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정도 등을 감안하여 6

개 등급으로 분류하여 1·2등급은 사유화를 추진하고 3·4등급은 구조조정

후 사유화를 추진하고, 5·6등급은 청산한다(최이섭외, 2011).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대상 범위를 제한하고 필요시 기업을

분할하며 외부 자문회사를 적극 활용토록 한다. 구조조정의 방향은 기업

의 핵심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면서 재무구조를 건실화하고 수익성

과 기업가치가 제고되도록 자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사유화

때까지만 일시적으로 경영상의 애로점을 해결하는 소극적인 구조조정은

결국 투입된 재정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기업자체 인력으로는 구

조조정을 계획하고 실행, 감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회계법

인, 컨설팅사와 같은 외부자문회사로부터 수익상태 개선 방안이나 지원

프로그램 등을 지원 받도록 해야한다.

한편 대량실업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청산 대상 기업의 경우에

는 유예기간을 정하여 재활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한 해당 기업 종업

원들의 이직과 전직을 지원하는 등 실업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통일 정

부는 기업사유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신규대출, 부채탕감, 대출금 출

자전환, 원리금 상환 등 다양한 방식의 금융지원을 고려해야한다.



- 156 -

[표 5-11] 북한기업 사유화 대상 분류

출처 : 캠코(2011), 통일 후 북한지역 자산관리 방안 연구 표45 재구성, p.91

기업 사유화를 매입 주체에 따라 외적 사유화, 내적 사유화, 대중적 사

유화로 구분할 수 있는데 외적 사유화는 최고매입가로 입찰한 자에게 매

각하는 것으로 매각이익이 크고 사유화 절차가 간소한 장점이 있는 반면

가격책정이 곤란하고 허위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

내적 사유화란 기업 내 경영진이나 종업원들에게 매각하는 방식을 말

한다. 이 경우에는 우량기업을 사유화하는 경우 수월한 방식이라 할 수

있고 자발적인 참여 유도가 가능한 반면 외부 감독이 어렵고 적자 상태

인 기업의 경우에는 불리하고 정부 재정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

중적 사유화는 대중에게 바로 사유화증서를 무상으로 분배하여 주는 방

식과 투자기금이 일정기간 관리 후 무상으로 분배해주는 방식으로 나누

어 볼 수 있다. 사유화증서를 바로 배분하는 경우에는 사유화를 단기간

(6~12개월)에 완성할 수 있으나 정부세입이 없고 이를 감독하는 관리비

용이 크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기금이 관리 후 무상배분하는 경우에는 위

험을 최소화 하고 자본배분과 기업효율의 단기적 개선이 가능하나 사유

화가 장기화 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구분 기업 경영 상태 등 조치

1등급 안정적 경영, 재정상태 흑자 기업
사유화 추진

2등급 안정적 경영 및 재정상태 흑자 예상 기업

3등급 구조조정 후 회생 가능 기업
구조조정 후

사유화 추진
4등급 회생가능성은 있으나 장래성이 불투명한 기업

5등급 회생가능성이 의문시 되는 기업
청산

6등급 회생불능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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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2] 기업 사유화 방식 분류 및 장단점

가) 대형기업

북한의 연합기업소와 같은 대형기업은 시장경쟁력, 재무능력, 성장가능

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분할 또는 청산토록 한다. 통신, 에너지 등

국가 기간산업은 재국유화를 원칙으로 하고 남한의 동종 산업과 연계하

여 단계적으로 사유화를 추진한다. 북한의 경우 상대적으로 비철금속산

업이나 국방관련 산업은 기술력과 발전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 평가되므

로 국가적 차원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한편, 단기간내에 정확한

자산평가가 어렵고 외부 투자자에 의한 시가 조정, 대량 실업 등 북한

경제, 나아가 통일 한국 경제 전반에 미칠 파장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사유화 증서 분배방식도 고려해야 한다. 사유화증서 분배는 북한기업 종

사자의 기초자산 형성과 남한 및 외국인 투자자에 의한 소유집중 방지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자본가에 의한 소유집중 현상을

막기위해서는 사유화증서의 매매 허용을 금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

울러 사유화증서를 위탁하여 청약,배분,관리를 전담할 투자기금 설립의

검토도 필요하다.

구분 외적 사유화

대중적 사유화

내적 사유화
주식 무상분배

투자 기금 인수 후
무상 분배

내용
∙최고 매입가
매각

∙사유화증서
무상분배

∙일정기간
주식관리 후
무상분배

∙기업내
경영진 또는
종업원 에게
매각

장점
∙매각이익
∙실행절차
간소

∙기업의 자산
평가 문제 회피
∙단기간에 사유화
가능

∙자본배분 및 기업
효율의 단기적
개선 가능
∙위험 최소화

∙우량기업
사유화 수월
∙자발적 실행
가능

단점

∙가격책정
곤란
∙허위거래
가능

∙정부세입 없음
∙주주소득과 기업
실적 연계 불가
∙감독비용 과다

∙사유화 장기화

∙외부감독
불가
∙적자기업에
불리
∙정부 세입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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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소형 기업

중소규모의 공장, 기업소 등은 남한의 중소기업과 같은 사회적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종업원 300명 미만 중소형 규모의 공장, 상점, 호텔 등의

기업들은 입찰 및 공개매각 방식을 통하여 사유화를 추진한다. 중소형

기업은 대형기업에 비하여 거래 금액이 소액이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

도 다수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인수과정의 법적 절차를 간소화 할 필요성

이 있다. 특히 자본력이 부족한 대다수의 북한주민은 남한 주민(자본세

력)이나 또는 북한 암시장을 통하여 자본을 축적한 일부 북한주민에 비

하여 상대적으로 자본매각에 참여할 기회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보완마련이 필요하다(김성욱, 2011).

