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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지금은 대북 경제제재로 북한의 문이 닫혀 있지만,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남북간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다. 이에 미리 대비하기 위하여 남북한 당사자 간의 분쟁해결 방안

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역대 정부마다 통일을 위한 중간 과정의 하나로 남북

경제공동체를 제시했다. 2005년에 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관계발전

법”) 제7조 제1항은 “정부는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통하여 남북경제공동체를 건설하

도록 노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3월 1일 3.1절 기념사를 통

해 발표한 ‘신한반도체제 구상’의 핵심 개념은 평화공동체와 경제공동체다.1)

우리나라 기업이 북한 기업과 계약을 체결했을 때, 북한 기업이 계약 내용대로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떠한 구제수단이 있는지, 분쟁을 어떻

게 해결할지가 중요하다. 남북한 경제 협력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재(arbitration)

를 활용해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남북 간에는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등이 체결되었다. 이에 따라 설립이 추진되었다가 중단된 ‘남북상사중재위

원회’가 설립된다면 이곳에서 중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성공단에서의 ‘남북상

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에 따라 설립이 추진되

었다가 역시 중단된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가 설립된다면 이곳에서 중재를 할 수 있

을 것이다. 만약에 ‘남북상사중재위원회’ 또는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가 계속 설립되

지 않는다면,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에 따라서 2003년에 설립된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

에서 중재를 할 가능성을 타진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남북한 경제협력에 관계된 법률과 남북간 합의서 등을 분석하고, 북한의 외

국인 투자에 관계된 법률들과 비교 분석하여, 북한의 외국인투자법 및 대외경제중재법이

우리나라 기업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고찰한다. 남북한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북

한의 대외경제중재법의 개선방안을 살펴본다.

제II장에서는 북한의 외국인 투자 관련 법률들의 적용범위를 분석하였다. 북한의 법률에

서 우리나라를 지칭하는 용어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에 적용될 수 있는 법률들과

우리나라 이외의 외국 기업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북한의 법률들을 비교해 보았다. 제III

장에서는 우리나라와 북한의 경제협력과 관련한 북한의 북남경제협력법과 남북 간에 체결

한 경제협력 합의서들 및 중재위원회 설립을 위한 합의서들을 검토하였다. 남북한 당사자

간의 중재의 특수성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제IV장에서는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과 북한

1) 한명섭,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가능성 및 공법적 과제”, 북한법연구 제22호, 2019, 44~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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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국제 중재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Ⅱ. 북한의 외국인 투자 관련 법률

1. 북한의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제정법

북한은 시장 개방을 위해서 아래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국인 투자 관련 법률들

을 대폭 정비했다. 북한은 1984년에 합영법을 제정하여 북한에 우호적인 국가와의 교역과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고 했다. 이후 1992년에 외국인투자법을 제정하여 외국인 투자의

기본적인 체계를 갖추고, 이어서 1993년에는 자유경제무역지대법,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을

제정하여 경제무역지대를 개발하려고 했다. 국제 분쟁의 해결 필요성이 발생하여 1999년

에 대외경제중재법을 제정했다. 2002년에는 금강산관광지구법(現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개성공업지구법을 제정하여 남북 경제협력을 강화하려고 하였다.

북한은 싱가포르를 포함한 24개국과 양자간 투자협정을 체결했다.2) 이들 투자협정에서

분쟁해결방식으로 투자자와 국가 간 중재 ISDS(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를 수용

했다.3) 북한은 2019년에 유엔 국제물품매매협약(CISG)4)에 가입해 2020년 4월 1일부터

CISG가 북한에서 발효되었다. 우리나라와 북한 모두 CISG 가입국이므로, 우리나라 기업

과 북한 기업이 체결한 국제 물품매매거래계약의 준거법은 CISG가 적용된다. 향후 CISG

가 북한 국내법 개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 유엔 무역 개발 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 자료에 따르면, 북한
은 2020년 5월 20일 기준으로 총 24개 국가와 양자간 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ies)을 체결했다. 이
중에 덴마크, 말레이시아, 체코공화국, 이집트, 스위스, 태국, 이란, 중국, 러시아, 싱가포르 등 15개 국가와의
양자간 투자협정은 발효되었다. 그러나 불가리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베트남, 몽골 등 9개 국가와의 양자
간 투자협정은 아직 발효되지 않았다.
https://investmentpolicy.unctad.org/international-investment-agreements/countries/110/korea-democratic-people-s-repu
blic-of [최종접속 2020년 5월 20일]

3) 신희택 무역위원회 위원장, “[다산 칼럼] 南北 경제교류, 분쟁해결제도 정비부터”, 한국경제신문 2018년 8월
12일자. 양자간 투자협정에 ISDS 조항이 있는 경우, 외국의 투자자가 상대방 국가의 법령이나 정책 등으로
인하여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투자자가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나 유엔국제상거래법위
원회(UNCITRAL) 등 양자간 투자협정에 명시된 국제중재기관에 해당 국가를 상대로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4)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가 성안하고, 국제연합(UN)이 1980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채택을 결의했다. 2020년 4월 15
일 기준으로 93개국이 CISG에 가입했다.
https://uncitral.un.org/en/texts/salegoods/conventions/sale_of_goods/cisg/status [최종접속 2020년 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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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북한의 외국인 투자 관계 법령

