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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011년 12월 3일 전면 개정된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은 개발방식과 절차, 관리기관

의 역할과 기능, 기업창설과 경제활동, 투자가와 기업에 대한 보호, 특혜, 분쟁해결

수단 등에 있어서 가장 발전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은 지금까지 제정된 

다른 특구법은 물론 2013년 제정된 경제개발구법과 비교하더라도 가장 구체적이고 

정비된 규범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라선경제무역지대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법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하여야 할 것

이다.

첫째, 라선경제무역지대에 적용되는 법규를 정합적으로 체계화해야 한다. 내용적

으로는 법, 규정, 세칙, 준칙에서 규정한 사항을 규범적 기준에 따라 구분하고 서로 

모순과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절차적으로는 법규의 제정에 있어서 투명

성과 예측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등 입법절차를 보완해야 한다.

둘째, 관리운영체계를 합리화해야 한다. 관리위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실질적

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중국과의 

국제적 협력을 위한 다양한 조치와도 부합할 수 있도록 법제를 정비해야 한다.

셋째, 투자가와 기업의 권리를 실효성 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채용, 보험가입 

등에 있어서 관련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 인원의 출입과 물자의 반출입에 있어서도 

신변안전과 신속한 절차규정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또한, 남한의 기업들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라선경제무역지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을 구체화해야 한다.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중재제도를 마련하고 최종적으

로 사법적 판단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다양한 분쟁

을 해결하는 전문적인 중재위원회의 구성, 행정소송절차의 구비, 별도의 재판소의 

설치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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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북한은 1991년 나진과 선봉 일대를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하고 1993년 라선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을 제정하였다. 2010년에는 라선시를 특별시로 지정하고 라선

경제무역지대법을 전면 개정하였다. 이 법은 2011년 12월 3일 다시 개정되었다. 

이것은 2010년 11월 북한과 중국이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2011년 5월 조중공동지도위원회 

계획분과위원회가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경제지대 공동개발 총계획 요강’을 

작성하여 북한과 중국이 그 접경지대를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한 것을 반영한 결과

로 판단된다. 북한과 중국은 2011년 6월 라선경제무역지대 법규제정과 관련한 

보충협정을 체결하였고, 2011년 3월 ‘라선경제무역지대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를 

위한 공동지도위원회 설립에 관한 합의서’를, 2012년 8월 ‘라선경제무역지대 관리

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각각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2012년 10월 

26일 북한과 중국은 공동으로 조중라선경제무역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다.1)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은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법과 함께 북한과 중국의 정부간 

협조지도체제, 경제지대의 공동관리체계, 개발경영체계라는 3단계의 개발협조모델

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북한이 처음으로 중국과 공동으로 또는 협의하여 만든 것

으로 평가된다.2) 특히,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외교부 및 상무부는 2015년 

3월 28일 공동으로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공동건설을 추진

하기 위한 비전과 행동”을 발표하였다. 이는 ‘一帶一路(One beilt, One road)’전략

으로 약칭되는데, 주변국가들과 함께 개방적, 포용적, 그리고 보편적 혜택의 지역

적 경제구조를 형성할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서 북한의 라선경제무역지대의 추진과

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3)

1) 강정남(김일성종합대학 법률대학 부교수), “라선경제무역지대법체계와 특징에 대하여”, 

제7회 두만강포럼 발표문(2014. 10. 11), 3면.
2) 조병호,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동향과 남북협력 연계 방안”, KDI 북한경제리뷰(2014. 9), 

47-50면.

주제어: 라선경제무역지대, 관리위원회, 외국기업의 투자보호, 분쟁해결수단, 경제

개발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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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선경제무역지대는 함경북도(동북부)에 위치한 약 470km2에 걸친 특수경제지대

로서 개성공업지구의 약 7배에 이르며, 황금평과 위화도의 약 20배 이상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이다. 라선경제무역지대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북한의 경제체제

는 물론 동북아의 안정과 남북관계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은 2002년 개성공업지구법을 제정한 이후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를 운영

하였으며, 2011년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법을 제정하였다. 특히, 2013년 5월 29일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하였으며, 신의주특수경제지대와 13개의 지방급 경제개발구를 

설치할 것을 발표하였다. 2015년 7월 현재까지 북한은 경제개발구 4개(만포, 압록

강, 혜산, 청진), 공업개발구 3개(위원, 흥남, 현동), 수출가공구 2개(와우도, 송림), 

농업개발구 2개(어랑, 북청), 관광개발구 2개(온성, 신평), 고도과학기술개발구 1개

(개성)를 포함하여 총 19개의 경제개발특구를 설치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최근에는 

중국 지린성 허룽(和龍)시가 중국 광성투자회사를 통해 북한 무봉국제관광특구 공동

개발에 참여해 투먼-온성 문화관광 합작구 건설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4) 

한편, 2015년 9월 19일 중국 연변대학교에서 개최된 제8차 두만강포럼에 참석한 

북한 김일성종합대학 교수는 현재 북한에는 모두 26개의 경제개발구가 창설되었

다고 발표하였다.5)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은 총 8개장 83개조, 부칙 2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은 

북한의 다른 특구법과 마찬가지로 기본, 개발, 관리, 기업창설과 활동 등으로 체계

화되어 있다. 다만, 이 법은 형식적인 측면에서 북한의 특구법 가운데 가장 많은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관세, 통화와 금융은 별도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특혜를 구체적으로 포함

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의 주요 특징을 북한이 가장 최근에 

제정한 경제개발구법과 비교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는 남북관계에서 적용되고 있는 개성공업지구법과 금강산관광지구의 경험을 토대

로 새롭게 제정된 금강산관광특구법을 참고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는 라선경제무

역지대법의 내용을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라선경제무역지대가 성공적으로 추진

될 수 있는 법제도적 과제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 任虎, “원벨트 원로드 전략의 국제법 기초에 대한 분석”, 제8회 두만강포럼 학술자료집

(2015. 9. 19), 15-16면.
4) 노컷뉴스(네이버 뉴스), 2015. 6. 24.자.
5) 백성일(김일성종합대학 법학부 부교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적 담보”, 제8회 두만강포럼 발표문(2015. 9. 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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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의 주요 특징

1. 규범체계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은 2011년 12월 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수

정보충되었는데, 경제무역지대에서의 경제활동에는 라선경제무역지대법과 그 시행

을 위한 규정, 세칙, 준칙을 적용한다. 라선시인민위원회가 시행세칙을 작성할 권

한을 가지며(제30조), 관리위원회가 준칙과 규약을 작성할 권한을 가진다(제27조).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은 그 내용이 외국과의 조약과 충돌할 경우에는 조약이 우선적

으로 적용되며, 경제무역지대 이외의 법규와 충돌할 경우에는 이 법규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제10조). 즉,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은 조약에 대해서는 후순위로 적용되지

만, 북한의 다른 법에 대해 특별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라선경제무역지대법에 대한 해석권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갖는다(부칙 제2조). 