매각과정에서는 투자 및 고용보장 내용 등이 포함된 기업경영계획을

필수적으로 제출토록하고 최고가 입찰참여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투자자 유인을 위하여 세금감면이나 보조금 지원같은 유인책을

제시함과 동시에 매수 조건 불이행 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벌칙이 부과

될 수 있도록 한다. 동서독 통일시 서독의 대기업들이 전기, 가스, 항공

등 자신들과 동종 산업의 동독 기업들을 인수하여 독과점체제가 심화되

었고 이는 동서독 간의 사회·경제적 불균형의 주요 요인이 되었던 점을

인식해야 한다(유도진 외, 1998). 따라서 대기업의 독과점 방지를 위하여

남한의 중소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리의 구매자금 융자지원과 세

부담 완화 등을 통한 정책적인 유도가 필요할것으로 보인다. 해외로의

대량자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1차 매각에는 매입자를 내국인 및 국

내기업으로 한정하고 외국인은 2차 매각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매각 규

정을 법제화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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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국유재산 관리를 위한 전담기구 운영 방안

1) 전담기구 설립 목적

북한 국유재산 관리를 전담할 기구는 북한 국유재산의 사유화를 통하

여 자산관리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북한에

정착시켜 통일 한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 아울러 북

한주민의 생활 안정화와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한 단계적·점진적 사유화

로 북한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고 재국유화를 통하여 북한 국유재

산의 통합관리를 실현하여 효율적인 경제체제를 구축토록 한다.

[그림 5-6] 북한 국유재산 관리 전담기구 운용 목표

출처 : 캠코(2011), 통일 후 북한지역 자산관리 방안 연구 재구성, p.96

2) 전담기구 주요 기능과 역할

가. 북한국유재산 사유화를 위한 재국유화

북한 국유재산관리 전담기구는 북한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내·외국

인의 대북 투자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현지 체제의 안정화를 위하여 북한

내 모든 국유재산에 대하여 재국유화를 시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재국

1단계 2단계 3단계 최종

∙북한 자산에
대한 실태 조사

∙북한자산의
재국유화

▷

∙자산의 통합관리

∙부분별/점진적
사유화

▷

∙사유화 및
국유화 완료

∙효율적 경제
체제구축

▷
∙ 통 일 한 국 의
지속 발전을 위한
경제적 토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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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화는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자본주의 시장체제로 전환하고 사유화를

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것임을 감안하여 최대한 신속히 업무를 처리하여

야 한다. 북한국유재산관리 전담기구는 소유권이 확실하게 판단되는 개

인재산을 제외한 일체의 북한 내 국유재산에 대하여 재국유화를 한 후

이를 자산 형태별로 국유화 및 사유화 할 대상을 분류하고 처리 및 관리

하여야 한다. 재국유화 자산 중 산림지, 산업, 수역, 특수토지, SOC 등

기타자산은 원칙적으로 국유화하여 관리하고 농경지, 주택, 기업은 자산의

특성과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단계적으로 사유화를 추진한다.

[그림 5-7] 자산 형태별 재국유화 및 사유화

출처 : 캠코(2011), 통일 후 북한지역 자산관리 방안 연구 재인용, p.98

나. 북한 국유재산의 사유화

북한국유재산관리 전담기구는 재국유화 후 국유재산으로 분류한 자산

을 제외한 부동산 및 기업 등에 대하여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사유화를

추진한다. 정부 재정부담의 최소화,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충격의 최소화,

관리 기간의 최소화를 통하여 자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토지 ⦊

재국유화

⦊ 농경지 ⦊ 사유화

⦊ 나지 ⦊
국유화

⦊ 산림지, 산업,

수역, 특수토지
⦊

주택 ⦊ ⦊ 주택 ⦊
사유화

기업 ⦊ ⦊ 기업 ⦊

기타 ⦊ ⦊ 기타 ⦊ 국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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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자산 유형과 원칙에 따라 사유화 대상을 선정하고 심의한다. 국

유지를 제외한 토지, 농경지, 주택 등의 부동산은 사유화를 먼저 시행하

고 기업의 경우에는 종업원 수, 기업 규모 등을 기준으로 대형기업 및

중소형기업으로 구분하여 사유화 하는데 정부지원으로 회생이 가능한 기

업에 대하여는 북한국유재산관리 전담기구의 주도하에 구조조정 후 사유

화를 추진한다.

다. 북한 국유재산 현황 등 실태 조사

통일이 되면 선행적으로 북한 국유재산에 대한 실태파악을 위하여 전

면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 국유재산에 대한 정확한 자산

평가와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도 정확한 실

태조사는 매우 중요하다. 다행히 북한은 재정부족 현상에 대한 해결방안

으로 부동산 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2006년부터 내각과 시, 군 등에서 전

담기구를 설치하여 북한지역에 대한 부동산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

사대상은 토지, 당과 군부대 산하기관, 기업, 금강산 등 특구지역, 외국인

투자기업, 건물면적 뿐만 아니라 내부 설비, 수목 숫자까지 포함되어 있

어 통일 후 실태조사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토지조사는 먼저 관련 지적공부를 분석하고 실사를 실시하는데 남한의