법령 제정 최근 개정

합영법 1984년 9월 8일 2011년 11월 29일

합영법 시행규정 1985년 3월 7일

외국인소득세법 1985년 3월 7일

외국인기업법 1992년 10월 5일 2011년 11월 29일

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 2000년 10월 27일 2005년 8월 1일

외국인투자법 1992년 10월 5일 2011년 11월 29일

합작법 1992년 10월 5일 2014년 10월 8일

합작법 시행규정 2000년 3월 11일 2004년 12월 28일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1993년 1월 31일 2011년 12월 21일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시행규정 2002년 6월 14일 2002년 12월 26일

자유경제무역지대법 1993년 1월 31일

라선경제무역지대법 1993년 1월 31일 2011년 12월 3일

토지임대법 1993년 10월 27일 2011년 11월 29일

토지임대법 시행규정 1994년 9월 7일

외국투자은행법 1993년 11월 24일 2011년 12월 21일

대외경제계약법 1995년 2월 22일 2008년 8월 19일

대외경제중재법 1999년 7월 21일 2014년 7월 23일

외국인투자기업파산법 2000년 4월 19일 2011년 12월 21일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 2002년 9월 12일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舊 금강산관광지구법) 2002년 11월 13일 2011년 5월 31일

개성공업지구법 2002년 11월 20일 2003년 4월 24일

북남경제협력법 2005년 7월 6일

외국인투자기업재정관리법 2008년 10월 2일 2011년 12월 21일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 2009년 1월 21일 2011년 12월 21일

외국투자기업등록법 2009년 8월 4일 2011년 12월 21일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 2011년 12월 3일

*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www.unilaw.go.kr); 장명봉, 2018 최신 북한법령집 , 북한법연구회, 2017년 11월을 근거
로 작성

2. 북한의 외국인투자법

향후 북한이 경제개방을 한다면, 교역 뿐 아니라 북한의 열악한 사회기반시설의 개선을

위해 엄청난 규모의 토목, 플랜트 사업이 이어질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 뿐만 아니라 중

국, 미국, 러시아, 일본 등 외국기업들도 북한에 직접투자를 할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투

자자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보호 장치가 확실해야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자유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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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투자할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이 북한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북남경제협력법과 남북 간에 체결한 합의서

등이 적용된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이 북한에 투자하는 경우에 관련

법령으로 북한의 외국인투자법, 합작법, 합영법, 외국인기업법 등이 있다.

북한은 1992년에 외국인 투자 관련 기본법으로 외국인투자법을 제정했다. 1992년 10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9호로 제정했고, 이후 5차례 개정을 거친 후, 현행

외국인투자법은 2011년 11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994호로 제6차 개정

을 했다.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은 구성과 내용적인 측면에서 북한의 외국인 투자 관련 기본법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은 북한의 합영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과 구성

과 내용상 중복되고 있는 사항들이 많고 특이점이 그다지 크지 않다.5)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은 제2조에서 외국투자기업, 외국인투자기업,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 외국기업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6) 북한의 외국인투자법 제4조는 “국가는

외국투자가의 합법적인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며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투자은행의 경영활

동조건을 보장하도록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8조는 “장려하는 부문에 투

자하여 창설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소득세를 비롯한 여러가지 세금의 감면, 유리한 토지리

용조건의 보장, 은행대부의 우선적제공 같은 우대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표6>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에 따른 외국투자기업 분류

투자 운영

외
국
투
자
기
업

외국인
투자기업

합작기업
북한측 투자가,

외국측 투자가 공동 투자
북한측이 운영

합영기업
북한측 투자가,

외국측 투자가 공동 투자
공동 운영

외국인기업 외국투자가 단독 투자 외국투자가 단독 운영

외국기업
북한에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북한의 투자관리기관에 등록해

북한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외국의 기업

5) 장원규, 북한의 투자보장과 분쟁해결 법제연구: 국제사회 규범과의 정합성 (통일법제연구 19-18-1-02), 한국
법제연구원, 2019년 9월, 78면

6) “외국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이다(외국인투자법은 제2조 제3호).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북
한에 창설한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이다(동조 제4호). “합작기업”이란 북한측 투자가와 외국측 투자
가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북한측이 운영하며 계약에 따라 상대측의 출자몫을 상환하거나 이윤을 분배하는 기
업이다(동조 제5호). “합영기업”이란 북한측 투자가와 외국측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공동으로 운영하
며 투자몫에 따라 이윤을 분배하는 기업이다(동조 제6호). 합작기업과 합영기업 모두 북한측 투자가와 외국
측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지만, 합작기업은 북한측이 운영하며, 합영기업은 북한측과와 외국측이 공동으
로 운영한다. “외국인기업”이란 외국투자가가 단독으로 북한에 투자하고 운영하는 기업이다(동조 제7호). “외
국기업”이란 북한에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북한의 투자관리기관에 등록해 북한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외국의
기업이다(동조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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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외국인투자법에서는 특별히 정한 법규에 따라 투자, 생산, 무역, 서비스와 같은

경제활동에 특혜를 보장되는 지역으로 특수경제지대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제2조 제10

호). 특수경제지대에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은 물자 구입 및 반출입, 제품판매, 노동자 채

용, 세금납부, 토지이용과 같은 부문에서 특혜적인 경영활동 조건을 보장받는다고 규정하

고 있다(제9조). 또한 외국투자가들의 입출국 편리가 보장된다(제10조).

