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법제와 거시경제정책의 이중성:
중국과 베트남 경제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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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U어 비교엉 경제영 구외경제 시징회 엄치

1. 들어가며
최근 화예 개혁올 단행한 복한 당국은 뒤이어 정제관련엉을 손보았다 조선중앙홍신에

따르연 작년 1 2월 16일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부흥산관리법， 울자소비기준법，
종합설비수입엉 등 경제관련 법흉을 새로 제정 공표하였다 또한 올해 1 월 14일자 ‘민주조

선은 로흥정량엉， 수충용원산지법의 채택 사실을 알표하였다 정항 논리에 따르연 동 법흉
들의 제정은 화예 개혁융 홍반한 거시경제정책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고， 재정을 확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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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문에 대한풍제룡 강화하기 위한 의도에서 출발하였다고 볼수 있다
북한은 사실 뻐5 년 10월 배급제 회귀 시도， 2006년 3월 개인댐긍지제， 2007 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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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이하 여성의 장사금지령， 112ω7년 1 2월 무역회사 재갱리‘ 2008년 11 월 시장 내 식량과공
산풍 딴매 긍지， 201011 1 월 종합시장올 농민시장형식의 10일장으로의 전환 둥 일련의 시장
통제등 진챙해왔다 이런 흐릅만올 주목한다연 북한 당국이 구 사회주의 저 제들의 일반적
인 세계 전환 파정에 비해 역챙하는 듯한 시장 용제을 시도하고 있고 이에 따라 북한의 여러
가지 엉 셰도블이 반시장적으로 재정비되고 있다는 정황흔 역시 사싱일 가능성이 높다
어쨌든 그런 정황흔 역시 북한의 거시 경제 갱책과 엉제 연화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된다
는 논거를 갖고 있다연， 이는북한 제저가 구식의 ‘전제정 이거나 ‘신정적 군사체제이지만은

않은 ‘법에 의한 홍치 '(rul e by lawfl，를 추구하고 있다는 절이 다른 주장에서 출발하고 있다
고 올 수 있다 이는 어떤 점에서는 북한 당국의 정책 연화를 엉제도로부터 유추하는 방엉

흔의 적실성올 농여 줄 수 있고 결과적으로 북한 연구의 방법적 다양성에 기여하게 휠 여지

가 있다는 정에서 고우적이다
。1 런 기대 하에서 본 연구는 l 차적으로 북한의 경제엉올 일별하고， 최근 북한의 법 제도
제， 개정의 성격과 방향을 중국， 에트남 경제법과 비교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툴 북한의 거
시경제정책 변화와 연결 짓고 그 망향과 성격을 추혼하여 법과 거시정책 간의 상호관계를
혜영히는 단초을 저 시한다면 본 연구는 또 다른 장기 과제에 도달 할 수 있는 초석응 마련
한다는 2차적 옥표에 정끈하였다고할 것이다

n,

동아시아 개혁 사회주의 체제에서의 법치와 정제법 3)

사회주의 제세 전환 과정에서 법의 지배는 거시경제정책과 밀접한 연관올 지니고 있다
1) 초기에 30 세 이하였으나곧이어 ""새로확대되었다고천혜진다

2) 잉현주의적 엽치(π[e of [aw)라연 권력 운립융 전제로 한 견제와 균형이 작동ß~는 에제용 의이한
다 그러나 당파 지도자의 인격적 직정적 홍치쯤 엽§의 의한 간정객 홍치와 영앵하려는중국이나

복한 같은국가들의 시도흘 이런 의이의 엉치라 부프기는 어엽다는 정애서 륙히 북한이 시도<1는
엉계화즙 빙애 의한 용차(rule

by

law)라고 개녕회힌다 이에 관한 중국의 논의는 후빼초(2002，

1 -35)용창조

3) 이하2-l장은 2008 년 용일부 용역 보고서인 r북한의 거시경제 운용체계 연구J에 성련 영부분융수
정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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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ffand St glitz 2004, 761) 사회주의 제제의 개혁 과정에서 법치의 윌→확실성이 지잔박탈
(asset str’ pping)현상을 부추기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다시 엄치의 정착을 방해하는 악순환
을 초래하곤 했기 때운이다 실제로 A싸화이후에는 안정회(잉a비 lizatio n)를 위해서 긴축적
홍화정책융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고이 ~H춘을 중심으로 하는 긴축적 홍화정책은 결
과적으로 엉지를 악화시키는 경향과 정합되어 나타나곤 했응이 사실이다 따라서 개혁 사
회주의 제제는 이행 과정에서 당에 의한 지애를 청산하고 입헌주의적 법지 제제로 전환하
고자 하지만， 제제 안정화를 위한 거시 정책이 역으로 영치의 존재 기반을 뒤혼드는 역설적
현상을초래하곤했다
용유럽국들은 동아시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치의 원칙으로 올아가는 것이 손쉬웠다 엉
치의 선풍이 잠재해 있었다는 이점과 경제 회복 과정에 주연국을이 제시한 제도적 인샌티
브가 작용하였다는 정 때문에， 이을 국가틀은 신속하게 영의 지배를 회복할 수 있었다 유
렁연합(EU)에의 조건부 가입이라든지，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정치 경제 안보적 보장，

비정부기구(N GO) 조직의 안정적 활동 등과 같은 죠건이 충족왼 것이 중요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웅구 사회주의 국가에서 엽의 지배는 엉치 국가 전용의 재현과 회귀 라는 방식을 띠
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툴 예기하고 급진적인 시장경제원칙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국유화
자산의급속한 재사유화법제화라는특성올지녔던것이다
반연 동아시아 개혁 사회주의들의 경우 ‘신 법제 건설 방식 을 띠고 엉치가 이루어지고 있
다 홍아시아에서는 서구적 의미의 볍지 경협이 없었던 관계로 과거 경험으로의 회귀 방식
에 의한 엉치가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엉지 제제로의 진화가 볼가피하다 동구와는 달리 제
제전환 과정도 접진적이고， 이녕적으로도 사회주의릎 포기하지 않고 있어 사회주의 시장경

제 라는 애매한 지향정을 설정하고 있다 이들의 엉지가 공산제제하에서 발전한 셰도와 신
규 엉룡 간의 상호 공존윤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진화태일 가능성이 농은 이유이다
예을 들어 중국의 법지회는 공산당의 지도틀 전제로 하는 의엉치국(κ1회읍댐) 개엉 하
에서 진행되고 있다 3권 분엽과 상호 견제를 엉률에 의해 실현하는 입헌주의적 법치와는

달리 당의 홍치를 영관에 의해 실현하려는 의엉치국을 지향하는 것이다 이는 엄j，1(ruJ e of
law)보다는 엉애 의힌 흉치 (ru1e by law) 제제를 의미한다(진영곤 2αμ， 279)

사실 동아시아 개혁 사회주의 국가 즉 중국과 베트남의 경제법의 경우 근본적으로는 사
회주의 법계의 플올 벗어나지 못한 상태이다 구소련의 엉제계를 상당부분 탈피하고 있는
씨 크벅(Cviι 2006, l l }용 상죠항 것 그는 동구의 영지융 기온적으로 회귀(the rood bηck 10 Ihe rule
oflaw)의 판점에서 정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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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사실이나 여전히 구소련의 법과 입법정협을 토대로 성립， 발전한 구엉 쩨계를 근간으
로 하고 있어 구소련법의 잔재가 여전히 관찰되고 있다 더구나 법학의 발전 정도가 일천하

고 각 법 부문을총광항 만한 기본적 엉령의 제정이 상대적으로 미비한 실정인 정은 이들 국
가들의 법제의 한계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 틀어 상법， 민 영， 회사엉 풍 각종 기온법들이
제정되고 있지만 기본법과 하위엉령과의 관제도 울영확하고 기온법마저도 수시로 개정되
고 있어 엉적 안정성이나 엉 체계 유지의 문져어 서 한계점이 노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제 관련 법규는 헌법의 정제 조항， 정제 사업 즉 민멍， 외국인 투자판련업
그리고 기타 경제행정 관련법을로 나누어 올 수 있다 。1 하에서는 이같은 순서에 의해 중국
과 에트남 그리고 북한의 정제멍을올 바 교 고장할 것이다

1 중국의경지업

중국은 본격적인 개혁 개방 헌엉인 82 년 헌엉 제껴1"블 중심으로 4차에 걸쳐 헌엄 수정을
진행하였다 82 년 헌법의 기본 정신은 정제반원앵혐半右) 정치반왜政1양左)의 관검 하
어 서 사회주의 호급단계흔의 기조릎 유지하는 내용이었다 93 년 2차 현행 헌법 수정안에
서 ‘공유제 기초위에서 계획경제블 실시한다”는 규정을 -사회주의 시장정제즐 실행한다 ”
호 수갱하여 비로소 계획경제 체제를 포기하고 사회주의시장경제흘 영기하였다 99년 3차
수갱안은 .개인정제， 사영경제 둥 비공유째 경제는 사회주의 시 장경제의 중요한 구성 부분
이다-라고 규정하여 사회주의 시장정계 기초상 개인정쩨와 사영경제가 사회주의 경제 질서

속에서 존재 발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82년 헌엉에셔 99년 개헌까지 총 17개 죠항의
개헌과정에서 정제관현 규정이 11 개iE을 차지하여， 이 시기 개헌에서 경제 규정의 연화가
압도적이었다 2뼈년 개정 시에는 3 개 대표혼을 국가의 지도이녕으로 규정하고 홍합소유

제를 정식화하였다 동 헌법에서는 -인민의 사유재산은 칭해받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퉁
시에 국가 볍융에 따라 사유재산올 수용하는 경우 보상의 제공용 의무화함으로써 사유재

산보호를영문화하였다
S) 49년 공동강령융 요태로 해셔 %년에 첫 헌엉이 제정되었고， 75 년얘 4인$ι이 주도하여 우산계급
톡재 하의 혜속혀영용 강죠하는 화정 헌엉으호 깨갱외었아 78년 화국옹 주도 헌엉얘 이어， 본격

척인 개혁 개양 이후인퉁소명 주도 현엉이 82 년에 제갱되었다 동 헌엉응 엉멍한 의미에서는 개갱
이지안 흉상객으포 제갱이라고 호갱되고 있다 이후 88 년， 93년， 99년， 2 뼈 년까지 4차예 부분 개
헌(수갱)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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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흉일적이고 종합적인 인엉선을 갖지 않고， 흉칙 (1986년 4월)안올 제정한 상태이

다 용칙은 양적으로는 인엉선보다 작고 총칙보다는 큰 정도로서 중국의 흉칙이란 우리 민

영쳐 제에서의 총칙 또는 흉칙과는 다른 의미이대박춘호 1988, 13) 완전한 민법전도 아니
고 민영총칙과도 다른 중간적인 성격으로 일반적인 민엉의 전흥적 잉멍형식과는 다른 특
유한 태도로서 장래에 민법선이 제정되연 홉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과도적 엉엉이다 엉활
의 규정이 없는 경우 국가정책올 법적 준거로 삼는다는 껑에서 사회주의 공엉적 요소를 지

니고 있어서 시장정제에 비해 사적 자치의 원칙이 약하다는 영가를 연하기 어렵다 ” 최근
(2007년 3 월 6일) 중국은 풍권영올 제정하여 인엉상 툴권제도를 공고히 하고 있다 동 법은

서당권， 유지권， 도급경영권 등을 인정하여 상대적으로 다양한 툴권제도플 규정하고 있다
블권법제정이후토지사용권의유상회f，사유권의법적보장，토지사용권당보제공과갇은
처분권의 확대 퉁 다양한울권적 요소가확장되고있다(김영규 2008 ， 165) ,7.