캠코와 같은 국유재산 관리 전문기관으로부터 현장 경험이 풍부한 조사

인력을 확보하고 GIS,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하여 정확하고 과학적인

조사를 시행한다.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실업률 해소를 위하여 현지 북

한주민을 채용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한다. 아울러 통일에 따른

북한주민들의 불안과 반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언론매체를 통한

꾸준하고 적극적인 홍보도 함께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조사결과는 남한

의 국유정보 시스템인 ‘dbrain’106)에 DB화하여 북한국유재산 종합정보시

106) ‘디브레인시스템’이란 국가수입 발생부터 예산 편성과 집행, 자금 이체, 국

유재산 관리, 회계 결산, 성과 관리 등 재정활동 전 과정이 이루어지는 통합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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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을 구축한다. 자산의 사용 목적, 소유형태, 사용현황, 누락 재산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자산 특성에 맞는 관리 정책 수립과 합리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한다. 국내외 투자 촉진과 투명한 사유화 정책의 집행을

위해서 동 자료를 온라인에 정보공개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그림 5-8] 북한국유재산관리 전담기구의 역할

북한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자산 재국유화 자산 사유화 자산실태조사 및 지적측량 관리·감독

북한국유재산관리 전담기구

라. 총괄 기획 및 감독 기능

북한국유재산관리 전담기구는 북한자산의 재국유화 및 사유화가 원활

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투기적

수요를 방지하고 실수요자에게 사유화될 수 있도록 감독하고 방향을 설

정하며 사유화 조건으로 제시한 투자자들의 활동 이행과 고용약속 준수

정정보시스템을 말한다. 한국은행·국세청·조달청 등 45개 기관과 연결되는 등 6

만5000여명의 중앙·지방 공무원이 접속해 일평균 약 47만 건, 연간 1억17만 건

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산하의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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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신속한 사유화 정책의 추진을 위해

서 투자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조치하

고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3) 전담기구 운영형태

가. 설립방안

북한국유재산관리 전담기구는 첫째, 남한의 국유재산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산하에 신규기관을 설치하는 방안, 두번째, 남한 정부의

각 부처 인력을 지원받아 임시기구로 설치하는 방안, 세번째는 남한에

있는 기존 조직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여 볼 수 있다. 각 방안에

대한 장·단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획재정부 산하에 북한국

유재산의 처리 및 관리를 전담할 기관을 새롭게 설립하는 방안이다. 현

행 정부조직법상 국유자산의 관리에 대한 총괄청은 기획재정부이므로 통

일 한국에서도 북한국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기획재정부에서 통할하는 것

이 합리적이다. 특화된 업무에 따른 전문성, 효율성과 집중관리가 용이하

고 자산관리의 일원화로 정부와의 원활한 업무협조 등이 큰 장점이다.

그러나 기관 신설에 따른 인력 및 재원 소모, 조직 신설 후 업무체계 정

비까지는 시행착오 등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통일 후 즉각적인

북한자산에 대한 관리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전담기구의 한시적

운영(임무 달성 후 청산)을 감안시 정부조직 내의 기구(관리청) 신설은

공무원의 고용 및 신분보장과 상충되는 문제점이 있다.

두 번째 유관부처 인력을 지원받아 임시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은 기획

재정부, 통일부, 국토해양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 및 산하기관으로부터

직원들을 파견받아 임시기구를 설치하는 것이다. 파견직원들은 임무가

완료되면 원소속으로 복귀하면 되므로 조직 설립에 따른 인사·고용문제

가 없고 비용도 절감된다. 부서 간 유기적 협조체제가 이루어진다면 해

당 부처 간 전문성과 건전한 경쟁으로 관리 효율성이 배가될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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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 그러나 만일 파견직원들이 융화되지 못하여 협조 체계가 이루어지

지 않고 부처 이기주의와 공명심으로 팀웍이 원할치 않게 되면 업무효율

성은 더욱 저하 될 우려가 있다. 배성열(2015)은 독일의 신탁청 사례를

보면 각 부처 파견인력은 토지현황 조사나 권리관계 확인 등을 위한 전

문인력이 부족하였고 전산·정보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하여 업무

처리가 지연되었으며 파견된 기관마다 기관이기주의가 작용하는 등 문제

점이 발생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세 번째 기존 조직을 활용하는 방안은 북한의 국유재산을 가장 잘 관

리 할 수 있는 남한 내 유사 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위탁기관이 가

지고 있는 인력, 업무 경험과 전문성, 시스템 등은 북한국유재산을 관리

하는데 소요되는 막대한 정부재정을 절감하고 단기간에 재국유화를 성공

적으로 수행하여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통일후 막대한 북한

의 국유재산관리 업무가 아무도 경험치 못한 미증유(未曾有)의 일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유사 경험을 가진 위탁기관이라 하더라도 효율성이 저

하될 가능성은 상존하며 기존 조직의 설립목적과 다른 업무수행은 조직

역량을 집중하는데 한계가 있다.

[표 5-13] 북한국유재산관리 전담기구 운영 방안 비교

설립 방안 내 용 장·단점

기획재정부(총괄청)
산하 기관 신설

정부감독하의 새로운
공공기관 신설

∙특화된 업무로 효율성 확보
∙집중적 관리 가능
∙초기 설립비용 부담

정부 유관 부처로 합동
구성

각 행정 부처 및 산하기관
파견직원으로 구성

∙비용절감, 관리 효율성
제고
∙부처간 이기주의, 비협조로
신속한 업무처리 곤란

기존 유사 업무 수행
기관을 활용

기존 정부 산하 기관에
업무 이관

∙행정적·경제적 효율성
확보
∙기구확대로 인한 업무 효율성
저하 가능
∙기존 고유업무에 대한 소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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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과 시스

템을 갖춘 기획재정부 산하의 전담기구 설립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보인다. 자산관리 전담기구로서의 운영목표,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최

적안을 살펴보면 관리 전문성 및 효율성, 집중관리, 공공성 확보, 업무

일관성 유지, 환경변화 대응능력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방안은 남한 국

유재산 총괄 부처인 기획재정부 산하의 신규 기관 설립이다. 이 방안은

기존 조직 활용, 업무일관성 유지, 집중관리 효과 등을 고려시 비교적 다

른 방안에 비하여 우월하다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북한국유재산관리의

업무 범위와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전문인력과 시스템을

갖춘 기획재정부 산하의 새로운 독립 기관 설립을 전담기구 설치의 기본

원칙으로 정한다.