3. 북한의 특수경제지대에 관한 법률들

북한의 특수경제지대에 관한 법률로는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라선경제무역지대법, 황금

평 위화도경제지대법, 경제개발구법이 있다.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은 투자가가 투자한 자본과 합법적으로 얻은 소득, 그에게 부여된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경제활동 조건의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북한은 1993년에 나선경제무역지대를 디자인하는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을 제정했지만 별

다른 성과가 없었다. 나선경제무역지대는 두만강과 동해가 만나는 곳에 위치해 있다. 나진

항을 중심으로 나진시와 선봉군을 합쳐 만든 곳이다. 북한, 중국, 러시아 3개국에 인접해

있다. 나진 시내에서 중국 국경까지 53km, 러시아 국경까지 54km 거리다. 수심 12.5m의

나진항은 천혜의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10시간 이내에 우리나라와 일본의 항만들과

연결될 수 있다.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할 수 있는 거점이다.7)

2010년에 북한은 나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위화도 경제지대를 중국과 공동으로 개발

하기로 약정하고, 중국과 <중조양국정부가 나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위화도 경제지대

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발전시킬 데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북한 정부는 나선을 특별시로

지정했다. 2011년에는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을 개정하고,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을 제정했

다. 황금평·위화도는 압록강과 서해가 만나는 곳에 위치해 있다. 그런데 이들 각 경제특구

법의 투자당사자에 우리나라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8)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은 경제무역활동과 관련한 심의·승인절차 간소화, 하부구조시설과

공공시설에 대한 특별허가경영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특혜관세, 기업 소득세 감면, 토

지이용 관련 특혜, 개발기업 특혜, 재투자분에 해당한 소득세 반환, 편의보장 등을 규정하

고 있다.9) 뿐만 아니라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은 행정소송을 도입했다. 라선경제무역지대법

제83조는 “분쟁당사자들은 경제무역지대의 관할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경제무

역지대에서의 행정소송절차는 따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7) 송영길 국회의원, “[기고/송영길]나선경제특구를 활용한 평화협력 방안 마련해야”, 동아일보 2018년 9월 11일자
8) 한명섭,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가능성 및 공법적 과제”, 북한법연구 제22호, 2019, 71면
9) 장원규, 북한의 투자보장과 분쟁해결 법제연구: 국제사회 규범과의 정합성 (통일법제연구 19-18-1-02), 한국
법제연구원, 2019년 9월, 69~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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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중국은 나선자유무역지대의 기초건설에 20억 위안을 투자했다. 북한은 나선항

제4호, 제5호, 제6호 항구에 대한 50년의 사용권을 중국에 양도하고, 중국은 도문시와 나선

항구를 잇는 철도건설 사업 및 공항과 화력발전소 건설 등 프로젝트를 담당하게 되었다.

2014년까지 나선경제지무역지대에 등록된 외자기업은 모두 150개, 투자액은 4.1억 유로

에 달하고 중국 투자기업이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외국 자본의 99%를 중국에서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016년 말부터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불러일으키고 나선경제

무역지대의 운영에도 영향을 주었다. 나선경제무역지대는 설립한지 20여년이 되었지만 현

재는 거의 휴업상태에 이르렀고 소상인들만 남아있는 상황이다.10)

4. 북한의 외국인 투자 관련 법률의 적용범위

(1) 북한의 외국인 투자 관련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적용범위

북한에 외국인 투자 관계 법률이 많이 제정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에 적용되는 법

률도 있고, 우리나라를 제외한 외국 투자자에게만 적용되는 법률도 있다. 이렇게 법률 적

용에 있어서 우리나라를 특별 취급하고 있다. 아래 <표3>은 각 법률들의 적용범위에 관련

된 조항들을 정리한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에게도 적용되는 것이 명확한 법률로는 금강산

국제관광특구법(舊 금강산관광지구법), 개성공업지구법, 북남경제협력법이 있다. 나머지 다른

법률들은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도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표7> 북한의 외국인 투자 관계 법령 적용범위

10) 김미란, “북한나선경제무역지대 투자분쟁해결에 관한 연구 - 중재의 실효성을 중심으로”, 홍익법학 제19권
제3호, 2018, 328~329면

법령 조문 적용 대상

합영법
제2조(합영의
당사자)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

외국인소득세법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 안에서 소득이

있는 외국인

외국인기업법
제6조(법의
적용대상)

정해진 지역에 창설 운영되는 외국인기업

외국인투자법
제2조(용어의
정의) 제2호

우리 나라에 투자하는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

합작법
제2조(합작의
당사자)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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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측”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개성공업지구법, 북남경제협력법에서 “남측”이라고 규정한 것이

우리나라 기업을 의미하는 것이다.

(3) “해외 동포”

“해외동포”(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개성공업지구법),

법령 조문 적용 대상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제6조(적용대상)
우리 나라에서 경제거래를 하거나 소득을 얻는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 해외동포

자유경제무역지대법 투자가

라선경제무역지대법 제4조(투자당사자)
세계 여러 나라의 법인이나 개인, 경제조직
우리 나라 령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

토지임대법 제2조(토지임차자) 다른 나라의 법인과 개인

외국투자은행법 제2조
외국투자가, 외국투자은행, 합영은행, 외국인은행,

외국은행지점

대외경제계약법 제1조 세계 여러 나라들

대외경제중재법
제5조(중재의
당사자)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 외국인투자기업, 공민

외국인투자기업파산법
제7조(법의
적용대상)

외국인투자기업, 외국투자은행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

제29조 투자가들

舊 금강산관광지구법 제21조
남측 및 해외동포,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

경제조직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제4조
다른 나라 법인, 개인, 경제조직, 남측 및
해외동포, 공화국의 해당 기관, 단체

개성공업지구법 제3조
남측 및 해외동포,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

경제조직들

북남경제협력법 제3조(적용대상)
남측과 경제협력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
북측과 경제협력을 하는 남측의 법인, 개인