외국인 투자 관련 법제의 여러 입법 증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79년 중외합자경영기엉엉，
86 년 외자기업법， 88 년 중외합작경영기엉엉의 ‘삼자기업엉 이다 똥일성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고 기온업 보다는 각 성， 시 단위 사정에 따라 저리되는 경우가 않아 일팔적인 명가가 어
려운실정이다

기타 주요 경제업 중 노홍영”은 국가에 의한 노동배치지l을 전연적 g로 예지하고 자유로
운 노사간의 근로 계약제도플 채택하고 있는 퉁 시장경제의 노동엄에 유사하나 공회라고

불리는 노동조합만은 국가노동행정체제의 일부에 속하는 행정 기관적 성척이 강하여 여전
히 사회주의적 잔재로 영가받는다 최근에는 외자기영에도 공회 설립올 의무화하고 있다
(영 무부 2005 ， 423.42.씨

토지관계법으호는 헌법과 인엉용칙， 토지관리법과 토지관리법 실시초혜， 기타 지방조례
이중국얘약엄은 계약자유가아니가계약자원(딩，j!J의 씬적용인갱(쩨약엄 4조)하고 있다 이는국

가의행정적간섭이내재되어 있는원리랴는정애서 계약자유의 원칙과차이가있다 다안계약당

사자인 보용사캅융 꽁민(公 1<)이 아닌 자연인(비커 A)으호 다루어 한계 내에서 당사자의 재융용
상당부운인정'i5J-;는예Z 릅 최대한살리고있냐고보연원다

7) 정악의 쉬소와 껑외애서 UN의 풍일매얘영에 일치하는 입엉태노응 보여 성외경제계약뼈 있어 운
쟁이 엘생할경우소위 '1 엔나협약올수용하겠다는의지용밝히고있는정도고우적이다 중국은

UN 용일애에엉애 관한 협약인 비앤나협약얘 가잉하여 1988 년부터 국내엉적 효력이 발생한 것용
수용한취지의잉엉이다

8) 주석령 제 28호호 1994년 7월 5일 노동엉올 공포하여 1995 년 l 월 l 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전운 없이
셰 13장，용 107 개조운으포구성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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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법규가 있다 중국은 토지소유권과 토지사용권올 분리하여 토지소유권은 국가에게， 토
지사용권은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어하는 이중적 토2 제도를 취하고 있다 즉 국가와 징제

(근로대중)에 한하여 소유권융 인정하고 있을 뿐이고， 인인 개인이나 법인에게는 토지사용

권'1t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도시 국유토지의 토지사용권 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
던 토지거래가 2009년 이후에는 농토를 포항해 모두 가능해졌다 2008 년 10 월 개혁 개앙
30 주년을 기녕하는 회의인 제 1 7기 당 총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쩨 1 77]3중전회)가 개최되
어 농민‘의 토지사용권 거래를 허용하였기 때운이다 이번 토지관리제도 개혁안의 초점은

‘농민 수익， 농엉 발전， 농촌 진보'({I농 개혁 )라는 말로 요약되는

"f 놓인의

토지사용권의

도급계약， 입대나 매매 혹은 교환 내지 농장에 대한 공동지분단위 퉁도 허용하였다 이번

경정에 따라 중국 농촌 지역의 토지숭포(위탁)정영권(土뼈ik包l'l!i!생 경작권 또는 사용
권)과 농가주택 잊 주택용지에 대한 양도가 가능해지고， 임대와 저당， 출자 퉁도 모두 허용

되게 되었다 사실상농인들에게 ‘사유재산권을 부여 'f는 것으로서 놓촌의 내수 창충을 목
표로하는조치라할수있다

2

버트님의경지업 에

에트냥은 1 980년 1 1 월 18일 홍일 사회주의 현영을 공포하였다

•" 그러나

1 986년 도이모

이를 시작한 이후 1992년과 200 1 년에 헌엉올 재수정하여 사회주의 지향의 시장경제처 제‘

(Soc ialist.Oriented Market Eco nomy) 규갱을 신설하여 80 년 제정된 사회주의 헌엠올 짧은
기간 딴에 개정하였다 %년 개헌 시 국가가 관리."는 시 장제도에 따른 다부문의 상용경
제‘ 규정을 신설( 1 5 죠)하고， 2001 년 개정 헌법에서핀 1 5조!국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시장경제를 발전샤 키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한다고 규정하여 공식적으로 시장사회주
의규정옹채택하였다

에트냥 인영은 개혁 이후인 1 995 년 제정되고 1 9%년 7월 1 일부터 효력을 발휘하였다 민

9) 중국 헌엉은

1988년 4원 현엉 수정안 제2죠에서 -토지사용권은 엄용얘 따라 양도합 수 있다-고

개성하여 토지사용권제노의헌영석근거융아연하여 현재까지는국유토지안보지샤용권의앙노

을허용하였는데 2 얘 8 년 이후부터는농엉용토지인 집제토지에까지 이올 허용하고있다

101 염우부{2OOS) 상죠
11) 당시 헌엉 15조는 에 트냥사회주의 공화국은자본주의 단찌를 생략한채 소규모 생산i깨1 사회에
서 바로사회주의호 이앵한다고 규갱하고 16조얘서 는 꽁익융 위해 사유재산융 정양 얘잉항수 있
다고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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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유융 엄위가 행정엉의 일부， 경제엉， 무제재산권과 국제사엉에 이르는 퉁 광범위하

고 시장경제엉리를수용하어상속엉을민엄에포항시켜규정하고있다 에트남민엄은선
인인소유， 정치 사회조직의 소유， 집단소유， 개인소유， 사회조직‘ 사회 직업조직의 소유，
혼합소유， 공동소유의 7개 형식을 규정(제 179조)하여 개인 소유릉 강조하고 있다(영무부

2005 , 334) 개인 소유에 속하는 재산으로는 합법적인 수입， 재울， 주택"’ 생활도구， 자온，
수확울， 소득 및 개인의 기타 합법적인 재산 둥이여， 이는 수량， 가치에 관하여 제한을 받지
않는다(제 22 1 조 제 | 문)
에트냥 현행 인업은 인사져 익에 대한 일반적 규갱만융 두고 있융 뿐 채권채무관계 및 융
권관계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실제 사인간의 법윤관계툴 오두 규융

하기에는아직 미흉하다 그러냐에트냥인엄은아시아사회주의국가들중에서가장선진
적이고 제겨1적인 민엉임은 분영하다 사적 자치의 원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개인
간의 인사교류를 쪽넓게 인정하고 있는 정， 지적소유권 섭외관계 퉁에 대한 규정융 강화
하고 있는 정 퉁 상당 부분 시장경제질서 요소를 법적으로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풀론
대부분의 사적 분쟁이 법원올 흉한 사엄적 해결이 아니라 인민의회， 판현 관청 등의 조정 ，
지시 풍을 흉한 비규엉적 수단에 의해 해결되고 있는 등의 운제로 인해， 규정의 선진성이 현
실적으로 유용한가에 대해서는 의분이 있다(법무부

2005, 351)

외국인 투자관련 법제의 정우 기본법에 가까운 외국인투자법이 87 년 제갱된 이후 2000년
3차 개정한 상태이다 전제 6장， 68개조로 구성된 외국인투자영의 제쟁은 1980년 헌영 제 2 1

조에서 천명한 대외무역의 국가독점원척의 예기을 의미한다 에트냥 외국인투자법은 인법
처럽 사회주의 국가로서는 가장 개땅적이고 오엄적인 형태의 영규엉이나 한계는 여전하다
외국인투자의 개상 큰 장애울인 계획투자부와 지방인민의회의 강제적 숭인절차 때문에 외
국인투자자등이 엉적 안정성에 대해 깅은 회의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법무부 2005 ， 3잉

384)
기타 주요 경제엉 충 노동법온 1 994년 6월에 제정되어 2003년 l 월 l 일부터 개정 노동엉을

시행하고 있다 ”장 198개조로 구성된 노동엉은 1 994년 전문에서는 인민의 번영， 국가의

12) 에 트냥은 현엉에서

국가가 토지흉 소유한다고 규갱하고 있으므로 개인의 토지소유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개인의 주택 건울에 대한 소유는 인엉에 의하여 인정되기 때운애， 사실상 개인은

주택 소유융 흉하여 주택 부X 에 대"여 소유권에 가까운 권리용 행사항 수 있다 반연 외국인에
게 는 주택 둥 건을에 대한 소유 자쩨융 인정하고 있지 않기 매운얘 외국인은 주택이냐 공장 건쓸
퉁융장기임대할수있융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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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강， 공정한 문명사회’ 지향이라는 국가목표안 표기했으나， 2ω3년에는 민주적인 사회틀