한편 독립적인 전담기구를 설치할 경우 조직 신설에 따른 문제점과 효

과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설

립 초기에 예상되는 업무공백에 따른 혼란, 비용, 행정력 중복 및 낭비,

사무 공간 및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서는 기존의 국유재산관리 전담기구

를 최대한 활용하고 관련 정부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활발한 정보·인

적교류를 통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제고하여야 한다.

나. 기구형태 및 운영기간

국유재산관리를 순수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국가는 없고 모두 국

가가 주도하는 체계를 취하면서 업무 효율성 및 전략적 업무추진을 위하

여 공기업을 활용하는 사례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설되는 북한국유재

산관리 전담기구의 설립형태는 공공성, 준행정기구 성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 산하의 공단 형태가 바람직하다.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특수

법인의 형태로는 ‘공사’와 ‘공단’이 대표적인데 국유재산관리업무는 경제

적 이익 창출보다는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준행정기관의 성격이 강한 공단 형태가 적합하다(한국

법제연구원, 2009).

전담기구가 북한의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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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과 기능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특수법인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나 현행「국유재산법」을 개정하여 전담기구

설치에 관한 조항을 명시하는 방법이 있다. 국유재산법을 개정하여 조항

을 명시하는 방법은 남북한 국유재산 관리를 하나의 법률에 명시하여 통

합관리한다는 장점은 있으나 현재 국유재산법 체계의 대대적인 개정이

뒷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 제정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등 타법의 대폭 개정 등을 수반하

지 않아 제정절차가 용이하고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으나 남한의 국

유재산과 북한의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이원화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통일 후 북한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남한의 국유재

산법을 북한국유재산관리에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특별법을 제정하여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향후 재국유화 및 사유화가 일

정 수준 이루어지고 북한 내 경제상황 등이 안정적 단계에 접어든 이후

에 남·북한 국유재산에 관한 법률 통합을 검토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5-14] 전담기구 설치 방안(공사vs공단) 비교

구 분 공사 공단

소유구조 ∙정부+민간 출자 형태 ∙100% 정부 출연

법인성격 ∙법인화된 공기업 ∙법인화된 행정기관

설립목적 ∙공공성과 이윤창출 ∙행정업무의 능률성·효율성 제고

업무관계 ∙일정 부문 독립적 경영 ∙특정사무의 수탁

주요특징

∙공공부문의 경제적 생산 목적의

공공기업 성격

∙인사와 재무 부분의 독립성은

공단보다 높음

∙대부분 자체 수익으로 비용 조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 업무 위임받아 수행

∙사실상 준행정기관의 성격이 강함

∙일반적으로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음

출처 : 국유재산관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법제연구원(2009), 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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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구의 운영기간은 장기적으로 관련 업무를 남한의 기존 유사 업

무 수행 기관(캠코,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토지주택

공사 등)에 이관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약 10년으로 설정한다. 총괄

청(기획재정부)은 재국유화, 사유화 업무의 진척 정도, 북한경제에 미칠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정부와 전문가 위원 등으로 구성된 가칭 ‘북한

국유재산 관리·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전담기구의 인력, 운영기간, 업무범

위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한다.

4) 전담기구 조직 및 지배 구조

북한 국유재산관리 전담기구를 공단형태로 설립하는 것을 전제로, 중

앙조직은 기능 및 업무특성에 따라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를 중심

으로 이사장, 국유화본부, 자산사유화본부, 조사본부, 경영지원본부, 자산

관리본부, 감사부로 구성한다. 그리고 북한의 행정구역, 인구,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평양, 개성, 신의주, 강계, 혜산, 함흥, 청진, 원산, 해주 등

9개 도시에 지사107)를 설치한다.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인력운영의

최소화를 위하여 직무특성 및 기능을 중심으로 부서 및 팀 조직 편제로

조직을 구성한다.

공단의 최고의사 결정기구 및 임원 등 지배구조 관련 사항은「공공기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하 공운법이라 함)을 적용하여 기관

장인 이사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가. 이사장 및 이사회 구성

이사장은 공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총괄하고 감독·관리에 책임을 진

다.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상임 및 비상임으로 구분하고 상임이사

107) 지사는 각 업무단위(팀)별로 국유화본부, 사유화본부, 조사본부와 관련한

현지 업무를 수행하며 경영지원본부에서 통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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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사 정수의 1/2미만으로 구성한다. 이사회는 공단의 핵심사안과 법

률에 의거한 주요 안건인 정관변경 및 내규의 제·개정,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예비비의 사용과 예산의 이월, 결산,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

분, 장기차입금의 차입, 사채의 발행 및 상환계획, 생산제품과 서비스의

판매가격, 잉여금의 처분, 다른 기업체에 대한 출자·출연·채무보증, 임원

의 보수 등에 대하여 결정한다.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의 선임절차는 공

운법에 따르는데 공단의 규모가 종업원 500명이상, 총수입액이 1천억원

이상이 될 것이 예상되므로 이사장과 감사는 대통령이 임명한다.