현재 라선경제무역지대법 1개와 공업지구개발 및 경영규정 등 약 40개의 하위규정

이 제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2011년 12월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된 이후에 제정된 규정은 기업창설운영규정 등 10여 개와 기업창설운영규정 

시행세칙 등 세칙 3∼4개가 제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준칙과 규약에 대해

서는 알져진 바가 없다.6)

경제개발구법은 2013년 5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제정되었

는데, 경제개발구의 경제활동에는 경제개발구법과 그 시행규정, 세칙을 적용한다

(제9조). 도(직할시) 인민위원회가 시행세칙을 작성할 권한을 갖고(제34조 제2호), 

관리기관이 준칙과 규약을 작성할 권한을 갖는다(제36조 제1호, 제10호). 경제개발

구법은 라선경제무역지대,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 개성공업지구, 금강산국제관

광특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부칙 제2조). 현재 경제개발구법 1개와 경제개발구 창설

규정, 기업창설운영규정, 관리기관 운영규정 등 3개의 하위규정이 제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에서 법의 형식과 체계는 성문법을 중심으로 정립되어 있는데, 헌법 등에 

따르면 북한의 성문법의 형식은 국내법으로는 헌법, 부문법과 규정이 있고, 국제법

으로는 조약이 있다. 북한헌법은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직접 규정하지는 않고 있으

6)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북한의 규범체계에 대해서는 이효원, 통일법의 이해(박영사, 2014), 

120-1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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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헌법의 수정과 보충은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

회의에서만 가능하고, 헌법의 수정⋅보충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제97조). 한편, 부문법 등은 최고인민회의 또는 최고인민

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제정⋅수정⋅보충하며, 최고인민회의에서 제정 등을 할 경우

에는 참석한 대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제97조).

북한의 부문법은 일반부문법과 중요부문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들은 그 제정

의 주체와 절차에서 차이가 있다. 즉, 최고인민회의는 부문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할 수 있으며,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중요

부문법을 승인한다(제91조 제3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 제기된 새로운 부문법안과 규정안, 현행부문법과 규정의 수정⋅보충안을 심의

⋅채택하며, 이렇게 채택⋅실시하는 부문법 중 중요부문법에 대해서는 다음 번 최고

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제116조 제2호). 중요부문법에 대해서는 최고

인민회의는 단독으로 제정할 수 있으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고 반드시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부문법이 중요부문법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일반

부문법과 중요부문법의 효력에 대해서도 아무런 규정이 없다. 

북한은 1998년 헌법에서부터 법의 존재형식으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최고인민

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 제기된 새로운 부문법안, 규정안, 현행 

부문법과 규정의 수정⋅보충안을 심의, 채택하며, 헌법과 현행 부문법, 규정을 해석

한다(제116조 제2호, 제4호). 또한, 내각은 헌법과 부문법에 기초하여 국가관리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 또는 수정⋅보충한다(제125조 제2호). 따라서 규정은 북한법

의 성문법으로 부문법의 하위규범이라고 해석된다. 한편, 라선경제무역지대법과 

다른 특구법에서는 세칙, 준칙, 규약도 성문법의 존재형식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북한헌법은 국내의 성문법으로는 헌법, 부문법, 규정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서 

세칙, 준칙, 규약이 일반적인 법형식인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북한헌법은 국제법으로 조약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조약도 일반조약과 중요

조약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내각은 다른 나라와 조약을 체결할 수 있고(제125조 제11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내각이 체결한 조약을 비준 및 폐기할 수 있다(제116조 

제14호). 한편, 제103조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4.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약에 대한 비준 및 폐기권을 이원화하고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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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조약과 중요조약에 대한 구별기준과 그 효력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은 헌법에서 규정하는 법령형식을 고려하면 경제개발구법과 

마찬가지로 규범체계에 있어서 ‘부문법’에 해당하며, 기본적으로 동일한 규범체계

를 이루고 있다.7) 라선경제무역지대법과 경제개발구법은 모두 최고인민회의 상임

위원회 정령으로 수정⋅보충되거나 제정되었는데, 최고인민회의가 이들을 승인하

였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라선경제무역지대법과 경제개발구법이 

중요부분법인지 부문법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라선경제무역지대법과 경제개발구법

은 그 하위규정에 대해서는 제정주체를 직접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시행세칙은 

해당 인민위원회가, 준칙과 규약은 관리위원회 또는 관리기관이 각각 제정하는 것

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선경제무역지대법과 경제개발구법은 이러한 공통점이 있지만, 그 법의 형식과 

효력에 있어서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이 경제개발구법보다 구체적으로 체계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즉,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은 경제개발구법과 달리 경제활동

에 있어서 적용되는 법형식으로 법, 규정, 세칙 이외에도 준칙을 추가하고 있고, 

법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권자에 대해서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로 명확하게 규정

하고 있다. 또한, 외국의 조약이나 다른 법규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그 효력의 순위

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한편,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은 북한의 일반적인 법령도 

적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경제개발구법은 라선경제무역지대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라선경제무역지대법과 경제개발구

법은 서로 적용범위를 달리하는 부문법이라고 할 수 있다. 