추가<1-는 퉁 에트남 노동법 역시 아시아 사회주의국가로서는 가장 선진적 이 고 우수한 노
동법 제제라 올릴안하다 그러나 민법이나 외국인 투자염이 선진적인 이유외는 달리 에트
냥 노똥엉이 자본주의국가에서의 노사관계영의 기본척인 구성과 가까운 것은 에트냥이 아
세안 ( ASEAN)에 가맹하여 거기에서 공동보조를 맞추어야 한다는 환경적 조건으로 보는

것이성득력었다'"
한연 에트남의 개혁 개방 성과가 농축되어 있는 법흘인 토지엽은 1993 년에 제정되고
2004년에 개정 시챙 중이다 용 엉은 토지소유권과 토지사용권을 분리하고 있고 또한 토지
와 건툴올 분리된 부동산으로 규정하여 건물의 정우 소유권을 인갱하고 있다는 정이 특정
이다 토지법 역시 실질적인 엉적 권위릎 갖기에는 한계가 여전한데， 전 국토에 대한토지 사

정의 진척도가 이홉하고 농민들의 토지 사용 관련 법 인식이 미비하기 때운이다 토지사용
권 관련 분쟁이 사적으로 해결되고 있고 실제 거혜가와 공식 가격의 격자가 큰 둥 토지엄상
의 토지 시장과 실제 토지 시장의 괴리가 막대한 현실이다{법무부

2005 , 451)

III. 북한의 정제법과 법제 정비
1

북한의 경저엽 의미와구조

욕한엉은 중국 및 에트남과 합께 동아시아 사회주의 영계로 분류되연서도 특수성을 유
쩌}고 있다 ‘조선노동당규약’이 헌엉에 우선하는 독특한 엉체계이고 사실상 노홍당의 결

정이나 수령의 교시가 모든 것에 우선'1-는 쳐 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종 성문법보다도
최고위충 교시와 지시， 노동당의 지침 강령， 내각의 정령 또는 결정이 최고의 법규염으로서

국가와사회단체 및 주민들올 직접 규융，홍제하고 있다H법무부 2007, 34 )
욱한은 1977년 이래 사회주의 엉우생활흔씨을 제기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입
13)~극국제노동재단

14) ~사회주의

2005. ~아시아투자진용국의노동환경-，혜외노풍갱보j 제 84호， 40

엉무갱윈이란 요든 사회성원률이 사회주의 국가가 제갱한 엉규영과 규정의 요구대로

일하며 생횡.~는 것잉니다 사회주의 엉우생 g은 낙가의 엉질서에 따E는 근로인인대중의 자각
적인 규용생암이며 엉규엉과 규정에 기초하여 사강을올 홍일적으로 용직이게 하l 공용생앙융
실현혜 가도륙 하는 국가적인 조직생양잉 니다 "(깅정힐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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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의에 기반 한 영치 (rul e of law)‘라기보다는 형식적 엉치주의인 엄륭주의 (legali sm) 의
한 형태에 유사할 뿐이대김도균 2005, 486490) 특히 북한의 법제는 행위자을 위하여 특

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처별<1'는 것은 언제나 도덕적으로 정당하다는 영후견주의(1영:a l pa
temali s m)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특정 행위를 금지하여 시민의 융성올 개량 또는 완전
하게 할 수 있다연 자유제한이나 금지는 정당하다는 영완전주의(l cga l perfect i oni s m)의 입
장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북한의 법은 유사총교적 엉체계 혹은 전시입법체계 (demon slralÎve
l egi slat ion)라고 올 수 있다는 비판 앞에서 우력하기도 한 실정이다〈김도균 504-512). 율론
2002 년 이후 경제엉 분야에서 일정한 연회툴 보이고는 있으나 이플 잉현주의적 볍지로 올
수 없다는 정에서 엉에 의한 용지 기제의 강화라항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엉제계는 북측 최고위충 교시가 최상위 법원(iUI)이고 다응으로 노풍당규약， 노
동당강령 지칩이 었고 이어서 사회주의 헌법이 자리하고 있고 그 다응이 성문엉흉이다 엉

륜 퉁 엉령은 총 1 ，3이 여 개에 달하나 공개왼 법 령은 않지 않다 다안 정제관련법률의 경우

상대적으로 많이 공개되어 있어 북한의 대중용 법전에 공개된 법융의 절반 이상이 경제엉이
다'"
북한 정제엉의 최고 법원인 헌영은 1 948 년 죠선민주주의인인공화국 현엉 공포 후 3 차혜

개정， 1 9η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채택 이후 1차려1 개정된 상태로 누계
9차 개현 상태라항수 있다 특히 1 992년과 1998년의 7 ， 8차 개정 헌업은 다양한 경제 규갱
올 개정하여 개혁， 개방 관련 선행 조치라는 인식올 심어주었고， 이후 현엉 규쟁에 근거 하여

각총 부문멸 기본법틀이 제갱， 개정되는 추세로 특히 다른 부문에 비해 정제법의 경우 거의
전 영역이 법제화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싱지어 형법어 서도 경제형법 내용이 대폭 강화되고 2년 이하 형에 해당되는 행갱처영엄에
서도 경쩨관련 규정이 대규모로 신설되고 있다 에콩 들어 경제관련 초항의 경우 구법에서
는 4 1 개였으나 신법에서는 1M개로 대쪽 늘어나고 특히 경제 관리를 정혜한 엉죄(5장 2절)
가 종전 1 8 개 조문에서 74개로 확대된 것은

7 . I 조지에

따른 사회변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

고항수있올것이다

1'1 북한은 2000년에 각 부문의

엉용 \03 개g 용힘한 엉천을 대외비로 반간한 바 있으며， 2004년 8월

에는시쟁중인엉1t 1 11 깨융수륙한 r죠선민주주의인인공회녁영진(대종용 1，율발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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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열 경제 관련법 분석과 중국 베트남과의 비교

1 ) 힌업 경제 규정

륙한은 1998년 사회주의 현엉 2차 개정 이후， 11 년만인 2뼈년 4웬에 3차 개정(누계 9자

개쟁)을 단행하였다 1 948 년 9월 8일 재정된 인민민주주의 헌법 하에서만 5자례 개정이 있
었고 1972년 10월 2 7일 6차 개헌올 흥해 인민민주주의헌엄을 사회주의헌법으로 대제하였
다 이후 1 992 년 4월 9 일 사회주의헌법 l 차(누계 7차) 개정을 용해 종전 현엉 11 장 149조를
7장 171 조로 대쪽 개정하였고， 1 998년 9월 5일에는 8차 개쟁을 흉해 7장 1 66죠로 그 구성을
수정하였다

9자 개정에서는 8 차 개정과 같이 특정 장을 정세에 관한 장으로 옥컵시켜 규정 16)ii}-는 둥
과 같이 경제 관련 규%에 특화된 수정 사항은 없었다 98 년 헌법 기조쓸 유지하는 가운데
권력 구조 개연에 초점을 둔 인상이었다 통 개정어 서는 〈표 1 >에서 보듯이 국방위원장의
권한융 신설， 세부화하고 그 권한을 강화하였다 국방위원회와독립왼 권한 기구로서의 국
방위원장이라는 명가플 받을안큼 국방위원장의 지위와 역항을 특화한 개정안이었다 선군

λ냉을 공식화하고 주권 소재에 군인을 영기."는 풍과 같은 제제 보위 규정을 강화하는 통
시에 공산주의 이녕을 삭제하는 퉁 비현실적인 이녕 구호도 삭제하는 실용성올 보이고 있

다 전반적으로는 경제 문제 퉁에서 기존 기죠를 유지한 채， 국방위원장옹 중심으로 하는
지도 기관의 권능과 책임 소재를 미욱 명확히 ."는 것을 옥적으로 한 헌법 개정이라고 쓸
수있다

요컨대 헌법의 경우 대체포 시장사회주의 개녕올 당는 정향이 있는데1 북한 현엄은 시장
사회주의 개녕융 수용하지 않고 있어 에트남이나 중국 헌법에 비해 계획경제를 상대적으로

강조하고있는엉져이다 숭국 (93 년)파베트냥ω1 년)헌엉이 시장사회주의 개녕융규쟁하
고 이같은 거대 답론 하에서 (개인적) 소유 형태를 영기함으로써， 재산권과 소유권의 각론

16) 98년 헌엉어 서는 기존의 국가 및 협동단쩨 외에 사회단제듭 생산수단의 소유주제로 추가(20조)
하고 개인 소유의 주제룹 노동자애서 공인으호 수정 (24조)하였다 그리고 터밭정리를 비뭇한 개
인부엉정리에서 나오는 생산융 외에 안엉적 경여앙용올 용히때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로 인정하
여 경제의 시장화 추애용 반영하였다 그 외에도 경제안홍의 자유 영장f거주여앵의 자유 신설 보

장 75초)과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적극성〔복수경제지대에서의 기영장성 운영융 장려， 37조) 둥
개앙과개혀융 강화§운 내용의 개헌안융 당고 있었다

북한의경제엉쩨와거시경져정책의이중성

<" 1) 묵힌의 X뼈년 개헌과
구현잉

1998‘ 9. S. 깨쟁

영자

서운 잊 ?장 1 6<>죠로 구성

구성

{ 서풋신셜)
깅입성용 사회주의 iξ선의 시'"

시운

갱치

이여영원한주석

웅잉

깅일성현엉 온 유지

훌흉자， 놓띤， 근홀인펠리

잔인추가

""

군로인띤의 혀약융 용:-.1ε

"조

29죠

리익을 용호하여 인권융 흔충
하여

추가
주권소재에 꾼인추가

국가획무애인권추 '1
생산수딴 소유주채 확대

추가

쪼유지

앙엉적 정리안용옹 용하여 영

농엉 공 업외에 농엄 언대회 추

'H 인소유 병위 확얘 '1 쪼

풍잉

.혹협~산째 및 원 '1‘ 가경. 수익

경재관리앵태규정은용잉

생.채 l갱도입

.욕수경 ;책 '1때에서의 기업창생

외자우대 '1쪼휴지

운영장어신설

4J죠

용산주의객새인간

주새명의새인간

59죠

어영의전예응용보워

'1용권
판'1영쳐. 군띤얼쳐반 규정

'1

유지

은수잉.추가

공산주의삭세

"'"

져도적 '1 창으로 선군사상

국 '1 빛 협똥단체얘 ‘사회단쩌.