나. 본부별 주요 업무

국유화본부는 토지, 주택, 기업, SOC, 특별 자산 등에 대한 재국유화를

담당한다. 재국유화 자산 중 사유화 처리가 필요한 자산을 선별하여 사

유화본부로 해당 자산을 이관한다. 자산사유화본부는 북한 국유재산에

대한 사유화와 자산평가, 구조조정지원업무 조정․총괄, 기업자산 인수전

략 수립 및 상품개발, 구조조정자산 인수․정리․관리(임대 포함), 기업

개선채권, 특별채권 등 기업채권의 정리․관리, 주식의 전략적 매각, 부실

징후기업 경영진단 및 정상화지원 자문, 기업인수․합병 알선, 기업회생지

원 및 채무자 등에 대한 금융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한편, 300명 이

상의 대형기업은 본부에서, 300미만의 중소형기업은 지사108)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자산사유화 본부내에 부서를 만들어 기업자산과 그 외 자산으

로 분류하고 기업자산은 다시 중화학공업, 경공업 등 주요 산업별로 구

분하여 담당부서를 운영한다.

자산조사본부는 북한내 자산의 실태와 사용현황, 측량 등의 조사업무

와 북한경제, 산업, 금융, 법률 등을 연구한다. 각 지사에서는 현장 실사

108) 북한은 1직할시(평양), 2특별시(나선, 남포), 9도(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

황해남·북도, 강원도, 자강도, 양강도)로 구성(통계청,「2014 북한의 주요 통계지

표」, p.47-48 참조)되어 있으므로 전담기구의 본사는 평양에 두고 9개도에 각

지사를 두는 것으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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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수행한다. 재산권처리를 위하여 토지 및 각종 산업시설물의 재산

권에 대하여도 조사한다. 특히 장기간 독재·세습체제를 통하여 만들어진

천문학적 규모로 추정되는 북한정권의 해외 비자금 등 은닉자산, 인민군

자산, 노동당 및 핵심 간부 자산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므로

이를 전담할 자산조사본부내 특별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경영지원본부는 북한국유재산 관리 및 사유화에 대한 총괄적인 기획,

인사, 재무, 전산, 교육, 홍보 부문을 지원한다. 경영지원본부내 주요 부

서를 간략히 살펴보면 우선 본부 내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종합기획

부를 두어 중장기 경영목표 및 사업계획(업무계획․예산)의 수립 및 관

리, 조직ㆍ정원관리, 주요 사업․정책의 기획 및 조정․총괄, 기금 운용

계획 수립․조정ㆍ총괄, 국회 및 대정부 관련 업무 총괄, 이사회ㆍ경영회

의 등 주요회의 주관, 대외기관 질의, 본부(부점)간 업무 조정 등을 수행

한다. 인사부는 인사관리(노무관리 및 직무분석 포함), 인력개발, 북한 현

지 채용 인력에 대한 교육, 개인종합평가, 급여ㆍ후생, 임원추천위원회

및 임원 인사, 노사관계 업무 등을 수행한다. 총무부는 조달 및 관재, 각

종 행정업무(공공기관 정보공개, 행정정보 공동이용, 민원 총괄), 기록물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한다. 정보시스템부는 전산화 기획, 정보시스템 개발

ㆍ관리ㆍ운영, 홈페이지 전산시스템 관리, 정보보안, 공공정보 수집․관

리 총괄업무 등을 수행한다. 그 외에 법률자문, 소송, 규정해석 등을 담

당하는 법규부, 공단 업무를 소개하고 국내외 투자자를 모집하는 홍보부

등이 있다.

자산관리본부는 공공임대 아파트, 산업단지 임대 등 임대업무를 담당

하는 임대관리부, 보유 자산에 대한 시설관리, 보수 등을 담당하는 시설

관리부, 자산 매각 등을 위한 유동화 채권발행을 담당하는 자산유동화부,

공단 운영 자금 및 수입 등을 관리하는 자금부, 회계 및 결산 등을 담당

하는 회계부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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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북한국유재산관리 전담기구 조직도

이사회 이사장

감사

국 유 화   
본 부

자산사유화
본 부

자 산 조 사   
본 부

경영지원  
본 부

자산관리 
본 부

비 서 실 일 반    
토 지 부

일반토지  
사유화부

자산조사
1 부 종합기획부 임대관리부 감 사 부

특 수   
토 지 부

특수토지  
사유화부

자산조사  
2 부 인 사 부 시설관리부

주 택
자 산 1 부

주 택   
사유화부

자산조사  
3 부 총 무 부 자 산     

유동화부

주 택
자산 2부

기 업    
사유화1부 특수조사부 법 규 부 자 금 부

기 업   
자 산 1 부

기 업   
사유화2부 지리정보부 홍 보 부 회 계 부

기 업   
자 산 2 부

정보    
시스템부

평양지사 개성지사 신의주지사 강계지사 혜산지사 함흥지사 청진지사 원산지사 해주지사

5) 북한지역 국유재산 관리를 위한 단계별 정책

지금까지 살펴 본 북한지역 국유재산 관리 정책의 집행력확보와 일관

성 있는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준비단계(통일 이전) → 추진단계(통일)

→ 완성단계(통일 이후)로 나누어 단계별로 정책을 추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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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 북한지역 국유재산 관리 정책의 추진절차

통일 이전인 준비단계에서는 첫째, 북한지역 국유재산에 대한 종합적

인 연구가 필요하다. 사유화 방법·절차·시기뿐만 아니라 북한지역 토지·

주택·기업 현황 자료 수집 및 감정평가 방법, 남북한의 지적통합 방안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연구의 완성도 및 효율

성 확보를 위해 현재 각각의 연구기관 및 부처에서 별도로 진행하고 있

는 연구를 통합 할 수 있는 일원화된 연구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이를

통한 협업연구로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연구결과물이 도출 될 수 있으

며 중복연구도 사전에 방지 할 수 있다. 둘째, 관련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사유화 정책 및 조직 구축방안에 대한 사전 준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