라선경제무역지대법과 경제개발구법의 규범체계는 개성공업지구법과 금강산국

제관광특구법과도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개성공업지구법과 금강산국제관광

특구법에 따르면, 개성공업지구에서는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시행세칙을, 관리

위원회가 준칙을 각 제정하고,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서는 국제관광특구지도기관

이 시행세칙을 제정하고, 관리위원회는 법규를 제정할 권한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서는 해당 인민위원회를 관리주체에서 

제외하고 있고, 금강산국제관광특구의 관리위원회에는 집행기관의 성격만 부여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8)

7) 李春日, 조선경제특구 법규해석(李春日 박사와 강정남 교수의 화), 연변대학출판사(20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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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은 라선경제무역지대를 국제적인 중계수송, 무역 및 투자, 

금융, 관광, 봉사지역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북한은 라선경제

무역지대가 인접국들인 중국과 러시아와 육로와 해상으로 연결된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완벽한 기초를 갖춘 공업구, 물류망, 관광지를 개발하는 데 중심을 두고 

원자재공업, 기계제작공업, 첨단기술산업, 경공업, 봉사업, 현대고효율농업의 6대 

산업을 발전시킴으로써 점차 북한의 선진제조업기지, 동북아시아지역의 국제물류

중심, 지역적인 관광중심으로 건설할 것을 구상하였다고 밝히고 있다.9) 경제무역

지대는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이 관리위원회 또는 라선시인민위원회를 통해 

개발사업권승인증서를 발급한 개발기업이 개발계획에 따라 개발한다(제14조). 다만, 

투자당사자를 외국의 법인이나 개인, 경제조직, 그리고 북한 영역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로 제한하고 있다(제4조).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은 개발방식을 다양하게  

설정하고 있는데, 일정한 면적의 토지를 기업이 종합적으로 개발하고 경영하는 

방식, 기업에게 하부구조 및 공공시설의 건설과 관리, 경영권을 특별히 허가해주어 

개발하는 방식, 개발당사자들 사이에 합의한 방식 같은 여러 가지 방식을 허용하

고 있다(제13조). 개발기업에 대한 승인은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이 관리위원

회 또는 라선시인민위원회를 통하여 승인증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하며(제14조), 

개발을 위한 철거, 이설 등 작업은 그 일을 맡은 기관, 기업소가 행하고, 개발기업은 

그 이후에 개발공사에 착수한다(제21조).

경제개발구법은 관리소속에 따라 지방급 경제개발구와 중앙급 경제개발구로 구

분하여 관리하며(제3조), 개발구를 창설하는 실무사업은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

관이 통일적으로 담당한다(제4조). 경제개발구는 우선적으로 창설하는 것이 필요

한데, 외국의 투자가는 원칙적으로 자국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제13조). 

경제개발구의 창설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공포하며, 경제개발구의 창설승

인은 비상설국가심의위원회가 하고, 개발기업에 대한 승인은 중앙특수경제지도기

관이 한다(제17조, 제18조, 제21조).

경제개발구는 해당 경제개발구의 특성과 개발조건에 맞으며 나라의 경제발전에 

8) 북한의 경제특구의 관련 법령에 대한 비교는 신유정, “개성공업지구법의 개선 방향에 

관한 법적 고찰”, 헌법과 통일법, 제5호(2015. 5), 111-143면.
9) 리명숙(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 부교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특수경제지대의 

창설경위와 그 전망에 대한 연구”, 제7회 두만강포럼 발표문(2014. 10. 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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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바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개발방식을 정할 수 있으며(제23조), 북한의 

기관, 기업소, 단체도 승인을 받아 경제개발구를 개발할 수 있고, 외국 투자가와 함께 

개발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권을 출자할 수도 있다(제20조, 제26조). 

개발기업은 개발을 위한 건물과 부착물의 철거, 이설과 주민이주에 드는 비용은 물

론 하부구조와 공공시설의 건설도 부담해야 한다(제27조, 제28조). 북한이 경제개

발구법을 제정하고 독자적인 특구체계를 구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개성공단은 

남북한의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라선경제무

역지대 역시 중국과의 이견으로 진척을 보이지 못하게 된 것이 배경이라는 분석도 

있다.10)

라선경제무역지대는 그 개발방식을 다양화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라선경제무

역지대법은 다른 특구법들과는 달리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데, 이는 경제개발구에 있어서 그 특성과 개발조건에 맞고, 나라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것은 황금평지구는 개성공업지구와 같이 개발기업이 전체 면적의 토지를 임대받

아 종합적으로 개발하고 경영하는 방식으로 개발하도록 하고, 위화도지구는 개발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한 방식으로 개발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과 구별된다.11) 

라선경제무역지대의 개발방식을 다양화한 것은 그 대상지역이 넓고 중국과 러시아 

등 외국과 연계하여 개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경제개발구에 비하여 개발기업의 부담과 의무를 완화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개발

방식에 따라 개발업자의 의무가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은 투자당사자를 외국의 법인이나 개인, 경제조직, 그리고 

북한 영역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로 제한하고 있어 북한의 국내기업이 투자

하는 것을 예정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의 사업내용에 

‘경제무역지대에 투자할 국내기업의 선정’을 포함시키고 있어서 북한의 기업도 

투자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해석된다(제31조). 이에 비하여 경제개발구법은 

다른 나라의 투자가는 승인을 받아 경제개발구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고, 북한의 기관과 기업소도 승인을 받아 경제개발구를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

하고 있다(제20조).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경제개발구에 있어서는 개성공업지구에

10) 유현정, “북한의 경제개발구법에 대한 평가와 함의”, 북한법연구학회 동계학술발표자

료집(2013), 519-520면.
11) 李春日, 앞의 책, 39-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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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용되는 투자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12) 

3. 관리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은 라선경제무역지대의 관리운영을 위해 관리위원회를 구성

하는데, 이는 중앙경제특구지도기관과 라선시인민위원회의 지도와 방조를 받도록 

하고 있다(제8조, 제24조). 라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관리원칙으로는 관리위원회의 

독자성, 경제발전의 객관적 법칙, 그리고 시장원리의 준수를 채택하고 있다(제23조 

제2호, 제4호).13)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과 라선시인민위원회는 관리위원회의 

사업을 적극 도와주어야 할 의무를 가지며(제33조), 라선경제무역지대법에서 인정

하고 있는 기관 이외의 기관은 관리위원회의 사업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제8조).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은 경제무역지대에 투자할 국내기업의 선정과 

생산품의 지대 밖 국내판매의 협조를 사업내용에 포함하며(제31조), 기업의 대표들

이 포함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대의 관리운영과 기업경영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협의,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34조).