사회주의.공산쭈의

40조

기야

국방위원장판련 iξ흘종성

4죠

313ε

잊

서운 빛 7장 172.<f:.호 구생

쭈째사상.선군샤상

3J조

응i아

총 9자깨갱

주째사상

24초

응석

2009.4.9 깨챙

3조

20조

경재

~ιF효업 비교

신현엉

{이선 현볍 때 '1 연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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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Q.~서 풍산쭈의 삭째

선군혀명혹선용 판청혜 혁명의 선군협명이 추가혜고 행 I영

수뇌부”양보써

의수뇌쭈보위로수쟁

‘혁명척 평군쩨째. 꾼흉 확휩 ..... ‘뼈명척 쩡군책계. 군풍 확

‘운정 애앙

"조

거주여앵자유신성

11.죠

1 _ 18행

l2l쪼

정우씬용내각으로깨칭

동일

12'조

내각용리의정부대g권

용영

혔."‘군정 배항.옳추가

용잉

J9 국재의회 기 구월과의 사엽 최고인민회의의 륙사권옳
옳 '1헛한 때외 사업옳 한다

기구

예.ï!， 19항 대와사엽권 추가
앵갱객 징형기판외에 전
반2혜 국가판쩍‘ 권한 부여

'H 'i총리애재 ;생챙툴 '1훗
한 내치의 핵우 부여 713ξ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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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찌 숫
구앤엉

선언잉

(야션 현앵 때 "1 딴혔내용)
1 00죠

잉세우썩지휘용용 외

위씬장온 죠선민후쭈의 인인

‘쭉냉사영 천딴 지'"월. 후' 1

꽁혔국의 최고병도자 01다

10 1 초

우

102조

T。

용씩

휘월장의 잉 '1는 최고인민회의

잉 '1와 갑q

천안객 우혁의 최고샤영 ~I"
입에 우력 져휘용융

육’9위앤장

lι 국가 전반사엽 '1도 2.국방 권언끽의우

국앙
위앤장
103죠

휘웬회 샤영 ;:t1~J 국빵 충요

110쪼

17항 최고인민회의 혹사권

찬우 엠’정 또는 8위업 4. ~ε'1 써

훈 얘기

신쩔t 강화

5 륙사권 6 비상사태.

졌시상혜. 홍원령 선포권
1 여초

우|인장용 영영 융 앤다

우

위원장용 자 ' 1사엽에 대하여

'"죠 우
106죠

씩l인인회의 앙에 에잉 진다

100죠 ·션반객 국방완핵 '1판.

추가

최고국방~s:.71광

지도와

판피

1 .국'1의 중요쟁책 수협 2.갱반
책 "쩍" 국‘앙 정성 지도

' 03죠

' " 첸반쩍우혁과 국방 갱 옐지 1 위앤장영영 위원며 정갱 져

극앙
휘월회

""조

도

시정뺑감훌때책수랩

2효 욱방 중앙'1판 건얘원

4 .확 7Pl 판 결쟁. 지시 빼 '1

, .< 군사챙호

5 쭉1광중양기관건~권

~갱 수여권

l.3 . 4흥신설

6. 운샤창흥제쟁수여
110.초

경갱과영영

쩔갱i짜 지시

1 1. 쳐서

융 거론하지 않고도 자유권의 문쩨흉 혜결하는 스마트한 방식융 앙용한 것에 " 1 하연 북한

은아직경직왼것이라고용수밖에 없다
좌한은 김일성 헌 엉 과 유흥용치 개념음 강조하여 상당기간 헌엉 개정이 어려운 상황융
자초하여 헌영 연화를 흉한 개혀 죠시의 실행융 기대하기는 어영게 되었다 지난 혜 9차 개
헌 과정애서도 정제 관련 규갱에 대한 개정이 없어 이강은 부정적 전망은 한총 강화되었다
따랴서 향후 개핵 개앵융 실앵하더라도 현행 현엉 큐정융 그대로 둔 채 하위엉율 쩨 개갱
하여 적용하는 방삭을 택할 수망애 었게 되었다 샤실상 흥흥식 특구에 혜당되는 수준의
시장경제조항융 당고 있는 것으로 명가앙던 신의주특구엉이 헌엉 재정 없이도 발표되었던

북한의 경제엉제와 거시경제정책의 이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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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베트님/중국/묵힌 헌업 조횡 비교
에E냥

북한

중국

• 1 992 년 개헌 시 ‘국가가관
리하는시상제도에 따른

다부운의 상용경제’ 규정 • 1993 년 ‘사회주의 시장경
용신성< "쪼)

• 200 1 년
기본원칙

제 '"형용상잉

시장사회주의 개녕융 거
부하고사회주의 계획정
제을강초

헌엉에서 사회주

의릉 지향하는시장정제

2004년 1 개 대요흔융 상

질서악는개염을공식화

입하고 혼합소유제융갱

< "죠)

식회

• 1992 년과

1 998 년 개헌에

서부분적으로원가 수익
성， 개녕 등융 도입하는수

- 주거의 자유， 거주 이전의

준

자유，재산권행사보장
규정을영시

• 1982 연

병가

이후 4차혜 개헌。

-헌엉에는모든토지의국

" 총 17개 조항이 수정되

유화풍사회주쩍잔채 7 }

었는데 그중 11 개 조항。

있으나토지엉，인엉응 i }

경져관련엉제

위엉융풍해개인적소유 .J 개 대요흔으로 붉은

블보장'H=방식정작

1

x

}

온가개염까지 허용하여
개혀융강조

부분개혁사회주의제계
의현엉에어무프고있응

김일성 유훌율 강죠하는
김일성 헌엉으포규정되

어1 상당한 규정력융 가지
는헌엉으호인정됩

것이유사사예로필것이다

2) 경제사엉과 민업
시장정저 에서 민법은 재산법파 가족영을 중심으로 하여 사법의 일반엽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 사회주의 지 제에서 인법은 시장경제체제와는 달리 공법의 한 영역으
로 규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별도의 총괄적 인법전융 채택하지 않는 관행이 자리하고 있었

다 '" 민법을 공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런 제제에서는순수 사법영역인 가족법이나 상속법
둥만을 슴수 사밍의 영역으로 두고 있었나 '"그러나 최근 새혁사외주의 제세에서는 인엄을

l 기 사회주의 체제애서 민엉은 비신스키 (Andrci

Yanuar'vich Vyshin sk i i )의

이론융 채택하여 사성상

공엉의 한 부문 영역이자 잔여 영역￡로 규정되어 왔음(엄무부 2005 , 316)
1 8) 율흔구셰E나구동옥 동은 인엉 영깐용사엄의 영역으료보아개개인파개인 사이 또는개인과
사회주의석 기관 사이의 경제 판계는 띤엄애서 그리 E 기엉 풍 사회주의적 기판 샤이의 경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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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l 3) 베트님/종국/묵힌 E멍 7 얻원칙 비교
에트냥

북한

중국

←국가 공공의 이익， 타인의 - 영풍의원칙
합엄적권리의존충원칙

엉§준수의원칙
기본
원칙

-선양한전통，도덕존중의원
칙
신의성성의원칙

-자원 공명

등 가유상

성

실신용의원칙

민샤권리의 영룡 보호의 원
칙
-영풍 정책 준수원칙

-인사책임부당원칙

권리냥용 금지 원칙과 공서

- 화해의원칙

앙옥의원칙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
적소유의원칙

사회주의 공공재산보장 원
칙

중앙집권제의원칙
국가와사회이익 우선 원칙

- 인사권리의보호

국가정책준수의 원칙올 규 -‘ 냉 얄의 규정이 없올 정우
갱하고 있시 않아사척 자치

국가 정책옵 춘수하여야 한

의원책강조

다-고규정

- 집단주의적(사회주의잭)

색

채가가장강항

명가 - 엉융의규갱이없융 경우당 -에 트냥에비혜당사자간의
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다고

합의냐 판습에 우션하여 국

규정하여 국가정책보다 함

가정책융우위포상고있

의륜 중시

응이 드러냥

사영 화시걱 민볍전 일반을 제갱하고자 하는 흐름이 나타냐고 있다

북한은 1990년 인엉융 재정하고， 이후 이와 영개로 상속영과 가족엉올 제정하였다 '" 일
반적인 사회주의 인법과 달리 상속 에 관한 규정올 민엉전에서 제외하여 가족냉전에 규정하
고 또한 독자적으로 상속냉올 제갱한 것이다 다만중국과 달리 독자적인 계약엄이 없이 인

엉 3 연 채권 채무관계에서 계약(법)에 관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민법 어 서는 종래 전형적인 사회주의적 소유 판념을 형식적으로나마 일부 완화하여 개인
소유권의 범위흘 확대 15~는 조치를 당았다 5 8 조에 "j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
배， 국가 및 사회의 주가적 혜택， 터밭경리를 " 1 옷한 개인부엄경리에서 나오는 생산율， 공
민이 샀거나 상속， 중여받은 재 산 그 박의 멍적 근거에 의하여 생져난 재산”으로 규정하고
는 민연의 규융대상얘 포항시키지 않고 경제엽의 규용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용 취하였다
(신영호 2003.1 67)
19) J 옛년 9 원 5일 최고인인회의 상생회의 결갱 얘호로 인엉용 제정하었다 전 4연 271 개"'. 제 1 띤
잉안제도， 제2연 소유권제도， 제3 연 채권재무제도. 제4연 또μ}왜잉과 인사시효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가촉엉 은 1 990년 10앤 24일， 상속업 은 2002 년 3앤 Il일 제갱히}였다

욱한의경제엉져외}거시정져정책의이중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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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은 살링집과 가정생힐에 인요한 여러 가지 가갱용풍， 문화용용， 그 밖의 생활용용과
숭용차 같은 기재를 소유항수 있다·고 하여 개인 소유권을 영확히 규정하였다
1 999년 개정 민법은 시장경제 처 제와의 유사생 조항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사인을 대상
으호 하는 보관계약， 밸리기 계약， 위입 계약에 대하여 언제나 무상으로 하는 원칙을 삭제
하여 사회주의 이녕올 강조하는 종래 태도로부터 실용주의적 입법으로의 전효별 반영하고