외국인투자기업재정관
리법

제10조(법의
적용대상)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 합영은행,
외국인은행, 지사, 사무소, 대리점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 제8조(적용대상)
합영기업, 합작기업, 외국인기업, 외국인투자기업,

외국투자은행, 외국기업

외국투자기업등록법 제1조 외국투자기업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

제4조(투자당사자)
세계 여러 나라의 법인이나 개인, 경제조직
우리 나라 령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

출처: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www.unilaw.go.kr); 장명봉, 2018 최신 북한법령집 , 북한법연구회, 2017년 11월 등을
근거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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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령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라선경제무역지대법, 황금평 위화도경제지

대법)에는 미국 국적의 재미교포, 중국 국적의 조선족 동포, 일본 국적의 재일교포, 러시

아 국적의 고려인 동포 등의 한민족 동포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대한민국 국

민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4) “다른 나라”,“외국”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합영법, 합작법, 토지임대법), “외국인”(외국인소득세법),

“외국인기업”(외국인기업법), “외국투자가”(외국인투자법, 외국투자은행법), “외국인투자기

업”(외국인투자기업재정관리법,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 외국투자기업등록법, 대외경제중재

법, 외국인투자기업파산법)에는 우리나라 기업 또는 우리나라 국민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란 외국투자가가 경

제활동을 목적으로 북한에 재산이나 재산권, 기술비결을 들여오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1

호). 북한의 외국인투자법 제2조 제2호는 “외국투자가란 우리 나라에 투자하는 다른 나라

의 법인, 개인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 조항의 “다른 나라”에 대한민국이 포함

되지 않는다고 해석이 일반적이다.11)

북한의 경제개발구법에도 북한의 외국인투자법 제2조 제2호와 유사한 문구가 있다. 경

제개발구법 제5조 제1항은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과 경제조직, 해외동포는 경제개발구에

투자할 수 있으며 기업, 지사, 사무소 같은 것을 설립하고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20조는 “다른 나라 투자가는 승인을 받아 경제개발구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기관, 기업소도 승인을 받아 경제개발구

를 개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다른 나라”에 대한민국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즉, 북한의 경제개발구법에서 개발업자와 투자가의 범위에

우리나라 국민이나 회사는 포함되지 않는다.12)

(5) 민족 내부의 거래

북한의 헌법 제9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

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

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문에서 “공화국 북반부”라는 표현은 결국 남북한 모두를 합한 것이 공화국, 즉 북한

을 의미하는 것이며, 우리나라는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로의 통일 대상이라는 뜻이다.13)

11) 박승일·만연교, “북한의 외국인 투자법제 현황과 과제 – 중국의 외국인투자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일
감법학 제43호, 2019, 104면

12) 한명섭,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가능성 및 공법적 과제”, 북한법연구 제22호, 2019, 72면



仲裁硏究 第30卷 第2號100

북한의 헌법 제9조는, 우리 헌법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영토조항에 상응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

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남북관계발전법 제3조 제2항에도 “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991년에 체결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서문에서

“남과 북은 ...(중략)...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

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라고 천명하고 있다.

2000년에 체결된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

에 관한 합의서> 등 남북 4개 경제협력 합의서는 모두 남북 간 경제교류와 협력이 “나라

와 나라 사이가 아닌 민족 내부의 거래임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서문을 공통적으로 가

지고 있다.14) 이렇게 우리나라 기업과 북한 기업 간의 거래를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민족 내부의 거래”로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북한 법률상 “다른 나라” 또는 “외국”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Ⅲ. 남북 상사중재

1. 북한의 북남경제협력법

개성공단은 2000년에 착공하여 2004년에 건설을 완료하게 되었고, 2005년부터 우리나

라 기업이 개성공단에 입주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2005년 7월 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

회 정령(제1182호)으로 북남경제협력법을 제정했다. 우리나라 기업이 북한에 투자할 때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법이다. 경제협력의 승인, 출입국, 재산권 보호, 근로자 채용,

물자 반출입 승인, 관세, 세금납부, 보험가입, 결제방식 등 남북경제협력 전반을 규율하고

있다.

북남경제협력법 제3조는 “이 법은 남측과 경제협력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적용

한다. 북측과 경제협력을 하는 남측의 법인, 개인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우리나라 주민과 접촉하려면 우리나라의 남북

13) 한명섭,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가능성 및 공법적 과제”, 북한법연구 제22호, 2019, 67~68면
14) 조영승, “남북 4개 경합의서의 공법 검토 -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효력 및 민족내부거래성을 중심으로”, 공
법학연구 제20권 제2호, 2019, 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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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는 북남경제협력법에 따라 북한 당국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북남경제협력법 제10조, 제11조). 우리나라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상응하는 북한의 법이 북남경제협력법이지만, 북남경제협력법은 규율 대상을 경제협력 사

업으로만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15)

북남경제협력법 제27조는 “북남경제협력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

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북남사이에 합의한 상사분쟁 해결절차로

해결할 수도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북남경제협력과 관련된 분쟁해결방안을

예시적으로 열거한 선언적 규정이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이나 주민이 북한 지역에 진출할 경우 적용되는 북한의 법률로는

북남경제협력법 이외에, 경제특구 관련법에 해당하는 개성공업지구법과 금강산국제관광특

구법이 있다.

2. 4대 남북한 경제협력 합의서

2000년 6월 15일 평양에서 가진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로 6·15 남북공동선언이 있었다.