경제개발구법은 경제개발구에 대해서는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과 해당 도(직

할시)인민위원회의 지도와 방조를 받아 관리기관이 관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31조). 관리기관은 관리위원회 또는 관리사무소 등의 명칭으로 구성되며, 그 책

임자는 위원장 또는 소장이 된다(제35조). 그러나 관리기관은 도(직할시)인민위원

회에 의하여 조직되는 등 라선경제무역지대의 관리위원회보다 독립성이 약한 것으

로 판단된다. 경제개발구의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은 경제개발구의 세무관리를 

사업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제33조).

라선경제무역지대와 경제개발구는 황금⋅위화도지구와 마찬가지로 관리기관의 

상급기관으로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과 해당 인민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이는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특구에는 관리위원회의 상급기관으로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과 중앙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기관을 두고 있을 뿐, 해당 인민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있는 것과 중요한 차이점이다. 라선경제무역지대의 관리위원회는 

경제개발구 등 다른 특구에 비해 독립적인 지위를 부여받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은 관리위원회의 독자성을 경제무역지대에 대한 관리원칙으로 

규정하고, 이것은 개성공업지구법과 경제개발구법이 ‘지도기관-관리위원회’의 순서

12) 이점호, 북한특구전략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4), 178면.
13) 李春日, 앞의 책, 59-61면.



10   �서울대학교 法學� 제56권 제4호 (2015. 12.)

로 규정하는 것과 달리 ‘관리위원회-인민위원회-지도기관’의 순서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도 반영되어 있다. 

2010년에 제정된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은 라선시인민위원회를 집행기관으로 규정

하였으나, 북한과 중국이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경제지대 공동개발 총계획 요강 

(35)에서 공동개발관리위원회를 설립하여 공동관리하기로 한 것에 따라 관리위원

회에 대해 집행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한 것으로 판단된다.14) 하지만 개성공업

지구의 경우에는 개발업자가 추천하는 성원으로 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여 

관리위원회의 독자성을 보다 강화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그 독립성이 약하다고 

평가된다.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특구에는 관리위원회의 상급기관으로 중앙공업

지구지도기관과 중앙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기관을 두고 있을 뿐, 해당 인민위원

회를 설치하지 않아 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이 보다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4. 기업의 창설과 경제활동

가. 기업창설과 노력채용

라선경제무역지대는 1991년 북한이 처음으로 선포한 특수경제지대로서 2014년 

현재까지 중국, 러시아, 태국, 싱가포르 등 10여 개 나라의 100여 개 이상의 외국

투자기업들이 진출하였으며, 주로 상점, 식당, 호텔, 통신, 피복가공, 농토산물 및 

수산물가공수출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15) 라선경제무역지대에 기업을 창설하려

는 투자가는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등록된 기업은 법인으로서 지위를 

갖는다(제37조, 제38조). 투자가에게는 회사설립 등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

며, 토지이용, 노력채용, 세금납부, ‘시장진출’ 같은 분야에서 특혜적인 경제활동조

건을 보장하고 있다(제5조). 기업은 경영 및 관리질서와 생산계획, 판매계획, 재정

계획을 세울 권리, 노력채용, 노임기준과 지불형식, 생산물의 가격, 이윤의 분배방

안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권리를 가지며,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비법적인 간섭은 

할 수 없으며 법규에 정해지지 않은 비용을 징수하거나 의무를 지울 수 없도록 규

정하고 있다(제40조). 

다만, 노력채용에 있어서는 북한주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하며, 외국인을 채

용할 경우에는 라선시인민위원회 또는 관리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제49조). 기업

의 종업원에 대한 월노임최저기준은 라선시인민위원회와 관리위원회가 협의하여 

14) 李春日, 앞의 책, 70-76면.
15) 리명숙(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 부교수), 앞의 발표문, 5면.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의 특징과 개선 과제 / 李孝元  11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50조). 경제무역지대에서 외국인은 출입증명서를 가지고 사증 

없이 통행할 수 있으며, 우편, 전화 등 통신수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교육, 

문화, 의료 등 편리를 제공받는다(제75조, 제79조). 또한, 금지물자를 제외하고는 

물자의 자유로운 반출입이 보장되고, 인원과 운수수단의 출입, 그리고 물자의 반출

입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77조).

나. 기업의 경제활동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은 경제개발구 등 다른 특구에 비해 경제활동의 영역과 범위

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기업은 계약을 맺고 경제무역지대 밖의 영

역에서 경영활동에 필요한 원료, 자재, 물자를 구입하거나 생산한 제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북한의 기관, 기업소, 단체에 원료, 자재, 부분품의 위탁가공도 허용하

고 있다(제43조, 제48조). 기업은 경제무역지대에서 무역활동, 자연부원의 개발, 광

고사업도 할 수 있으며, 은행설립과 자금의 대부, 보험회사의 운영도 할 수 있다. 

다만, 보험에 대해서는 반드시 북한에 있는 보험회사의 보험에 들어야 하며, 의무

보험은 정해진 보험회사의 보험에 들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63조). 

또한, 경제무역지대에 들여왔던 재산, 취득한 재산과 소득을 제한 없이 반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특구와 달리 외화의 반출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

정을 두지 않고 있다(제65조). 이 법은 계약의 성실한 체결과 이행을 강조하고 있

는 것이 특징이다. 즉, 기업으로 하여금 계약을 중시하고 신용을 지키며,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당사자들은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서 평등과 호혜

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42조). 다만, 대중

필수품의 가격과 공공봉사요금에 대해서는 라선시인민위원회가 정하도록 하되, 손

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는 재정적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4조). 