있다 정신적 위자료 관련 초항을 신설하여 기존 민사잭임제도에서 잉대 연핵을 도잉한 외

에도 채권 계약 진반에서 당사자 주의를 강조'f-는 경향이 나타났대깅영규 2008, 178)
대외관계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태도도 드러나는 데， 99년 개정 민엉 10조에서 ‘조
선민주주의인인공화국 민엉은 국제조약이나 협정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이상 공화국의 기

관， 기업소， 단제， 공민과 공화국령역 간에 있는 외국의 기관， 기엽소， 단체， 공인에게 적용된
다.로 규정하고 있었던 것을 멘사활동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사이에 맺어신
조약에서 달리 정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료 수정하여 대외적인 재산거래관계어 서 국

제엄을중시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 그것이다
한연 상속엉 제정이 갖는 엉쩍 의의는 상속 그 자체보다는 상속을 풍한 개인소유권의 승
계에 있는 바 자본주의 경제원리를 부분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주택에 관한 상속올 인엉 외에 상속법어 서 다시 명문화한 것은 90년대 초반부터 개인들 사
이에 이루어진 국가소유 주택의 암거래를 현실로 인정하고 국가소유 주택에 대한 임대 권

리를상속할수있게한것으로월수있다
요컨대 욕한의 경제사법 중 인엉은 여전히 공엉으로 분류되어 사적 자치， 심지어는 사적

자원.， 원척도 인정되지 않고 있다 에트냥의 인멍이 사적 자치 를 영시적으혹 인정하는 등
매우 선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향후 북한이 엔치마정하기에 좋은 형태이긴 하지만 성재

운영 연에서는 중국의 경험이 더 용부한 것으로 명가되고 있다는 정은 창고항 정이다 실제
로 에트냥의 인엉 역시 여전히 공엽적 잔재가 많아， 사법의 일반영으로 자리하지 못하고 여

러 사법 중 하나의 지위룹 가질 따름이라는 명가 역시 귀담아블을만하다'" 다만 북한어 서
도 상속엽과 가족법을 독컵 셰정하여 사엉 영역옹 확정한 것은 주목할 부분으로 향후 사법

20) 계약자원의 원칙은사회공공의 아익 빛 공용도덕과 상충외시 않는 엉위 오에서의 당사자의 의사
올존중하는원리이다
21) 에등을연 가족염은 인영과 영개의 -혼인과 가측영 으표 되어 있고， 상측엉은 인엉 내에 포항되어

있는 식이다 룩한의 경우 인엉은 여션히 공업으로 운류되기 애문에 1 상속냉과 가쪽엉은 인엄에
포함외지 않고 영개호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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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역이 확장휠 여지가 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3) 외국인투자핀련업

외국인 투"1'관련엉은 80 년대어 는 합영법 제제였으나， 90년대 들어 %여 개 이상이 제정，

갱비되어 있다 외국인 투자의 경우 동 관련법에 없는 정우 민법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나
민엉에 의할 경우가 없을 정도로 대부분의 분야가 외국인 투자 관련법으로 엉제화된 상황
이다

외국인 투자관련 법제의 경우， 1 992 년 7차 헌엉 개정 시 북한 내 외국인의 합엄적 권리와
이익 보장(제 1 6조)， 외국엉인 또는 개인틀과의 기업합영과 합작 장려죠~서쳐)37초) 둥과 같
이 대외경제개방정책의 업적 토대를 마련한 후 대외경제관련 법륜 갱비 사업을 꾸준히 진
뺑하였다 북한은 1 992년 10월부터 1 994년 9월 사이에 외국인투자엉 동 관련 엉규와 시행
세칙을 집중적으로 제정하였다 1 998년 개현 이후에도 외국인투자업을 비롯한 관련 엉령
올 재정비하였다 1999년 2월 26일 외국인투자법， 자유경제우역지대법， 외국인기업법， 합작

법， 합영법， 외국투자기업및외국인세금업， 외화관리법， 외국투자은행법， 토지임대법 둥 9개
법플을 개정하였고 1999 년 5월 8일 내각 결정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노동규정 둥 5 개 규정을
개정하였다 〈그링 1 >어 서 보듯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동 분야의 법령 을 정비하고 있다
북한에서 외국 투자관련 기본법은 1992년에 수립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외국인
투자엉”이다 80년대앤 합영엉 체제만으로 정제개방갱책을 유지했으나(깅통한

2008 , 6) 92

년 이후 외국인 투자법이 제정핑으로써， 외국 투자 기업에 대한 다양한 개엽이 구분되고 이
로부터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적 보장 장치가 작게나마 마련되었다고 명가되고 있다
99년 외국인 투자엉 수정 과갱어 서 복한은 한국기업과 투자가가 본 법에 적용외지 않는
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따라서 한국 기업， 개인의 대북경협 특히 북한 내 투자협력 사엉

관련해서 외국인 투자염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 기엉의 경우 건별로 딴단하게 되어
사실상 해외동포에 비해 냥한 기업에 대한투자의 법객 보장에서 차별이 존재하는 꼴이었다
물론 개성공단 내에서는 개성공엉지구엉이 있어 한국 기업은 법적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북한 국내에서의 보상 규쟁은 미흉하였다 이률보완하는 것。1 바로 2005 년 7월 제정왼 륙남
경제협력엉이었다 따라서 남북경협과 대북투자협력사업은 외국인 투자볍이 아니라북냥경
제협력법에 의해 규정되게 되어，한계는 있으나 법 적용의 흉경은 탈띠할수 있게 되었다
한연 외국인투자기업 파산법융 제정하여 외국인투자자와 채권자의 지위를 엉으로 보장
하였다 북한은 2뼈년 4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6장 54조로 이루어진 「외국인 투

륙한의 경제엉제와가시경제정책의 이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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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엉

신의주흑연앵정구

(여 1 1.30 개쟁

1온영 (02.9. 1 2.)

5강산관광지구엉
(03.4. 갱)

”성공엉지구엉
(03.4.24.)

비금융부문

국인충입규갱

93. 11.)

국기영상주대，，^，우소규정(94.2.)
:1-:}무역항규정 94.4.)
국언제류및거주규정 94.6.)

외국인투자기엉잊외국인세긍엉 (02 .11. )，시행규갱 (02 .1 2 . )1
외화판리엉 (04.1 1 .) 시행규정 (04. 12 .)

토지 잉대냉 (99.2.)， 시행규갱(94.9. )
세관엄(05.8.)， 공중엉 (04.12.)， 보형법 (05.9.)
무역엄 (()U2.)， 가꽁무역엉(00.12.) 대외경제계약엉 (99.2)

대외인사관계예98.12.)， 대외경제중재엉 (99.7.)
저작권엉(0 1.4.)， 발영업 (99 .3 . )， 공엉도안엉 (05.8.)，

상g엉 (05.8.)‘ 강문빙0 1.3 .)， 기슐수출입엉 (99 .3 .)
수출잉상뭉검사엉(99.8.)， 외국인투자기업따산엉(00.4.)

외국인우자기엉동륙규정 (05. 1.) 노홍규정 (05. 1.) 영
제정규갱(99. 3.) 부기정종규정(%.7.) 부기제산규정

96.7.), 외국투자기엉회계정중규겠04 .11.)
외국인투자은행부기계산규정(95.12.)

자료 엉우부

”관규갱 (95.6.)，풍계규정 99.3.)

계집임대자대 리엉우규셈 99.3.)
'0울양도잊저앙7 갱 (95.8.)

F공무역규정 (%. 2)，

국기엉공인조각동륙규정(%.3 .)
? 엉지구개양잊경영규갱

96.4.)

'ì{Jl규정 %.4.), 관광1γ생(%.7.)
계무역규갱 (%.7.)

부건성규갱 96.7.)
국인투자가대라인규정 (96. 7.)

빼유용규정(%.7.)
정검역규정 (96.6.)
져용앵검 λ 유정

96.7.)

+동차풍욕규갱어6.7.)
내투자기업장셜운영규정 (97.5.)

(2007‘ 848) 영일엉우기온자료(북한엽제μ 엉무자료 247징
〈그럼 1) 북힌의 주요 대외경 '11관련 업형 처 겨 l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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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εH빙 1μ 잉힘

외 국 기 업

힘작 기 엉

합 영 기 업

외국인 I융자 기업

륙한 엄인

외국투자기업
주 외국투자기엉:외국인후자기영+외극기업

외국인투자기엉 : 항영+합작 + 외국인기엉(나선지대한정)

외국기엉 욱한영역안얘서쇼득원천이있는다른나라기관‘기엉체‘개인둥
〈그링

a 북한의 외댁인 투자업 기온 개녕

자 기영 파산법j이하 파산법 )을 제정하였다 북한의 외국인 투자 관련법에는 분쟁 절차나
기엉 청산풍의 절차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없다는 비판에 대한 대응책으로 쩨정되어， 북한

의 파산법은 중국의 따산법과는 달리 국내 기업의 따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산법은 기본적으효 사회주의 지 제에서는 채권자흘‘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채우자플 보

호하는데 초정올 두고 있으므로， 북한의 파산엄 제정은 과거에 비해 외국인 채권자의 지위

가 상대적으로 안갱화되는 것을 의미한다씨 북한의 파산엉은 중국 파산엉에 비해 쩔차상
의 신속함에서는 뛰어냐지안 실질적인 채권자 보호와 채무자의 불법행위 방지에 대해서는
뒤쳐져 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단행 법률로 이강은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자
보호의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정은 중요한 연화의 대목으호 볼 수 있다

요컨대 북한의 외국인 투자 관련법은 그 자제로는 완정적이고 국내의 다른 경제 기본엉
에 비해 완성도나 구제성이 가장 농으나， 구제적 규갱 내용 즉 임금， 계약제도 등에서 중국
22) 자본주의 제제의 경우 이산영은 부도신고플 용해 따산자， 즉 채우자가 채권자로부터 보호받고

재기용가눔하게해주는흑연에의의가있는안연 중국 등사회주의져제의 따산엉은국영기엉
도 따산시킬 수 있다는 정에서 채권자애게 유리한 엉이다

를한의 경제엉제와 거시경제정책의 이충성

〈묘

4)