이어서 2000년 12월 16일에 ①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②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③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합의서>,

④ <남북사이의 청산 결제에 관한 합의서>의 4대 남북한 경제협력 합의서가 체결되었다.

이 합의서들은 각각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6월 30일에 국회에서 비준되었고, 북한에서는

2003년 7월 24일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되었다.

당시의 국회 동의안을 찾아보면, 예를 들어 ‘남북사이의상사분쟁해결절차에관한합의서

체결동의안’(의안번호 160792)은 정부가 2001년 6월 1일 제출하였는데, 국회는 “헌법 제

60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한다.”라고 적시하고 있다.16) 따라서 적어도 합의문 작

성 후부터 2003년 6월 30일 까지 정부와 국회는 4개 경제협력 합의서가 ‘조약’에 해당한

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17)

우리나라에서 남북합의서의 법적 효력에 관한 근거를 부여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 29

일에 남북관계발전법이 제정되어, 200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남북관계발전법

제4조 제3호는 “‘남북합의서’라 함은 정부와 북한 당국간에 문서의 형식으로 체결된 모든

합의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3조 제1항은 “남북합의서는 남한과 북한 사이에 한하여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남북관계발전법 제21조 제3항은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15) 한명섭,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가능성 및 공법적 과제”, 북한법연구 제22호, 2019, 68면
16)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남북 사이의 상사분쟁 해결 절차 에 관한 합의서 체결 동의안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016906 최종방문일 2020. 4. 21.
17) 조영승, “남북 4개 경합의서의 공법 검토 -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효력 및 민족내부거래성을 중심으로”, 공
법학연구 제20권 제2호, 2019, 8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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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ㆍ비준

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남북관계발전법의 경과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 체결․비준한 남북

합의서는 이 법에 의한 남북합의서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남북관계발전법의 경과규

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해진 남북합의서에 대해서도 국회의 동의를 받으면 남북관계발전

법에 의해 동의를 받은 남북합의서로 간주한다.18)

3. 북한에서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의 승인 및 집행 검토

(1) 개성공단에서의 사례

현재까지 개성공단애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남북한 상사중재로 해결된 경우는 없었

고, 대부분 상호 합의로 해결되거나 남한 법원의 판결을 통해 해결되었다. 그 동안 개성

공단 분쟁은 주로 남한기업이나 주민들 사이에서 발생한 남남분쟁으로 우리나라 법원에서

다뤄졌다.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다255265 판결은, 개성공업지구 내에서 발생한

우리나라 기업들 간의 분쟁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법원에 관할권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

는 소송의 목적물이 개성공업지구 내에 있는 건물 등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개성공단 자체가 북한 영역 안에 존재하는 이상 남한의 재판권 행사 과정이나

북한에서 남한 판결에 대한 승인 및 집행을 어디까지 인정할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개성

공단 현지기업이나 북한에 거주하는 상대방에 대한 송달이나 증인소환 방법도 합의되지

않았으므로 북한당국의 승인 없이는 북한지역에서 감정 절차도 진행하기 어렵다. 또한 개

성공단 현지기업이 피고인 사건에서 중재나 재판을 통해 원고가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개

성공단에 있는 피고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의 하위 규정인 <개성공업지구 부동산 규정> 제52조는 “저당권

자는 채무자가 채무상환기간에 채무상환을 하지 못하였거나 저당자가 채무상환기간 전에

사망하여 상속자가 없을 경우 공업지구관리기관에 저당물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19) 이 규정은 위와 같이 저당권의 실행으로서의 임의경매절차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개성공업지구 현지 기업의 일반채권자가 집행하는 강제경매절차나 금전채

권 지급 외 다른 판결의 강제집행절차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20)

18) 조영승, “남북 4개 경합의서의 공법 검토 -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효력 및 민족내부거래성을 중심으로”, 공
법학연구 제20권 제2호, 2019, 80~81면

19) 북한은 2004년 7월 29일 개성공업지구 안에서 부동산의 취득과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33호에 의하여 ‘개성공업지구 부동산 규정’을 제정하고, 2005년 4월 28일에 1차 개정하
였다. 그리고 2005년 9월 1일에 개성공업지구법 및 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에 의한 경매(집행)의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는 하위 준칙으로 ‘개성공업지구 부동산집행준칙’을 제정하였다. 이 준칙 또한 저당권의 실행
으로서의 임의경매절차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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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의 대외민사관계법에 따라 북한의 법원에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을 신청하여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그런데 북한의 대외민사관계법

제59조는 “다른 나라 해당 기관의 판결을 그것을 서로 인정할 데 대한 국가적 합의가 있

는 경우에만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과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민사와 형사 사법공조에

관한 조약”(이하 “북중 민형사 사법공조 조약”)21)’을 체결하였다. ‘북중 민형사 사법공조

조약’을 참고하여, 우리나라도 북한과 ‘남북 민형사 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하도록 추진해

야 할 것이다. ‘남북 민형사 사법공조 조약’이 체결되면,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을 북한 법

원에서 집행할 수 있을 것이다.