다. 투자방식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은 투자당사자로 외국의 법인, 개인, 경제조직, 그리고 조선

동포로 제한하고 있으나, 투자방식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다

른 특구에서는 ‘단독 또는 공동’의 방식(개성공업지구, 금강산관광특구, 경제개발

구)이나 ‘직접 또는 간접’의 방식(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북한과 중국이 체결한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경제지대 공동개발총

계획 요강 (45)에서는 “기업은 자금, 현물자산, 무형자산으로 출자하여 단독, 합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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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창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단독기업과 합영기업의 방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 라선경제지대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총투자액의 대부분은 합작기업의 

형태이며, 외국인기업과 합영기업의 형태도 존재한다고 한다. 부분별로는 투자총

액의 68.5%가 봉사부분에, 27.2%가 생산부분에, 4.3%가 하부구조부문에 투자되었

다고 한다.16) 한편, 이 법은 투자가의 재산과 권리에 대해 자세하고 규정하고 

있다. 즉, 투자자의 재산, 소득, 권리를 보호하고, 재산을 국유화하거나 몰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회공공의 이익과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투자가의 재

산을 몰수하거나 일시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통지하고 ‘해당한 법적 절차

를 거치며’, 차별 없이 그 가치를 제때에 충분하고 효과적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제7조).

라. 투자자에 대한 특혜

경제개발구법은 기업의 창설과 경제활동에 대해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이 보장하

는 내용과 비슷하게 보장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투자자에 대한 경제활동과 특혜

가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다. 즉, 특혜적 경제활동조건에 시장진출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기업의 독자적인 결정권한도 허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라선경제

무역지대법이 규정하는 계약의 중시와 이행, 지대밖 기업과의 거래, 자연부원의 

개발허용, 광고사업, 은행의 설립, 자금의 대부와 보험 등에 대해서도 아무런 규정

을 두지 않고 있다. 또한, 노력채용에 있어서는 외국인을 채용할 경우에는 관리기

관과 협의하도록 하고(제41조), 기업의 종업원에 대한 월노임최저기준은 관리기관 

또는 해당 도(직할시)인민위원회와 협의하여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이 정하

도록 하고 있다(제42조).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이 규정하는 투자보장에 대한 내용

은 황금평⋅위화도경제무역지대법과 마찬가지로 북한이 2005년 중국과 체결한 

‘투자촉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에서 규정하는 투자보장수준과 유사하며, 이는 

북한이 중국의 자본유치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방증이라고 분석하는 견해도 

있다.17)

16) 최영옥(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 교수), “라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현 실태

와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 제7회 두만강포럼 발표문(2014. 10. 11), 3-4면.
17) 유욱⋅김병필, “북한의 특수경제지대법의 최근 동향과 평가: 라선경제무역지대법과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법을 중심으로”, 통일과 법률, 통권 제11호(2012), 1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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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쟁해결

라선경제무역지대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는 신소, 조정, 중재, 재판에 의해 

해결할 것을 규정하여 다른 특구와 달리 가장 다양한 분쟁해결수단을 제시하고 있다. 

기업 또는 개인은 관리위원회, 라선시인민위원회, 중앙경제특구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에 신소할 수 있으며, 신소를 받은 기관은 30일 안에 요해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제80조). 조정은 관리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이 분쟁당

사자들의 요구에 따라 행하며, 조정안은 분쟁당사자들이 수표함으로써 효력을 갖게 

된다(제81조). 

한편, 분쟁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경제무역지대에 설립된 북한 또는 외국의 국

제중재기관에 중재를 제기할 수도 있다(제82조). 이외에도 분쟁당사자들은 재판소

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도(직할시)재판소의 관할인 나선시 재판소에서 

관할할 것으로 판단된다.18) 특히, 다른 특구와 달리 행정소송에 의한 분쟁해결도 

예정하고 있다(제83조).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은 북한의 경제특구에 관한 법률 가운

데 가장 다양한 방식의 분쟁해결수단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과 절차에 대해

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북한에서 채택하지 않고 있는 행정소송에 

의한 분쟁해결도 법적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경제특구의 개발과정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제도화될 것인지가 주목된다. 

경제개발구법은 분쟁해결수단으로 신소, 조정, 중재, 재판을 규정하고 있는데, 라

선경제무역지대법과 약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신소를 제기할 기관에 해당 도

(직할시)인민위원회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며(제59조), 재판에 의한 분쟁해결에 

있어서는 해당 경제개발구를 관할하는 도(직할시)재판소인 평안북도 재판소 또는 

최고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행정소송에 의한 분쟁해결은 예

정하지 않고 있다(제62조).19)

18) 李春日, 앞의 책, 87면.
19) 남북한 상사분쟁해결수단에 대해서는 이효원, 남북교류 력의 규범체계(경인문화사, 2006), 

315-3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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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법제도의 개선 과제

1. 규범체계의 제도화

라선경제무역지대는 경제분야에서 특혜정책을 실시하는 경제특구로서 시장경제

질서를 대폭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라선경제무역지대에 진출하는 기업

의 입장에서는 경제무역지대의 운영에 대한 투명성, 예측가능성, 법적 안정성이 보

장되어야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제특구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도 

특혜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법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라선경제무역지

대의 개발과 관리, 기업운영 같은 경제활동에는 북한의 일반적인 법을 적용하지 

않고, 라선경제무역지대법, 규정, 세칙, 준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 법은 다른 특구

에 비해서 법규적용에 대해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경제무역지대의 법제도적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개선하고 보완할 필

요가 있다.