베트남/중국/륙한 외국인 투자 관련업 비교

에트남

- 1 987년
기본
원칙

1 2앤 7일 베트냥 외

국인투자엄용콩포

- 2000년

3차 개정으로 각종

세제혜택 잊 우대조치 부여
사회주의 국가호서는 가장
개앙적이고 모엉적인 형태
형식은 가장 선진적이나 운
명가

용연에서중국애뛰쳐정
-강제적 숭인전차 얘문에 외
국인투자자등이 엉적 안갱
성에 대해 회의틀 느끼는 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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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중국
1 979 년 중외합자경영기

1 980 \1대엔 항영엉 체제

엉엉， 1 9 86년 외자기엽영，
1988년 중외합작정영기엉엉
의 ‘상>1기영영 이 중심

용일성이상당히경여
기본법보다는각성，시단
위 사정에 따라 처리되는 경

우가 않아 일광적인 명가가
어려웅

- 그러나

운용연에서는 가장

다양한 정협융 가지고 있응

•

1 992 년 이후 외국인 투자엉
제정으로기본엉마련

- 1992년

이후 외국 투자 기

엉에 대한 다양한 개녕이 구
분되고 이호부터 외묵인 투
자애대한엉적보장장치가
작게나마마련

- 제께

연에서는 북한도 뒤지

지않으나자온유치정쟁력

이없옹

이나 에트남에 비해 경쟁력이 없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4)

기타주요 경제엉

한연 북한은 2001년 ‘최고인민회의 정영 432호를 흥해 형업을 전연 개정 (6차 개정)하연
서， 시장활풍 중대에 따른 정제엉죄 판연 조항을 대거 신설하였다 풍 형법 개정은 ’죄행멍
갱주의’ 채택， 유추해석 규정 삭제 및 구성요건 강화， 노동단련형‘ 도입， 사업기관의 불엄행

위 처벌 강화， 단슨 달북자 저열 완화 풍 인권 측면에서 진일보한 연화를 보여주었다고 명
가되는 개정이다 특히 동법 2절(정제관리질서플 칭해한 엉죄 )은 종전의 1 8개 조항을 74개
조항으로 확대하여 전연 개정한 것으로 증권위조 위조증권사용죄(제 l 이 조， 제 \02조)， 달
세적(제 1 08죠)， 업인가장 경제거래죄(제 1 12 조)， 앙표권침해죄(제 1 \3조)， 거간죄(제 114조)， 수
충입질서위반죄(제 11 7조L 고리대예제 11 8조 )， 촬영외화벌이죄(제 1 25조)， 계약규윷위반회
(제 \3 1 소)， 상풍웅급잊판매실서위반쇠(쩨 1 56 ε， 제 1 57조)， 밀수죄(제 1 59조， 제 160죠)， 가격
사업질서위반죄(제 1 70초) 풍 자본주의 시장경제짙서의 요소가 포항되어 있는 새로운 유형
의 범죄를 처영하는 조항을 다수 신설하거나 구제화하여 경제 형법의 의이릉 강화하였다
(윤대규 외 2007, 21)

한연 사회주의 계획경제짙서의 수호를 위한 제제단속 강회에 해당하는 엉규도 동시에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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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였는데， 인인계획경제제획의 수립 시행과 관련한 책입일군의 불법적 행위를 세분화하
여 처멸하고 대외경제양동을 무책임하게 한 죄， 계획에 없는 제풍생산 건성죄， 비엉적 경제

관리죄， 풍질강옥질서위반죄， 실리없는 시성건설 기계설비저작죄， 국가소유 살림집의 비
엉적 거래죄， 주제농법위반죄， 양어 양식질서위반죄， 상용공급 판애질서위반죄， 가척사엉

질서위반죄 퉁을 신설하였다 이는 북한이 경제분야에서의 개방개혁정책과 식량난등에 따
른 주민생환의 새로운 변화상을 반영하연서도 사회주의 계획정제질서를 수호할 것올 강조
함으로써 정제개방개혁은 이러한 엄위와 한계 내에서만 추진한다는 것을 간정책으로 밝히

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결국 경제개방에 따른 새로운 엉죄현상에 대저하고， 경제악
화로 인한 주민생활의 새로운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연 2뼈년에는 죠선민주주의인인공화국 행정처옐법‘을 채댁하여 경제형법옳 더욱 보
완하고 있다 이는 ‘행정법적 제재‘에 의한 경제엉 처얼 법규로 올수 있는데， ‘형벌올 적용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 위법행위플 한 기관， 기업소， 단제와 공민에게 지우는 행정적 제재"(제
7조)랴 하여 재판절차 없이 국가기관의 심의에 의해 결정왼다는 정에서 한국의 정범죄법에
해당되는 법이라 항 수 있다 다만 2년 이하의 형기들이므로 한댁 정범죄에 비해 중한 형이

라 항 수 있다 "'<표 5>에 구체적인 내용이 서슐되어 있듯이， 동 법은 시장 상황이 확대핑
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경엉죄에 대한 형법의 흥결올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마지 시장 탄앙을 위혜 잉법한 것이라는 취지로 이해하논 것은 중국어 서도 행정처영엉이
용일한 목적으로 기능하고 있음올 이해하지 못한 데 기인î5tE 젓이다
북한 내 노동관련 규정은 「사회주의 로동엉1 1 978. 4. 18 제정， 99년 개정)과 「외국인투자
기엉로홍규정 1 1999.

5.

8)의 이원구초을 채택하고 있다 두 법규는 별개의 지도 원리에 의

하여 규융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사회주의 노동법의 성격윷 지니고 있어서 집단주의에
기촉한 노통강제법제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볍융규정이 선언적이고 추상적 포팔
적인 용어를 사용해 의미가 불영확한 규정이 대부분이다 그마저도 당의 정책과 방침을 우
선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상 노사관계의 성립을 부인하며 노동자가 주인이기 때문에 노
동 3 권 퉁 기본권 자쩨가 불멸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용자와 근강↑간의 자유의사에
따른 계약이 라는 관영융 부인하고 국가에 대한 사용자의 노동력 신청과 이에 대한 국가의
23) 중국에서도 마찬가지호 형법 외에 앵갱처얼엉이 있는에 중국에 비해서도 복한 챙갱처영엄의 처영

내용이위증하다 워엉의 경중얘따라정 고 엄중경고 우보수노동{ I 깨월이상 6깨월이하) 노동
교양(5일 이상 6개염 이해， 강직， 혜잉‘ 청직， 엘급， 중지， 연상‘ 용수‘ 자칙정 À1 (1 7뼈 이상 6개월
이하)，강급，자격악당퉁이실챙된다

북한의 정제엉제와 거시정져 영 책의 이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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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잉 앵정치얼염의 내용

엉

운야

죄

내

용

정제조직과지휘 무책임하게 해 정제계획 수행 미당시
성비 원료

자재흘비법으호바꾸거나망거나녕겨준정우

보관 관리 중인국가나사회협용단제재산횡령시

경제관리징서

전력공급에 지장올 주거나 전혀융낭비한 경우

용어긴행위

무역 합영 합작계약둥대외경지껴약장옷맺거나이챙어긴정우

비엉적으로상앵위륭한자
6개월 이상 직장올 들어가지 않거나 1 개월 이상 직장 이당시
돈이나울용융받고가정교사 앵위용한자
시험성적융 부당하게 명가해 교육양전에 X 장읍 준 자

문화질서룡

전영영 예상사엉융 무책임하게 해 전영영 발생위험을 조성한자

어긴챙위

비엄적으로아연융재배하거나아약 독약용제죠 보관 이용자
퇴예 추장한녹응 사진 도서융 유포함경우
거주 되거

일반행정질서

숙박 결혼풍륙질서용 어긴 자

| 세도와 전영올 부었거나 묵전 복혜흉 요구해 융의융일으킨 정우

읍어긴 앵위 | 뇌뭉율주꺼나앙거나충개한자
위엉앵위에 대해 거짓신고나 거짓진승한 정우
부요 시부모

쳐자벼륭학대팔시해사회적율의혈일으킨경우

앙거래 고려대 거간행위로이득융얻은자
1 얻은돈이나울용융국가에 바치지않고가진 자

공동생앙질서 |
를어긴앵위

1애용용하였거나 그것응조정시킨 자
|

1

부당한옹기와목적으로 이흥 마혼하거나부화l앙당한 생함한 자
사회주의 생안양식에맞지않는 옷차링이나행동으포 웅의 빚은자
깨인재소L용흥쳤거나 빼앗았거나속여서 가져가는 챙위

노동력 배치 제도릎 유지‘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정에서 중국과 달리 외자기업들의 경
우에도노동관현 계약이 원황치 않다(엉무부 2007 ， 1034- 1035).
토지법의 경우 1977 년 제정 이후 1 999년 수정하였지만， 나라의 모든 토지는 인민의 공동
소유로， 사고팔거나 개인의 것으모 오F들 수 없응을 영기， 확인(9초)하고 있어 ‘밭갈이하는
땅은 받갈이하는 농인에게로-라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 1 죠)하고 있다 토지는 국가안이 지

애할 수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대한 전일적 지배권을 재확인하연서도 협동농장， 기관， 기업
소 단체 및 공인틀의 이용권올 영기하여 연화의 조짐도 재 .<1(13초)하고 있는 것이 개정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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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갱이다 1993 년 10옐 27일 토지 엉에 대한 륙별명적 지위용 지닌 r토지임대엉J을 재정하여，

이용권애 국한되기는 하지만사인간의 토지에 대한 거래권옵 치읍으로 인갱하였다 외국투
자가와 외국투자기엉에안 적용되기 때문에 한계는 있으나 토지에 대한 소유권 외에 토지용

사용 수익힐 권리와 당보에 제공하거나 처분할 권리의 쌍용 가놓생융 제시하여 북한사회
의 엔화찬 보여주는 제도적 죠치의 하나로 반길만한 엽법이었다
상엉엉 역시 중요한 잉엉이었다 북한은 1 992 년 4월 9일 사회주의 상엉엉융 쩨갱한 후 두
차혜 개갱(서재진 외 2α)6. 1 잉하였는이1.2004년 6월 개정원 사회주의 상엉엉은 전문 9장
89조로 구성되어 상엉의 기능용 대인 보급에서 제풍의 유용과 딴애로 전환하고(윤대규 외