(2) 중국에 한중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북한에 투자하는 방안 검토

우리나라와 북한이 ‘남북 민형사 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우리나라 회사가

중국 회사와 함께 중국에 한중 합자회사를 설립하고 중국 법원의 판결을 북한에서 집행을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한중 합자회사를 통해 북한에 투자하고 북한과 사업을 진행

할 때에 계약서에 분쟁해결 관할을 중국 법원으로 규정하면, 중국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

서 ‘북중 민형사 사법공조 조약’을 근거로 북한에서 집행할 수 있다.22)

북한과 중국은 ‘북중 민형사 사법공조 조약’에서 규정한 요건에 따라 체약 일방의 ①

법원이 민상사 사건에 내린 재결, ② 법원이 형사 사건 중에서 관련 손해배상에 관하여

내린 재결을 승인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본 조약에서 말하는 재결에는 법원에서 내린 조

정서도 포함된다(동 조약 제17조). ‘재결(裁决)’은 중국식 용어인데, 북한법상으로는 판결

과 판정이 이 조약의 ‘재결(裁决)’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된다.23) 이하에서는 조약에서

‘재결(裁决)’이라고 규정한 것을 ‘판결’로 해석하여 설명한다.

‘북중 민형사 사법공조 조약’ 제19조에 따르면, 판결의 승인과 집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제출해야 한다. ① 증명을 거친 오류가 없는 판결서 부본, ② 판결

이 최종적이고 집행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문건, ③ 궐석재판 당사자에 대한 송달절차에

하자가 없다는 실질적 심사를 거친 소환장 부본, ④ 소송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이 이미 합

법적인 대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문건, ⑤ 상술한 법원 판결과 문건에 오류가 없음이 증

명된 피청구 체약 일방의 언어로 된 번역문을 첨부해야 한다.

20) 황보현, “개성공단 분쟁해결 제도 정비방안 - 남북상사중재제도를 중심으로”, 중재연구 제29권 제4호,
2019, 13~14면. 김광길, “제11기 남북경협 법률아카데미(2017)강의자료집”, 남북경협운동본부, 2017.11, 139면.

21) <中华人民共和国和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关于民事和刑事司法协助的条约> 2003년 1월 1일에 북경에서 체결
되었고 2005년 8월 28일 중국 최고인민회의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었다.

22) 허욱, 대북한 투자시의 분쟁해결 방안의 모색에 관한 소고 – 북한과 중국간의 민형사 사법공조 조약을 중
심으로, 북한법연구 제22호, 2019, 236면

23) 허욱, “대북한 투자시의 분쟁해결 방안의 모색에 관한 소고 – 북한과 중국간의 민형사 사법공조 조약을 중
심으로”, 북한법연구 제22호, 2019, 2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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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중국은 각자의 법률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법원의 판결을 승인 및 집행해야 한

다. 법원은 상대방 국가 법원의 판결에 대한 승인과 집행 청구가 본 조약의 규정에 부합

하는지에 대해 심사할 수는 있으나 해당 판결에 대해 어떠한 실질적 심사를 할 수는 없

다(동 조약 제20조). 상대방 국가 법원의 판결이 승인되면, 해당 국가의 법원이 내린 판결

과 동등한 효력이 있다(동 조약 제22조).

‘북중 민형사 사법공조 조약’ 제9조에 따르면, 피청구 체약 일방이 사법공조를 제공하

는 경우에 그 국가의 주권, 안전 내지 중대한 공공이익에 해가 되거나 또는 자국의 법률

의 기본원칙에 위반되거나 청구 사항이 그 국가의 사법기관의 관할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에는 사법공조의 제공을 거절할 수 있으나 거절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또한 ① 판결을 한 체약 일방의 법률에 따라 해당 판결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거나 또

는 집행력이 없는 경우, ② 피청구 체약 일방의 법률에 따르면 판결이 관할권 없는 법원

에 의해 내려진 경우, ③ 판결을 내린 체약 일방의 법률에 따르면, 궐석판결의 상황하에

서 패소한 일방 당사자가 합법적인 소환을 받지 않았거나 또는 당사자가 소송행위능력이

없음에도 합법적인 대리를 받지 못한 경우, ④ 피청구 체약 일방 법원이 동일한 당사자

간의 동일한 소송물 사건에 대해 심리를 진행 중이거나 또는 이미 최종판결을 내린 경우

또는 ⑤ 제3국이 해당 안건에 대해 내린 최종판결에 대해 승인과 집행을 한 경우 중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승인과 집행을 거절할 수 있다(동 조약 제21조).

‘북중 민형사 사법공조 조약’에 따라서 중국 법원의 판결을 북한에서 집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기업이 북한 기업과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중국 법원에서 소송절차

를 진행하는 것이 결코 용이한 일은 아니다. 중국 법원에서는 중국어로 소송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소송절차에서 모든 서면과 증거가 중국어로 번역되어야 하고, 법정에서 변론

을 중국어로 해야 한다. 또한 중국 민사소송법에는 우리나라 민사소송법과 다른 규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중국 법원을 이용하는 방안은 미봉책이며, 우리나라와

북한이 ‘남북 민형사 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한다면, 일부러 중국에 한중 합작회사를 설립

할 필요 없이, 남한 또는 북한 한쪽의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서 다른 쪽 국가에서 집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남북한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현실적으로 북한의 당사자는 남한의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을 선호하지 않을 것이고, 남한의 당사자는 북한의 법원에서 재

판을 받는 것을 선호하지 않을 것이다. 남북관계의 현실적 상황 때문에 관할과 적용법조

등의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 국내 사건에 있어서는 중재보다 법원의

재판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사건의 비율이 높다. 그러나 남북한 당사자 간의 분쟁에 있어

서는 남한과 북한 중 어느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지를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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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1) 남북상사중재위원회

남북한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남한 또는 북한의 법원 이외에 중립적인 중

재기관에서 중재(arbitration)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중립적인 중재기관에서 중재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어느 한쪽 국가의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보다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남북한 사이의 합의서들에는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는 남과 북은 상사분쟁을 해결하기 위

하여 각각 위원장 1명, 위원 4명으로 남북상사중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

2조).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다. 동 합의서 제5조 제2항은 “쌍방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자기 측의 중재인 가운데서 변동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통지한

다.”라고 규정하고, 제9조 제2항은 “쌍방의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중재와 관련한 사무를 처

리할 자기 측 기관을 지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남북상사중재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

장이 1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남북 각각 1명씩 총 2명의 공동 위원장으로 있다.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제16조 제1항은 “당사자는 중재판정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했다. 당사자가 중재판정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관할 지역의 재판기관(법원)에

그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동 합의서 제16조 제2항). 남과 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재판정을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승인하고, 해당 지역 재판기관(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

하게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동 합의서 제16조 제3항).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중재판정에

강제력을 부여한 것이다.