다. 사유화 정책은 통일 이후 국토종합계획에 따른 SOC 건설, 몰수재산

처리 문제, 산업재배치 등 다양한 정책들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법무부·산업자원부·통일부 등 관련 중앙

부처를 중심으로 정책방향 수립 준비단계에서부터 공조 및 협업 체계를

준비단계

(통일이전)

추진단계

(통일)

완성단계

(통일이후)

∙일원화된연구체계확립

⇩

∙종합적인 연구 추진

⇩

∙사유화정책수립및관리

기구 설립 방안 검토

⇩

∙전문인력 확보 및 육성

▷

∙전담기구 설립
⇩

∙실태조사 실시
⇩

∙사유화정책 수립
⇩

∙국민적합의도출
⇩

∙사유화정책 확정
⇩

∙관련 법령 제정

⇩

∙사유화 집행

(재국유화→점진적 사유화)

▷

∙사유화 이후 관리

(전매제한 등 활용)

⇩

∙사회적 안정성 확보

⇩

∙남북한 통일된 조세
제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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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하여 사유화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셋째, 전문인력을 확

보하고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독일

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통일 초기 독일은 사유화를 담당 할 전문인력

부족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통일 이전 준비단계에서

사유화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육성하

여야 한다. 전문인력 육성은 현재 국유재산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공공기

관 인원들을 대상으로 우선 진행하되, 북한이탈주민 및 관련분야 공무원

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 단계인 추진단계에서는 조직 구축, 사유화 정책 확립 및 법령제

정 등 본격적인 사유화 정책을 실행하는 단계이다. 추진단계에서는 첫째,

북한지역 국유재산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우선적

으로 전담기구를 설립하여야 한다. 전담기구는 사유화 업무를 집행하고

관리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전문인력과 시스템을 통하여 정확한 재산평

가 및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신속하게 구축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전담기구의 실태조사 자료를 근거로 사용목적, 소유형태, 사용현황 등을

분석하여 사유화 기본정책방향을 확정하여야 한다. 또한 사유화 프로그

램을 설계하고, 사유화 집행·관리 등을 위해 사유화를 위한 특별법 등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야 한다. 셋째, 사유화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최소

화하기 위해서는 사유화 정책을 확정하기에 앞서서 국민적 합의가 필요

하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관련 전문가 및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공개 공청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정부의 사유화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면서 관련 전문가와 일반국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

하여야 한다. 넷째, 국민적 합의를 통해 확정된 사유화 정책과 제정된 관

련 법률에 따라 전담기구는 북한지역 국유재산을 재국유화 후 국유재산

으로 분류한 재산을 제외한 부동산 및 기업 등에 대하여 점진적으로 단

계적으로 사유화를 실행하여야 한다. 즉 산림지, 수역토지, 특수토지는

국유화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히 직결되는 농경지 및 나지, 산업토지는 국

유화 후 점진적으로 사유화하여야 한다. 기업은 대형기업·중소형기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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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류하여 구조조정 후 사유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통일 이후 사유화가 완료된 완성단계에서는 사유화 이후의 관리가 필

요하다. 부동산 투기 억제 및 북한주민들의 기초자산 형성을 위해 부동

산 취득은 일정기간 북한주민으로 한정하고, 전매제한, 토지거래허가제,

주택거래허가제 등을 활용하여 시사차익에 따른 투기를 근절 할 수 있도

록 하는 제도 등을 북한지역에도 도입하여야 한다. 또한 남북한 통합된

과세제도 수립을 위한 조세제도를 북한지역에 확립하여 할 것이다. 이상

의 내용을 도식화 하면 [그림 5-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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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통일대비 핵심 정책과제 대부분은 북한지역 국유재산관리와 연관성이

매우 높다. 통일 이후 시장경제 체제로의 안정적 전환, 북한지역 경제 효

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국공유 및 사유재산권 정립은 필수적이다. 재산권

확립은 경제적 논리뿐만 아니라 법․정치적 판단과도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이므로 체계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즉 남북한 균형발전과 신속

한 사회 안정을 실현하고 통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북한지역의 국

유재산에 관한 효율적인 관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특히 체계적이고

실효성 높은 북한지역 국유재산관리는 시장경제체제 전환, 북한경제 재

건, 통일재원 확보 등에 크게 기여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인식하에 본

논문의 목적은 남한정부 주도의 평화적인 흡수통일을 전제로 통일 이후

북한의 국유재산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소유권 재편 방안 마련에

있다. 이를 위해 체제전환국가 및 미군정 시기의 역사적 사례 분석을 통

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통일독일 및 사회주의 체제전환 과정 국가들

의 경험사례는 통일한국의 재산권문제 및 관리정책을 수립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 할 수 있으며,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계기를 마

련해 줄 수 있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남·북한은 분단 이래 극단적으로 상이한 소유권제도를 채택·운용해 왔

다. 우선 토지는 가장 근원적인 생산수단이다. 그러므로 토지소유제도의

통합은 통일의 완성을 위한 기본전제라 할 것이다. 따라서 통일 직후 몰

수토지에 대한 원소유권 문제 해결은 북한 국유재산의 소유권재편을 위

한 핵심적인 사안으로 사전대책 및 해결방안강구가 우선적이며 필수적이

다. 체제전환국가들 중 독일은 원소유자 반환 및 보상방식을 철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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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며 사유재산권 보호에 가장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반환소송의 급

증과 보상재원 마련으로 인한 경제적· 행정적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점을

나타내었다. 독일을 제외한 다수의 동구권국가들은 신속한 자산 사유화

방안으로 사유화증서 등을 통한 무상 또는 저가 분배를 시행하였다.