2008. 184) 시장 유용

방식융 재한칙으로 혀가하는 내용융 당고 있다 86죠에서는 구엉의

-중앙상영지도기관과 지방갱권기판은 사회주의 상엽의 보충적 형태인 농인시장올 옳게 관
리운영하여야 한다-는 규정 내용융 -중앙상엉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판은 시장올 꾸리고
장 운영하여야 한다 시장관리운영에 대한 지도는 해당 상업지도기관이 한다 -로 보완 수정

하였고， ‘수매하는 자의 신분을 와인하거나 물건의 충처음 따지지 말。싸 한다-는 규정융
신설(재 38조)하여 자유료운 상거얘 앙동융 보장한다는 내용융 영기하였다 광고의 관리용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상용 팡고얘 대한 숭인제를 규갱 (66죠)한 것도 새로운 업엉이었
다 개인 상거래 황성화조치홉 취하연서， 이와 영뺑}여 국가가 개인 영업앙통응 관리 용
제함수있는근거듭동시에마연하였다는것이상엉엉에대한일안적영가이다

99년에는 ‘인인경제계획법‘융 제갱하고 200 1 년에 개갱 (5. 1 7 )하였다 욕한은 인민경제계
획에 관하여 김일성과 김갱일의 교시용 용해 용쩨해왔으나 김갱일 정권의 공식 출엉 이후
최초의 입엉으로 「인인경제계획엉J용 져 정하였다 동 엉의 제정은 사회주의쩨획경제원칙융

거융 확인하고 이에 의한 경째적 양전융 도모하고자 시도“한 것이라는 정애서 별다른 연
화라고용수 없으냐， 이용 엉제화한 것 자체가유의미하고 용 수 있다
이 외애도 북한은 97 년 가칙엉용재갱히}여 가격사엉얘 대한 용재용 강조하연서도상용의
수요와공급관계， 제풍의 질에 따른 가격책갱에 대한 인식용 강화한 갱이 눈에 띤다 가격엉
제정은 장기화된 경제칭체로 인한 비정상적 유용거래로 말이암아 국정가격과 앙거래가격

으로 이원화되는 둥 가격질서가 문란혜진 데 따른 법적 대용으로 보이나 2 차 개쟁을 용해

‘ 딴애함 수 있는 최고가격 인 시장한도가격융 고시， 혜당 엉위 내애서의 잉의적 가격조장 권
한용 생산자에게 부여한 정은 혹정책이다

24) 이 엉에 관한 상세힌 것온 약정씬( 1 999，

183. 1 84) 창조

륙한의 경제엄제와 거시경제갱책의 이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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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적으로 경제 엠 션반에서의 엉제화 수운은 아시아 사회주의 국가 중 에트남이 가장

선신적이나 실제 법 관행이나 시장운영 갱헝 풍은 에트남 역시 중국 법 관념을 따라가기 어
려운 상황이다는 점은 앞에서 확인한 바 있다 북한의 경우 90년대 이후 집중적 법제화가

〈요 6) 에드닝/중국/묵한 7 때 주요업(노동업괴 토지영) 비교
에트냥

1994년 노홍엠 재정 (2002 년

-날한

중국
1994년노동엉옹공포

-

전연 개정 )， 이전에는 노동 - 자온주의 국가의 노동법파
노

동
엉

조합엉안혼재

- 에트냥 노동엄은 쪼문의 제

- 2003년

노동멍에는 민주적

인사화블옥표호영기

정

대동소이하다는 평가틀 양 -사회주의적 공엉화흘 목표

응

로 하는 염으료 중국， 에트

계내 구조연에서 중국 노통 - 국가애 의한 노동애치제을
엉보다선진적

1 978년 사회주의 노동엉 제

예기하고 자유로운 근로계
약제융 계액하고 해고제도

인정

냥과근본적차이존재

- 자유 큰료계약 부인‘ 노동혀
배치제도유지
← 노동시장의존재용부인

.1 977년 지 정‘ 1999년 수정으
로 이릎 시 71 에 토 >1 볍옵 쩨

갱
- 일판원 토지엉이 없고 헌엉

- 1 993 년 제갱， '''''년 개정
토

- 소유권과사용권이 분리되

시

어 있고 시용권확장으로 대

엉

셰효과누컴
- 토지잉은유영무성한상태

국가소유와 협동단셰 소유

과 인엉용칙， 토지관리엉 등

만 인정하여 개인의 토지소

에분산규정

유힐부인

토시소유권과사용권분리

토지사용셰도도 딴전외어

현재까지 도시 토지사용권

있지않았으나， 7. 1 조치이

거혜만 허 용되었으나， 2 여”

후 국유토지에 대한 토지사

년부터 농촌토지 시용권지

용료용 양기 시작하여 소유

래도허용

권과사용권분리
-최근 부동산관리법은 토지
엉 확정}과 판련이 있는 것으
로명가잉

중국은 토지엉에 있어서

• 엉제화 수준응 가장 선진적
명

이나 엉 큐엉이나， 영 관념
및 관행이 중국애 미치지 옷
함

>i

'1 적인연화샤예상

- "-시엉。1 나 노동엉 등 기타

- 농엉토지의 사용권 거래등

기본엉 명제는 부운영로 갖

합엉화함으로써 내수 시상

추어져 있으나 사회주의 계

의 안성화융 기대하여 영설

획경제에서 내용적 연화증

공히모든토지의거래융허

도요하는수준잉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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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되어 부운영 엉제화 정도는 기타 국가틀에 뒤처지는 않는 상황이 되었으나， 애개 엉들
이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복무한다는 원칙올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한져는 분명하
다 다만 북한의 법들이 사회주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으나 적용 과%써 서 과거에 비해 시장

경제에 조용히는 이중성도 었다는 점은 향후 개혁 개방 전망에 부합하는 요소랴고 할 수
있을것이다

IV. 북한의 거시정제 운용 기초의 진통과 북한 정제법 제， 개정의 이
중성

1

거씨경제 운용 기조의 이중성

북한 갱제가 구획화된(compartmcnta li ze이 경제라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당군경제

와 일반정제로 구획화왼 정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미의 순환 고리플 가진 국민경제라는
것을 상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북한의 당군경제는 그 실상이 쩡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고 그 비중이 전제 경제의 3 11-θ% 사이를 정항 것이라는 중언과 이들 바탕으로 한 추정
사료틀로 그 규모가 추론되고 있을 따픔이다 따라서 북한 경제율 보는 데서 구획현상응
고려하지 않고 특정 현상에만 초정을 두연 국가 정책이나 정제 추세 변화에 대해서 일연적
인 인식에 그치기 업다 일얀경제 부운에안 초접을 맞추연， 북한이 시장경제로 전환했다고
흥분하다가도 계획 정제의 잔재을 확인하고는 시장흉서 제제로 회귀한 듯 실망하게 아련이
다 을론 당군경제만올 보연 북한은 한번도 구제제에서 이당한 적이 없는 청용성같은 셰잉
정제이다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기 식 명론이 횡행한 이유이다 상식과는 달리 북한은

7. 1

경제개혁조치를 실시하면서 동시에 국방공업올 강화하는 조치를 공묘해왔다 당시 우리는
북한의

7. 1 조치나 신의주

개방， 개성공업지구 지정 퉁의 민간부문의 개혁과 개방에만 관

싱을 집중하였기 때문에 북한 경제가 마지 시장경제화하고 있는 듯이 흥분하였다 이등해
북한이 선군정제노선을 정식화하고 국방공업 우위 노선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기 시작하
자 다시 개혁 퇴행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그러나 그 시갱에는 박봉주 총리가 개혁 조치를
추가 제기하연서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응에도 울구하고(한기범

2009. 174- 185) 국방

공업 우위 노선에 가려져 개혁 조치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가 혼히 아는

7. 1 조치는

인간 경제 부문에서 스탈린식 울랑 공급제 사회주의 세제

북한의 경제법제와 거시경제정 책의 이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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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탈띠하고 유용， 가격， 재정 등 경제 전 분야에 걸쳐 가격 지요행 사장정제 제제를 착근시
키고자 한 시도였다 그러나 그것은 일연적 인식으로서 그 이변에서 계찍과 명령방식이라는
기존의 운영 제제를 고수하는 국방공엉과 당군경제 부운。1 일반정제부분과 동시에 그리고
독자적으로구획되고있었응율간과해서는안된다

앞서 보았듯이 북한은 화예 개혁 등 다양한 시장 흉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최근의 시장
통제는 그러나 개혁이 체제 안정융 위협하여 시장화를 후퇴한다는 정흥적 사회주의 개혁론
의 진퇴론{osci l1 ation)에 따른 것안이 아니라， 대외 관계의 악화가 개혁 효과플 반갑시키고
절과적으로 시장이 구애혁올 상실함으로써 앙시장으로 비정상화되는 것을 사전에 자단하
기 위한 초지라는 성격올 동안하고 있다 필자는 션자를 강조하는 견해보다는 후자의 에카
니즙이 북한상횡을 설영 δ}는 예 더욱 적실하다고 보고 있다
즉오랜 대북져 재와 남북관계의 악화에 따른생부쪽으로 국가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고

인을레와 이에 따른 환융 쪽풍이 심화되며 연쇄적으호 일반 주민들의 구매력 저하 현상이

일상화되는 둥 일반경제 부문의 거시 경제에 울안정이 심화되사 복한 당국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죠정 수단인 시장용제가 재웅장했다는 것이다 외환 시장에 개입해 환융을 안정시
키는 둥과 같은 금융적 조정 수단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의지항 수 있는 경제
조정 수단은 현을경제적 용제이다 결국 시장용제 더 정확히 말하연 소비홍제흉 흉해 안정
화를 이루고자 하는 북한 당국의 개입 방식이 싱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화예 개혁 둥과 감
은 행갱 유사 수단이 동원되긴 했지만 아직은 북한이 90년대 중안과 같이 전연적인 현울경

제로의 회귀를 선언하지는 않고 있다는 정은 다행스러운 정이다 시장홍제에 대한 에토릭
과는 달리 여선히 시장 거혜를 인용하는 식의 초정책을 취하고 있다는 정황이 유력하기 때
문이다 따라서 현 국연융 계획 복귀 시도로 보기보다는 초정국연이자 제재에 대한 지구책
으로 보는 것이 더 적섣하다는 것이 엘자의 딴단이다 이강은 시 각은