첫째, 법규의 내용과 적용을 정합적으로 체계화시켜야 한다. 라선경제무역지대

에 적용되는 법규의 규범력은 라선경제무역지대법, 규정, 세칙, 준칙의 순서로 상

하의 체계를 가진다고 판단된다. 기업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인민

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정령 또는 결정의 형식으로 제정하는 

법이나 규정에서 규정하고, 세칙이나 준칙은 이들 상위법의 위임을 받아 구체적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벌금 등과 같은 벌칙사항에 대해

서는 법이나 규정에서 최소한의 근거를 규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경제무역지대의 

법규가 적용되는 ‘경제활동’의 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하는데, 세칙 등 하위 법규에

서도 그 적용범위를 준수하여 북한의 일반적인 법규와 서로 모순되거나 충돌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관리위원회는 경제무역지대의 개발과 관리에 필요한 준칙뿐만 아니라 규약을 작

성할 권한을 갖는데, 이들의 관계나 규약의 법적 성격과 효력에 대해서도 분명하

게 확정해야 한다. 또한 경제무역지대의 경제활동에 적용되는 법규가 마련되지 않

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입법의 공백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충적인 내용을 규정

할 필요가 있다. 개성공업지구법의 경우에는 법규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중앙공업

지구지도기관과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9조), 

이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법규의 제정절차에 있어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강화해야 한다. 라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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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무역지대에 적용되는 법, 규정, 세칙, 준칙을 제정할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사전

에 일정한 기간 동안 입법안을 예고하고, 이해관계자인 개발기업, 입주기업의 의견

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

관, 라선시인민위원회는 물론 관리위원회도 해당 법규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의사

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관련 법규를 

제정하는 것과 함께 그 내용과 효력 등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알 수 있도록 신속

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선경제무역지대에 관한 규정, 세칙, 준칙, 규약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또한 종전에 발표되었던 라선경경제무역지대 가격규정 등은 모두 내각결정의 형식

으로 제정되었으나 최근에 제정된 기업창설운영규정 등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

회 결정으로 채택되어 종전의 규정이 실효된 것인지, 새로운 규정과 관계 등 법적 

성격과 효력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해외 기업들이 라선경제

무역지대에 안심하고 투자할 수가 없을 것이다.20)

2. 관리운영체계의 합리화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은 관리위원회의 독자성을 관리원칙으로 선언하고, 그 법에

서 인정하는 기관 이외에는 관리위원회의 사업에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등 

전반적으로 다른 특구에 비해 그 독자성을 강하게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라선경제

무역지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리위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으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첫째, 라선경제무역지대의 관리체계에 있어서 관리위원회의 상급기관인 중앙특

수경제지대지도기관과 라선시인민위원회의 권한분배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하위규

정을 통해 이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원산지관리기관 등 다양한 ‘해당 기관’과의 

협력범위와 승인요건 등이 보다 분명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은 

관리위원회의 독자성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이 

지도를 통해, 라선시인민위원회가 시행세칙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각각 관리위원회

에 간섭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상존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관리위원회의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 2013년 9월 12일 제정된 라선경제

무역지대 관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상무부위원장, 부

20) 한명섭, “라선경제무역지대의 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 제8회 두만강포럼 학술자

료집(2015. 9. 19), 62-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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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기장, 총회계사와 그 밖에 필요한 성원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위원장, 

상무부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은 라선시인민위원회가 임명 및 해임하도록 규정

하고 있어 관리위원회의 조직적 독립성이 약하다. 또한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은 기

업의 종업원에 대한 월노임최저기준에 대해서도 관리위원회는 라선시인민위원회

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라선시인민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게 된다. 북한과 중국은 관리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하고 있다

는 것을 고려하면 관리위원회와 라선시인민위원회의 협조가 필수적임에도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관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자율성과 독

립성을 보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금강산관광특구법에서 규정하고 있

는 것처럼 관리위원회에 자체적인 질서유지권을 부여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라선경제무역지대의 관리체계가 북한의 국내법은 물론 중국과의 국제적 

협력에도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은 관리위원회가 중앙경제

특구지도기관과 라선시인민위원회의 지도와 방조를 받아 경제무역지대를 관리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북한과 중국은 2010년 11월 중앙정부차원에서 ‘중조공

동개발과 공동관리 라선경제무역구 연합지도위원회’를 설립하고 라선경제무역지

대의 개발과 관리에 대한 기본원칙을 합의하였다. 이어 2011년 7월에는 북한의 라

선특별시와 중국의 길림성이 ‘공동개발과 공동관리 라선경제무역구 연합공작위원

회’를 설립하여 연합지도위원회의 지도 아래 라선시인민위원회와 길림성이 구체적

인 업무를 처리하기로 하였다.21) 

결국 북한과 중국이 공동으로 구성하는 관리위원회는 북한의 국내법인 라선경제

무역지대법에 따르면 중앙경제특구지도기관과 라선시인민위원회의 지도와 방조를 

받게 되고, 북한과 중국이 체결한 협정에 따르면 연합지도위원회와 연합공작위원

회의 지도를 받게 된다. 관리위원회가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의 적용에 있어서 중국과의 협력체제가 모순되거나 

충돌되지 않도록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3. 투자가와 경제활동의 안정적 보장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은 개발에서부터 경제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으로 

21) 卢靑錫, “조선중조 라선경제무역구 관리모델에 관한 연구”, 제8회 두만강포럼 학술자

료집(2015. 9. 19), 96-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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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가의 재산, 기업의 권리, 특혜를 보장하고 있다. 라선경제무역지대법에 나타난 

법제도의 문제점과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투자가와 기업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 라

선경제무역지대법은 경제활동조건보장의 원칙으로 시장진출 분야에서 투자가에게 

특혜적인 경제활동조건을 보장하고 있으며, 관리원칙으로 시장원리의 준수를 규정

하고 있다. 라선경제무역지대가 경제특구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질서를 대

폭 수용해야 할 것이므로 시장진출이나 시장원리의 준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내용과 절차를 자세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 라선경제무역지대의 기업은 노력채

용, 노임기준과 지불형식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라선시인

민위원회의 사업내용에 ‘지대의 개발과 기업활동에 필요한 노력보장’을 포함시키

고 있고, 종업원의 월노임최저기준에 대해서도 라선시인민위원회가 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어서 기업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22) 

개성공업지구의 경우에도 법과 노동규정에서 기업주가 노동자와 직접 채용계약

을 체결하고, 임금도 직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

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라선경제무역지대에서는 간접채용방식을 기본으로 채택

하고 있다고 평가된다.23) 따라서 노동규정을 비롯한 하위법규에서 노력채용과 노

임지급에 대해 기업의 권리가 실효적으로 보장되도록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규

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의무보험에 대해서 북한의 보험회사인 조선민족보험총회