한편, 미군정청은 부족한 민간자본 확충을 위해 유상분배 방식을 채택

함으로써 동구권국가들의 구소유자 반환·보상원칙 및 무상분배 원칙과

차별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몰수재산의 처리는 통일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조속한 시장경제체제의

기반구축 및 북한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기본방침 하에 북한주민

들이 단기간 내에 자신들의 기초자산을 형성·축적하게 함으로써 생활안

정을 도모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즉, 통일 후 북한의 국유재산

에 대한 사유화문제는 각 방안들의 장단점, 통일목적, 북한 주민들의 생

활 안정, 북한지역의 신속한 재건 및 경제통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경우 구소유자 반환, 보상, 재국유화 방안 중 재국유화를 통한 사유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구소유자 반환 또는

보상방식은 헌법이나 법률 등 사회정의 원칙에 충실한 이상적인 방안이

라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독일이나 다른 체제전환국가와는 달리 북

한은 원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문서나 이를 확인해 줄 수

있는 대안이나 방법이 거의 부재하고 당사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재산가

치 평가 기준 마련도 어렵기 때문이다. 현점유자와 구소유권을 주장하는

자와의 사회적 갈등, 이로 인한 소송과 투자 및 개발 지연, 부동산 가격

폭등 및 부의 편중으로 인한 소득 양극화, 많은 행정력 투입 등 천문학

적인 사회적·재정적 비용을 고려한다면 재국유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판단된다.

산림지, 수역토지, 특수토지는 국가소유로 귀속시키고 주민생활과 밀접

히 직결되는 농경지 및 나지, 산업토지는 국유화 후 점진적으로 사유화

하여야 한다. 국유지 및 일부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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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으로 토지 거래 허가지역으로 설정을 하고 일정기간 매수자격을 현

점유자로 한정하는 등 거래를 제한하는 방안과 토지소유상한제 도입 등

도 검토되어야 한다. 북한의 높은 농업비중, 농업인력의 고용 안정성 등

을 고려하여 농경지를 경작중인 북한주민에게 점유권을 인정하여 최소한

의 생활여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특히 협동농장의 경우 개인농장체제로

의 급격한 변화는 농경지를 매입할 수 있을 만큼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북한주민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을 것이 예상되므로 북한 상황을 고려한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협동농장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지분

배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일임하여 주고 분배과정에서의 부작용

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면서 분배 토지 면적의 상한선을 정하여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유상으로 분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주택 사

유화는 토지 사유화와 직결된다. 북한의 모든 주택 및 부속토지는 재국

유화하여 정부에서 관리하는 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

다. 주택은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게 일정기간 임

대 후 매입하는 우선 매입권과 재임차권을 부여해야 한다. 북한기업에

대한 경영상태와 향후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유화 대상

기업, 구조조정 후 사유화 대상 기업, 청산 대상 기업으로 분류하여 관리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산업별로 경영계획, 예상 가능 수익, 종업원 고

용 형태 및 수, 자구 노력 등이 반영된 사유화 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재

무적·비재무적 요인과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기업에 대한 사유

화 가능성을 분류해야 한다. 기업의 성장성, 수익성, 생산성, 안정성, 고

용효과, 통일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정도 등을 감안하여 6개 등급으로

분류하여 1·2등급은 사유화를 추진하고 3·4등급은 구조조정 후 사유화를

추진하고, 5·6등급은 청산한다. 또한 북한의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는 경

제·사회적 논란을 확대시키는 급격한 사유화보다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사유화 과정과 일관성 있는 정책의 시행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

다. 아울러 일관성 있는 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정책에 관한 국민여론

과 관련 제도, 이익집단의 주장 등 제반 환경 요인에 대한 관리에도 주

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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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과 시스

템을 갖춘 기획재정부 산하의 전담기구 설립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보인다. 자산관리 전담기구로서의 운영목표,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최

적안을 살펴보면 관리 전문성 및 효율성, 집중관리, 공공성 확보, 업무

일관성 유지, 환경변화 대응능력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방안은 남한 국

유재산 총괄 부처인 기획재정부 산하의 신규 기관 설립이다. 이 방안은

남한내 기존 기관(조직) 활용이나 정부 유관부처 간 임시기구 설립 방안

등에 비하여 비교적 우월하다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북한국유재산관리의

업무 범위와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전문인력과 시스템을

갖춘 기획재정부 산하의 새로운 독립 기관 설립을 전담기구 설치의 기본

원칙으로 정한다. 한편 독립적인 전담기구를 설치할 경우 조직 신설에

따른 문제점과 효과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참여

하여 한다. 설립 초기에 예상되는 업무공백에 따른 혼란, 비용, 행정력

중복 및 낭비, 사무 공간 및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서는 기존의 국유재

산관리 전담기구를 최대한 활용하고 관련 정부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활발한 정보·인적교류를 통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 및 제고하여야

한다.