남북한은 2003년 10월 12일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했

다.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의 재판기관(법원)은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다시

심사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동 합의서 제4조).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

의서>에 따라 남북상사중재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했지만 이후 관련 후속조치가 중단되었다.

남북상사중재위원회는 우선 명칭으로만 본다면 계약상의 분쟁을 주로 다루는 상사중재

기관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남북사이의 상

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등에서

는 투자분쟁과 상사분쟁 모두 다루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투자중재의 색채를 확연히

가지고 있는 예시로는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제10조 제4항에서

“의장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 일방의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에 의장중재인의 선정을 의뢰할 수 있다.”라고 한 부분이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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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SID 협약에 의해 투자분쟁을 주로 처리하는 기관이며, 이곳에서 의장중재인을 선정하게

된다면 상사중재 전문 중재인보다는 투자중재 전문 중재인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동 합의서의 중재를 다분히 투자중재로 보고 있음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24)

반면, 준거법에 관한 규정인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제12조에

서는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법령에 따라 중재판정을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양자간 투자협정을 주요 준거법으로 삼고 있는 투자중재보다는 “당사자가 합의한 법률”을

준거법으로 하는 상사중재에 염두를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25)

(2)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

남북관계 악화로 북한은 2013년 4월 개성공단을 폐쇄했다. 그 후 4개월 만인 2013년 9

월에 다시 개성공단 가동을 재개했다. 이 때 남북한은 ①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

서(2013년 8월 14일), ②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2013년 8

월 28일), ③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2013년 9월

11일), ④ 개성공단에서의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이행을 위한 부

속합의서(2013년 9월 11일) 등을 체결했다.

이 중 <개성공단에서의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이행을 위한 부

속합의서>는, 2003년의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따른 남북상사

중재위원회가 가동되기 이전까지, 우선 개성공단과 관련한 상사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해

결하기 위하여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2014년 3월 13일 사상 처음으로 남북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 첫 회의를 가졌다.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제5조 제1항에 따라서, 개성공단 상사중

재위원회에서 실제 사건을 담당할 중재판정부 구성을 위해서 중재인 명부를 남과 북이 각

30명씩, 총 60명으로 만들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더 이상 구체적인 진척이 없는 상태에서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이 다시 가동 중단되었다.

(3) 중재조항

우리나라 기업이 상사중재위원회를 통하여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북한 기업과 계

약 체결 시 중재조항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상사중재는 일반적인 국제상사중재

와 같이 중재합의를 전제조건으로 한다.26)

24) 오현석, “남북 투자분쟁해결의 법적쟁점에 관한 고찰”, 중재연구 제29권 제2호, 2019, 26면
25) 오현석, “남북 투자분쟁해결의 법적쟁점에 관한 고찰”, 중재연구 제29권 제2호, 2019, 26면
26) 남북 사이의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제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중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분쟁사건을 관할한다.
1. 남북 사이의 경제교류·협력과정에서 생긴 상사분쟁 가운데서 당사자가 중재위원회에 제기하여 해결할 것
을 서면으로 합의한 분쟁사건 중재합의는 어느 당사자도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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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중재조항을 계약서에 규정할 수 있다.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

서> 및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와 <개성공단에서의 ‘남북상사중

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에 따라 개성공단 상사중재

위원회의 중재로 최종 해결한다. 신청인이 남측 기업일 경우 평양에서 중재절차를 진행하

고, 신청인이 북측기업일 경우, 서울에서 중재로 최종 해결한다.”27)

그런데 북한의 대외경제계약법 제11조에 의하면, 북한영역에 외국투자기업의 설립 또는

다른 나라에 투자하는 것과 관련된 계약, 거래금액이 크거나 국가적 의의를 가지는 계약

의 체결은 정무원대외경제기관 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북한에서 투자분쟁을 중재절차로 해결하려면 우선 분쟁당사자 간에 중재합

의가 있어야 할뿐더러 그 중재합의가 해당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더욱이 대외경제계

약법 제18조에 의하면 국가안전 혹은 국가경제이익에 손해를 주는 계약과 사기, 강요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은 무효라고 규정하였는데 여기서 국가의 경제이익의 손해에 관한 판

단기준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해당기관의 재량권이 커질수록 당사자 간의 중재합의를 부

정하기가 쉬워 분쟁 자체가 북한과의 이해관계가 크면 클수록 중재절차를 거치기가 더 어

려울 수 있다.28)

(4) 투자분쟁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는 남북이 각자의 법령에 따라 상대방 투자자에

의한 투자를 허가하고,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자산을 보호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투자

승인을 거친 계약과 정관에 의한 상대방 투자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호함과 동시에

투자자산을 보호하고, 투자 및 기업활동 목적의 출입, 체류, 이동을 호의적으로 처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2조). 투자와 관련되는 자금이 자유롭게 이전되는 것을 보장하고 있다(제5조).