사에 보험에 들어야 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24) 금강산관광특구법이 제31조에서 

“기업과 개인은 국제관광특구안에 설립된 공화국 또는 다른 나라 보험회사와 보험

에 들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참고하여 외국의 보험회사에도 보험을 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인원의 출입과 물자의 반출입에 대해 신속하고 편리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경제특구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인원과 물자의 안전하

고 신속한 출입⋅반출입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은 ‘공민’의 

신변안전과 인권을 보장하고, 외국인은 출입증명서를 가지고 사증 없이 통행할 수 

22) 李春日, 앞의 책, 114-116면.
23) 라선경제무역지대에는 북한의 일반법률도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2011년 

12월 수정⋅보충된 북한 외국인투자기업노동법은 제12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은 해당 

노동행정기관이 보장한 로력을 종업원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제14조는 “외국인투자

기업은 기업의 직업동맹조직과 로동계약을 맺고 리행해야 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24) 李春日, 앞의 책, 1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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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거주자 등에게 교육, 문화, 의료 등 편리를 제공한다. 물자의 자유로운 반

출입을 보장하고 인원과 운수수단의 출입, 그리고 물자의 반출입을 ‘신속하고 편

리하게’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외국인을 포함한 거주⋅

체류자의 신변안전이 확보되지는 않으며, 재산과 소득을 반출할 수 있도록 보장하

면서도 다른 특구와는 달리 외화의 반출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

다. 규정 등 하위법규에서 인원과 물자의 안전하고 신속한 왕래를 보장할 수 있는 

규정을 통해 보완해야 할 것이다.

셋째, 라선경제무역지대에 남한의 기업가도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

요가 있다.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은 투자당사자를 외국의 법인이나 개인, 경제조직, 

그리고 북한 영역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로 규정하고 있다. 개성공업지구법 

제3조가 “공업지구에는 남측 및 해외동포,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 경제조직들이 

투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라선경제무역지대에는 남한의 기

업가들이 투자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남한의 기업가는 남북교류협력

에 관한 법률과 북남경제협력법에 따라 라선경제무역지대에 투자를 하더라도 라선

경제무역지대법이 보장하는 투자활동의 특혜를 받을 수가 없다. 라선경제무역지대

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의 무대로도 활용되어야 할 것이

며, 북한도 남한의 기업가들이 투자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적도 있다.25) 따라

서 라선경제무역지대법 또는 하위규정에서 남한의 기업도 라선경제무역지대에 투

자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26)

4. 분쟁해결수단의 실효성 확보

라선경제무역지대는 경제특구로서 시장경제질서와 외국기업의 진출을 전제로 

하고 있어 경제활동에 있어서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분쟁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법적 수단을 마련하는 것은 기업에게 예

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가 된다. 라선경제무역지대의 분

쟁해결수단은 신소, 조정, 중재, 재판이 있으나, 이들은 모두 원칙적 규정에 그치고 

있고 법적 성격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어 현실적으로 유용한 분쟁해결수단으로 인

정하기는 어렵다.27) 특히, 2014년 12월 29일 제정된 라선경제무역지대 세금규정 

2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라진-선 자유경제무역지  투자 문답집

(평양: 1996), 45면.
26) 한명섭, 앞의 발표문, 70-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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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세칙은 제71조에서 “이 규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 있는 

자에게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형사법체계에 있어서 형

사적 책임은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라선시인민위원회가 제정하는 시행세칙

으로 형사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도 부합하지 않다. 따라

서 범죄와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상위규범인 라선경제무역지대법 또는 최고인민상

임위원회가 채택하는 하위규정에서 그 범죄행위의 태양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8)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은 분쟁해결수단으로 신소, 조정, 중재, 재판을 규정하고, 개

성공업지구법과 금강산관광특구법이 예정하고 있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를 규정하

지 않고 있으나, 이러한 협의방식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북한에서의 신소는 기관, 기업소, 단체 등에게 자기의 권리와 이익에 대한 침해를 

미리 막거나, 침해된 권리와 이익을 회복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에 불과하여 

최종적인 분쟁해결수단이 될 수 없다.29) 조정은 분쟁당사자들이 수용해야 유효할 

뿐만 아니라 현재 북한은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30) 중재는 당사자가 사전에 중재합의를 해야 하고, 중재판정에 대한 사

법적 판단이 필요하며, 재판은 북한 재판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 현재 북한의 사법제도의 제도와 운영현실로는 이러한 전

제를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평가된다.

라선경제무역지대는 국제적 경제특구라는 점을 고려하면, 분쟁해결수단으로서는 

중재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며,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사법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즉, 민사사건은 물론 조세, 노동, 

보험, 지적 재산권 등 전문분야의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위원회 등 중재기

27) 金香蘭, “중국자유무역구법제건설이 조선라선경제무역구에 대한 영향－상해자유무역

시험구를 참조 및 참고－”, 제8회 두만강포럼 학술자료집(2015. 9. 19), 60-61면.
28) 한명섭, 앞의 발표문, 72-73면.
29) 북한 신소청원법은 제2조에서 “신소는 자기의 권리와 이익에 대한 침해를 미리 막거

나, 침해된 권리와 이익을 회복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이며, …”라고, 제8조에서 

“공민이 자기의 의사와 요구가 담긴 신소청원을 하는 것은 국가의 주인으로서의 당연

한 권리이다. 공민은 정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 한 최고주권기관에 이르기까지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개별적 일군에게 신소청원을 할 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이름으

로도 신소청원을 할 수 있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30) 韓萬里⋅王軍有, “중조 라선경제무역구 투자분쟁해결도경에 관한 연구－중국투자권

익의 보호에 관해서도 논함－”, 제8회 두만강포럼 학술자료집(2015. 9. 19), 1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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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설치하거나 국제적 중재기관을 이용하되, 최종적으로는 사법적 기준에 따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중재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재판제도 역시 제3자로서 중립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보

장하고 재판규범의 기준도 명확하게 확립해야 할 것이다. 특히, 라선경제무역지대

법은 행정소송절차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소송을 제도화하고 경제

무역지대에 적용하는 구체적 절차도 입법화해야 한다.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법