신설되는 북한국유재산관리 전담기구의 설립형태는 수행업무의 한시

성, 공공성, 준행정기구 성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 산하의 공단 형

태가 바람직하다.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특수법인의 형태로는 ‘공사’와 ‘공

단’이 대표적인데 국유재산관리업무는 경제적 이익 창출보다는 국가로부

터 위임받은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준행정기관의

성격이 강한 공단 형태가 적합하다. 통일 후 북한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

한다면 남한의 국유재산법을 북한국유재산관리에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

으로 어렵다. 따라서 특별법을 제정하여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향후 국유

화 및 사유화가 일정 수준 이루어지고 북한 내 경제상황 등이 안정적 단

계에 접어든 이후에 남·북한 국유재산에 관한 법률 통합을 검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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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전담기구의 운영기간은 장기적으로

관련 업무를 남한의 기존 유사 업무 수행 기관(캠코,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이관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

하여 약 10년으로 설정한다. 총괄청(기획재정부)은 재국유화, 사유화 업

무의 진척 정도, 북한경제에 미칠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정부와 전문

가 위원 등으로 구성된 가칭 ‘북한국유재산 관리·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전담기구의 인력, 운영기간, 업무범위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본 논문에서 논의한 북한 국유재산 사유화 방안은 통일 한국

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적 과제로 통일이전에 우리헌법이 지향하

는 보편적 가치를 중심으로 국민적인 합의기반 조성 및 공감대 형성 전

제되어야 할 것이다.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통일과 관련된 헌법 등 법률적 논쟁, 체제전환 국가들의 사

례와 북한의 소유권 및 경제 상황, 그리고 토지, 주택, 기업 등 국유재산

현황을 살펴본 후 남한의 국유재산 관리 체계에 관한 분석을 토대로 통

일 후 북한국유재산을 전담할 기구의 설립 방안을 도출해 보았다. 그러

나 북한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양질의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없어 연구자료를 주로 기존 문헌이나 국책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의

존하는 등 분석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북한국유재산 관리 및 사유

화와 연관되어 파생되는 주제와 분야가 많고 다양한 관계로 연구가 세부

적으로 논의되지 못하였고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될 당사자인 북한주민들

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통일이 되면 남한과 같이 북한에도 시장경제체제가 도입될 것이고 상

당기간 북한에 혼란과 갈등이 발생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따라서 사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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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체제전환을 위한 시장화와 민주화, 남북간의 정치·사회·문화적 갈등을

지혜롭게 풀어 나갈 수 있는 보다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통일은 국

가나 특정 집단의 몫이나 문제가 아닌 바로 내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영

향을 미치는 개인적 문제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통일에 대한 관

심과 연구는 남한의 정치적 환경과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중국·러시아·

일본 등의 국제정세와 이해관계에 따라 변화되고 달라지므로 심층적인

조사·연구 활동이 공공기관과 민간 기구의 유기적 협업을 통하여 지속적

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환경조성 마련이 필요하다.

통일 후 북한의 체제전환과정에서 오는 혼란과 시행착오, 재정부담 등

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북한국유재산 관리와 사유화를 위한 통일헌법

마련 등 세밀한 정책과 선제적인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본 연구주제와

관련하여서는 북한 국유재산을 재국유화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처분할 수

있는「통일한국 국유재산법」마련을 위한 검토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연구분야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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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very difficult to accurately predict and prepare for the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problems that may arise after unification in the

sense that unification is a fact of the future that we have not

experienced.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related to the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is the development of un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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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through the reconstruction of the economy in North Korea.

Effective management and treatment of state-owned property owned

by North Korea is very important in laying the foundation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of the economy in North Korea. We

know that the Eastern bloc countries, including Germany, have

experienced many difficulties and trial and error in the process of the

collapse of the socialist system and the transformation into the

capitalist system. In particular, the issue of privatization of land,

housing, and industrial property in North Korea will be an important

agenda in order to minimize the agitation and confusion of the North

Korean people after unification and to change and to develop.

In this context, this study analyzes the cases of Germany, China,

Russia, Eastern Europe transformation regime and the US Military

Government and suggests minimizes ways to economic and social

conflicts and confusion caused by struggles on ownership of national

property. In addition, we examined the most efficient asset

management plan for North Korean property after unification and the

agency to manage it efficiently for real economic integration and

unification of Korea.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firstly, considering the stability

of life of North Koreans, rapid reconstruction of North Korea and

economic integration, the privatization of North Korean state after

unification is considered to be the most realistic and reasonable. The

method of returning land or compensating the previous owner is an

ideal way to be faithful to the social justice principle. However,

considering the difficulty of identifying the original owner, delays in

development and investment due to return lawsuits, and astronom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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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burden, it is less likely.

Second, in order to manage the assets of North Korean property, the

right of possession, long-term lease, or priority purchase right should

be given to the people considering the high agricultural share of

North Korea and the employment stability of agricultural workers. To

minimize the side effects of the distribution process, ensuring

minimum living conditions and allocating a certain amount of stake to

growers is required. In the case of housing, in order to stabilize the

lives of North Koreans and to prevent mass migration to South

Korea, it is necessary to give lease and preferential right of purchase

to the residents. In addition, rents should be provided free of charge

or give a subsidy in consideration of the ability to pay and the

economic situation, and realization should be implemented gradually.

In the case of corporate assets, restructuring and privatization should

be carried out in consideration of the management status and growth

potential of each industry as well as the employment status of the

South so as to minimize the impact of the mass unemployment of

North Koreans.

Third, in order to manage North Korea’s national property efficiently.

it is necessary to ensure the efficiency and consistency of the work,

the immediate response to environmental change, and the nature of

the quasi-administrative agency under the government that can

faithfully carry out the tasks entrusted by the state rather than

creating economic profi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uch a dedicated

agency.

On the other hand, this study may be limited in that it does not

discuss the research in detail because there are many topic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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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s to deal with North Korean national property management.

Nevertheless, we will look at concrete measures for the management

of North Korean state property and the establishment of agency

based on the document and overseas case studies of land

privatization, compensation methods, etc.

In order to minimize the confusion, trial and error, and financial

burden that results from the North Korean regime transformation

after the unifica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detailed policies and

preemptive system such as unified constitution for the management of

North Korean state property and privatization. In particular, there is a

need for in-depth research for the establishment of a "Unified Korea

National Property Law"

·································
keywords : Agency, Nationalproperty, Privatization, Transformation,

Unification

Student Number : 2016-2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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