7 . 1 초지에써

시작왼

구획 디자인올 완전히 에기하지 않는 한， 복한당국은 대외관계와 여건이 허락'f-는 시껑이
되연 다시 시장 현상을 횡용할 것이라는 전망인 생이다
요컨대 복한 당국은 두가지 이유 때문에 일연 홍제와 일연 개혁이라는 양날개식 경제 운

용을 지속하는 것으로 용 수 있다 그 하나는 구획정제 디자인 즉 당군경제와 일반경제의

이중적 운용이라는 측연 때운이다 다른 하냐는 제재에 대한 조정이라는 측연 때문이다 전
자는 복한 당국의 거시정제운용이 전향적으로 시장화되지 않는 내생적 연수이고 후자는
거시경제정책이 이중적으로운용되는 외상적 연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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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저업개정의두앙상

북한의 경제법제 개혁이 부문별로 지속되고 있지만 통시에 형식상에서 는 보수성의 러1토
릭을 구사하고 있는 이중성 역시 아와 용일한견지에서 해석항수 있올 것이다
먼저， 전자 즉 거시경제의 구외경제 현상에 주옥해보자 북한에 당군 경제가 남아 있는 한

모든 일반 경제는 당군쩡제의 후순위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제 엉제들이 일반경제를 겨낭
하고 있겠지만 엉 제정 역시 이강은 순위의 문제를 내재적으로 반영하지 않을 수 없올 것이

다 결국 북한 경제법등이 일반경제의 휠성화블 위해 사적 자치와 시장 요소를 강조하연서
도 이틀 전적으로 당지하는 데 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는 정융 알수 있다
동시에 제재 국면의 지속은 제제 유지 요소를 강조할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외 관계의 확
대릅 정성히 요하면서도 이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정계를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이 는 후자
즉 북한의 거시경제정책이 제재에 대한 초정 국연을 상시적으로 도입하게 만드는 요소로
된다 정국 북한의 법제 역시 이같은상황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같은 논의흘 전제로 북한 법제가 개혁을 장려하고 또 이를 견제 õf.는 두 측연올 각각
살펴보도록하자
언저 복한 정셰가 정제엄 개정을 용해 개혁을 장려하고 개혁 의지를 드러내는 측연을 보

도록하자

사실 %년대 이후 헌업에서부터 형업， 행정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법제에서 시장 경제
현상을 반영한 입법화가 시도되어 왔다 헌법에서는 원가， 가격， 수익성 개념이라든가， 소유
권의확대규쩡퉁다양한형태의소유권，접유권확대플예비하는규정이쩨정되어왔고이
에 조용하여 가족염， 상속법 등 사엉 관련 엉제， 중앙은행법， 상업은행엉 둥 금융판련업제 ，
외국인투자법 등 외국인투자관련 엉제 동 다양한 부문 엉제를 쟁비하여 부운별 기본법을

제정혜 왔던 것이다 이는 그 내용의 개혁성 외에도 법에 의한 용치를 강화해나가야 한다는
띨요성에서 볼 때도 고우적인 것이었나
영치의 관점에서 보면 특히 형사엉제의 정비는 배우 두드러진 조치이다 형엄에서 유추해
석 원칙을 삭제하고 죄형법정주의플 도입한 것은 인권 보호에 매우 중요하고， 국제사회의

인권개선을촉구하는앙혁에 대한반웅으로도중요하다 동시에 경제형엉의 구성요건을명
확히 한 것은 엉죄 유형융 사전에 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안정생 실현에도 적합한 것
이다 정제형엉의 연화는 북한의 경제엉제 연화어 서 애우 고무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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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연 민법의 경우 공엉적 성격을 완화시키 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그 개핵 속도는 느린

연이다 그러나 민법융 포함하여 전제적인 경제 사법이 사엉적 성격을 강화하고 특히 상속
법은소유권의 상속응 가능케 하는 엉지 인 만큼 엽 제정 자제가 갖는 개혁적 의이가 중요하
다하겠다

한연 손해보상명， 상엉빙， 농업법 등은 시장 확산과 시장을 흉한 생계 유시 현상을 반영
하고 소유권 보호 엉혈의 의미블 지니 E 있어서 자본주의 경제 원리의 부분적 인정이라고
환만한 내용이다 특히 회계엽， 화예유흥법， 재정법， 중앙은행엽， 무역법， 국가예산수입멍에
이어 2006년에 용과왼 상업은행엉 퉁 재정 금융 관련엽은 시장 경제회에 애우 큰 기대릉 갖

게 하는 범제틀이다 전반적으로 북한의 금융개혁이 중국의 80년대 중후반 수준이나 중국
식 개혁의 방식올 뒤따르고 있는 점은 분영하다는 점 역시 새겨보아야 한다 경제난 악화와
째정적 부당 매문에 실효성에 의문이 있지만 장애자보호법， 인민보진법 등 사회보장관현
업룡이나 환경관련 법률도 제정되고 있는 정 역시 간과해서는 안된다 한연 그 실효성 논란
율 제한다연 경제특구 관련 법령과 냥북교류협력법 역시 선진적 내용임은 부인할수 없다
다음으로는 북한 당국의 반개혁적 의사가 갑지되고 있는 촉연이다
정치적 제제 연혀。1 경제 개혁에 선행되거나 최소한 동시에 추진되어온 옹구와는 달리 북
한의 경우 정치 체제에는 변화가 없다 오히려 선군 정치를 표방하여 경제 개혁보다는 체제
안정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의 법제 연화에서 진실성을 발견하기
어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또한 북한어 서 엉우생활론융 내거는 퉁 볍지가 강화되고 있다지안 성문염의 역할이 당
강령이나 규약 그리고 최고 지도자의 교시에 뒤 처지는 상황이 지속되는 등 비실정법을 위
주로 하는 ‘엉원(i!i않)의 우선 순위 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권력 당국의 자의성이 개잉항

여지는 상존하고 있다 이에 더해 묵한 당국은 모든 기본엄어 서 영시적으로 사회주의 계찍
경제질서의 고수 의지플 g현하고 있다 않은 신규 싸 개정냉에서 시장 경제적 현상을 반영
하더라도 안드시 사회주의 계획경제짙서 유지랴는 규정을 삽입하여 용제의 의지를 표영하
고 있다 예를 을연 ^J업영에서 개인 상거래 활성화조치를 취하면서도 ， 이와 병행하여 국가

가개인영엉활동을관리 흥제할수있는 근거를동시에마련하는둥과같은식 이 다
인엉에서도 북한은 A싸화법융 공식적으로 엽영화하지 않은 상태이고 당분간은 시유화
법제률채택항의지가없는상태로보인다 일부정유권의확대현상이있었으나본격적인사

유화관련 업저는 도입되지 않고사유화등 추진한다는확고한의지가 전달되지 않고 있다
경론적으로 보연 히한의 법제 는 다부문에서 정비되고 있으나 운영 주제로서의 사영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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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과정이 병행되지 않고 있는 둥 체제 전환국의 기본적 원칙의 실현을 위한 사엉 제도의
제도적 개선이 미비하다는 점은북한의 영제 정비에 마이너스 효파플 낳고 있다

V. 절론
욱한의 경제법제는 시장화 혹진과 제재 단속의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특정이 있다 %
년대 이후 제정 정비된 북한의 법제는 대체로 %년대 이후 북한”서 시작왼 자생적 시장화

를 엉룡화하는 경향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법제화가 개혁융 선도하기보다는 대부분의 기
본법제들이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복무한다는 규정을 삽입 S↑는 풍 제제 유지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향도 판찰외고 있다 이는 앞서 온 것과 같은 두가지 요소 즉 구회경제 디자인
이라는 내생적 요소와 대북 제재라는 외삽적 요소의 작용에 따른 거시경제정책의 이충성융

엽’ 가반영하는것이랴하겠다
한연 비교법의 관점에서 보연 북한의 경제(관련)엉 영역의 경우， 엉제의 연화수준이 중국

이나 에트남의 개혁 초기 단계잉올 알 수 있다 현재의 북한 엉제가 연회녕 수용하는 측연
과 연화를 저지하는 측연 앙자 모두툴 지닌 전시용 법제임올 강안하더라도， 북한 엉제가 에

트남과 중국의 초기 국연융 뒤따트고 있다연 그것이 중국이 나 에트남의 법제 방전파정에
서 나타난 역사적 경로률 유λ야}게 반복항 가능성 또한 무시할 수 없올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북한엄에 대한 연구가북한 제제의 역사와 현실을 보여주는 방업론이 휠 수 있다는 희
망이되기도한다
그러나 입헌주의적 법치가 확립되지 않은 북한의 엉융 보고 현성을 추정하는 방엉롱의

한계는 분영하다 특히 성운법의 역할이 당 강령이나 규약 그리고 최고 지도자의 교시에 뒤
처져 있는 상황이 지속되는 상태에서 법무생황에 대한 강화라는 북한의 주장에 기대어 엉
제를 현실로 치환하는 것은 레토릭과 현실을구분하지 뭇하는 오류플 벙하기 쉽다
다만 북한 당국의 구획경제 디자인과 이로부터 연유히는 거시경제정책의 이충성에 기반
해서 추론한다는 것융 전제로 할 때， 기타 영역에 비해 선진적인 법제화의 정향이 높은 경제
영에서안큼은 북한 당국의 의도를 주흔하는 것이 방법흔적으로 시도해볼 만한 것이라는
정이 본 연구가 초심스럽게 던지는 잠정척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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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scillation ofthe Macro Economic P이 icyand

Rule by Law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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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ly Enacled Jaws conceming economic syslem in North Korea have mutually conflicting implication. First of all , socialist principles are 51ill stressed and directly prescribed in the
provisions ofthe Jaws. Simultaneously, rnany clauses ofthem indirectly imply marketization
is inevitable, which could be accelerated by enforcing 'rule by law' pπnoo 이e，
Intercstingly NK"s macro cconomi c policie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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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e dual im이 cati on 100. Co mpart-

memali zed economic syslem in NK have fundamentally two kinds of macro economic policy orientations, onc ofwhich is market friendl y and the other, for socialist regime survi、이
Thi s paper shows the relationship between law in change and economic policies in osci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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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is thal connadiclory provi sions ofthe laws are the

miπ'Or

image ofthe

conflicting macro economic policy orien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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