은 제74조에서 “분쟁당사자들은 경제지대의 관할재판소 또는 경제지대에 설치된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경제지대에서의 행정소송절차는 따로 정한다”라

고 규정하여 경제지대의 관할재판소 이외에 경제지대에 재판소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라선경제무역지대의 경우에도 그 특수성을 재판에 

반영할 수 있도록 특별재판소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Ⅳ. 결    론

북한은 2000년 이후 경제회복을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으나, 사회주

의 계획경제에서 비롯되는 제도적 한계로 인하여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정치적 영역에서 사회주의를 유지하면서 경제적 개방을 통해 경제적 회생

과 발전을 추구하고 있지만, 중국과 베트남과 달리 전면적인 경제체제의 전환을 

시도하지는 않고 있다. 이것은 사회주의에 기반한 공산당 독재체제를 유지하면서

도 경제적 영역에서는 시장경제질서를 대폭 도입하여 경제체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과 베트남과는 달리 1인 독재체제를 세습하면서 정권의 안정적 유지를 

가장 우선시하는 북한의 정치체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라선경제무역지대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다양한 관점에

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첫째, 북한의 경제적 안정과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다. 

북한은 1980년대부터 외자도입을 통한 경제발전정책을 추진하였으나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라선경제무역지대의 성공적 운영은 무역이나 노임

을 통한 외화획득뿐만 기술개발, 고용증진, 시장확대, 내수진작 등 경제활성화를 

유발함으로써 북한이 경제적으로 안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둘째, 남북

한 사이에 있어서도 관계개선과 교류협력의 증진을 가져올 것이다. 현재 남북관계

는 정치군사적 이유로 개성공업지구를 제외하고는 교류협력이 거의 중단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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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선경제무역지대를 성공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시장경제질서를 확대하는 등 

경제체제의 다변화를 통해 경제발전의 초석을 마련하는 것이므로 남북관계에 있

어서도 다양한 형태의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확보될 수 있다. 

셋째, 국제사회의 안정과 화해를 도모할 수 있다. 라선경제무역지대는 중국을 비롯

하여 여러 나라의 기업이 진출하여 시장경제질서와 국제적 기준을 기초로 운영될 

것이므로 동북아의 평화는 물론 세계적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하지만 라선경제무역지대는 그 정치상황적 여건과 지리적 조건으로 인하여 중국과

의 협력과 공동개발이 그 성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라선경제무역지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제대로 실천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법제도는 정책을 실현하는 

가장 유용한 수단인데, 아무리 훌륭한 정책을 수립하더라도 이를 실천하는 법제도

가 없으면 그 정책은 무용한 것이 된다. 이와 동시에 법제도는 정책의 규범적 한

계를 설정하기도 하는데, 아무리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이 

허용하지 않는다면 실천할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라선경제무역지대의 법규범

을 모순과 충돌 없이 서로 정합을 이루도록 체계화하는 것은 라선경제무역지대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된다.

2011년 전면 개정된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은 지금까지 제정한 다른 특구법과 비

교할 때, 규범체계는 물론 관리위원회의 독자성 보장, 투자가와 기업에 대한 보호, 

특혜 등에 있어서 가장 발전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2013년 제정된 경제개발구

법에 비해서도 그 이전에 제정된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이 투자자 보호 등에서 훨씬 

더 발전된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라선경제무역지대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법규의 형식과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보완해

야 한다. 개성공업지구를 비롯하여 지금까지 운영해 온 다른 특구의 장단점과 경

험을 참고하여 현실적으로 필요하고 가능한 법제도를 구축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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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What Could Characterize

and Improve the Rason Special Economic Zone Act

in Relation to Other North Korean SEZ Acts

Lee, Hyowon*

31)

The Rason Special Economic Zone Act (the Rason Act), revised on December 3, 

2011, seems to be more detailed and better organized than ‘the Economic 

Development Zones Law (enacted in 2013)’ as well as past other special zone laws. 

Especially, the Rason Act is more advanced than the other special zone laws with 

regard to the development process and methods, the roles and functions of admin-

istrative organizations, establishment of enterprises and economic activities, protection 

of investors and enterprises, preferential treatments, and dispute resolution systems 

and so on. However, in order to invigorate the Rason Special Economic Zone (SEZ), 

the relevant legal system needs to be complemented and improved as follows.

First, the law and regulations governing the Rason SEZ should be organized based 

on its hierarchical structure, thereby ensuring coherence and consistency in legal 

norms. The contents of each category like laws, regulations, detailed enforcement 

regulations and rules need to be classified based on its normative standard so as 

not to cause conflicts and contradictions. In addition, to improve transparency and 

predictability in the process of enacting law and regulations it is required to com-

plement legislative procedure with prior announcement of legislation and the like.

Second, the administrative system itself should be rationalized. The autonomy and 

independence of the administrative board can be fostered by clearly specifying the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of the relevant organizations. Further, the legal system 

governing the Rason Special Economic Zone needs to be modified to promote the 

Chinese investors’ investment in the Rason SEZ.

* Professor, College of Law / School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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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d, the rules and regulations regarding labour contract should contain effective 

means for protecting the rights of foreign investors and enterprises. The relevant 

regulations on insurance enrollment should also allow foreign investors to get 

insurance from other than North Korean companies. In addition, there is a need for 

establishing speedy procedural rules and personal safety methods in bringing and 

taking personnel and goods in and out of the Zone. Furthermore, it is desirable to 

allow South Korean enterprises to be engaged in economic and trade activities 

within the Rason Zone.

Finally, the dispute settlement body and procedures in the Rason SEZ should be 

effectively improved to alleviate potential foreign investors’ concerns. Arbitration 

proceedings, as a more plausible tool for resolving the disputes, need to meet the 

relevant international standards. The dispute resolution process through judicial 

judgment is also necessary as a final recourse. Creation of professional arbitration 

committees and a special court, as well as establishment of administration proceedings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Keywords: Rason Special Economic Zone, Administrative Board, means for protect-

ing the rights of foreign investors and enterprises, means for settling 

various legal disputes, Special Economic Zone Laws in North 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