투자중재는 계약서에 중재조항이 없어도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제7조

에 따라서 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서 중재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제7조 제1항은, “이 합의서에 의해 부여된 권리의 침해로 상대방 투자자와

일방 사이에 발생되는 분쟁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분쟁이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투자자는 남과 북의 합의에 의하여 구성되는 남북상사

중재위원회에 제기하여 해결한다. 남과 북의 당국은 투자자가 분쟁을 중재의 방법으로 해

결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분쟁사건”
27) 김광수, “개성공단 국제화를 위한 남북 상사중재제도의 실천과제”, 중재 제342권, 2014년 가을·겨울, 65면,
각주 15번

28) 김미란, “북한나선경제무역지대 투자분쟁해결에 관한 연구 - 중재의 실효성을 중심으로”, 홍익법학 제19권
제3호, 2018, 331~3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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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남북 상사중재의 운영 절차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제4조에서는 중재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쌍방의 합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제5조에서는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회의운영절차에 관해 다음과 같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하며 쌍방 위원

장이 따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제5조 제4항).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제5조 제6항 전단에 따르면, 위원회 회

의 내용은 쌍방의 합의로 결정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최종 결정을

할 것인지에 대해 일반적인 언급은 없다. 다만, 동 합의서 제5조 제6항 후단에 따르면, 동

합의서 제3조의 2항에 규정된 세 가지 사항, 즉 ① 중재절차 진행 중 중재인에 대한 기피

신청, ② 중재판정부의 관할에 관한 이의신청, ③ 중재판정 취소 신청 등의 신청에 대해

서는 위원회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29)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제5조 제3항은,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중재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50일 이내에 “의장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쌍방의 중

재위원회 위원장이 협의하여 중재인 명부에서 선정한다. 이 경우 순번추첨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합의서 제5조 제4항은 “제3항에 따라 의장중재

인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 일방의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국제투자 분쟁해결센터]에 의장중

재인의 선정을 의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국제투자 분쟁해결센터”는 미

국에 있는 ICSID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로 해석된다.

현실적으로 남북한 쌍방 위원장 사이에 합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중

재판정부의 구성에서 중재인의 숫자가 1인 또는 3인이듯이, 결정을 위해서는 위원의 숫자

가 홀수인 경우가 유리하다.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원

회, 금융위원회 등 위원의 숫자가 대부분 홀수이다. 그런데 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서 남과

북이 팽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을 경우 최종 결정을 내리는 데에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결정이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6. 남북 상사중재의 특수성

남북한 당사자 간의 분쟁은 국제분쟁의 성격과 국내분쟁의 성격이 모두 있다. 남북의

경제협력합의서나 우리나라 법령에 따르면 남북간 거래는 민족 간 거래로 보고 있다. 그

29) 오현석, “남북 투자분쟁해결의 법적쟁점에 관한 고찰”, 중재연구 제29권 제2호, 2019, 18~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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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남북한의 당사자 간의 중재는 한 국가 내의 자국민끼리의 중재사건과 똑같이 처리하

기는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

중재에서 3인 중재인을 선택하는 경우 의장중재인이 북한 중재인이 될 것인지 남한 중

재인이 될 것이지도 현실적으로 민감한 문제가 될 것이다. 한 국가 내에서의 분쟁은 그

국가의 중재인들이 중재를 하면 이해관계의 충돌이 없다. 그런데 남한 당사자와 북한 당

사자 간의 분쟁에서 의장중재인을 남한과 북한 중 한 쪽의 중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쌍

방 모두에게 공평하다고 생각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과 북한 기업 간

의 분쟁에서 의장중재인을 선정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문제다.

통상 국제중재에서는 쌍방 분쟁 당사자들의 국가가 아닌 제3국 국적의 중재인을 의장

중재인으로 선정하는 경우가 많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우리나라 기업과 북한 기

업 간의 분쟁에서 우리나라나 북한이 아닌 제3국 국적의 의장중재인을 선정하는 것이 중

립적일 수 있다.

우리나라와 북한 당사자 간의 중재에서 남한과 북한의 중재인으로만 중재판정부가 구성

된다면 중재절차를 한국어로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의장중재인을 제3국

국적의 중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를 할 수 있는 미국 국적의 재미교포, 중국

국적의 조선족 동포, 일본 국적의 재일교포, 또는 러시아 국적의 고려인 동포가 의장중재

인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절차를 한국어로 진행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중재를 영어나 중국어로 진행하는 경우 번역비용과 통역비용이 든다. 제3국 국

적의 의장중재인을 선정하는 것에는 이러한 단점이 있다. 남북한 당사자 사이의 중재에

있어서 중재인 선정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북

한에서의 국제 중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Ⅳ. 북한의 국제 중재

1.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

(1) 대외경제중재법의 의의

북한은 1995년에 북한 국내 중재를 규율하기 위하여 중재법을 제정했다. 이에 더하여

1999년에 국제 중재를 규율하기 위하여 대외경제중재법을 제정했다. 따라서 북한의 중재

제도는 북한 국내의 중재제도(중재법)와 섭외적 요소를 가진 대외경제중재제도(대외경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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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법)로 이원화되었다. 북한에서 외국인 투자분쟁해결의 기본법이 되는 법은 대외경제중

재법이다. 대외경제중재법이 적용되는 ‘대외경제중재’란 당사자들 사이 중재합의에 따라

대외경제활동과정에 발생한 분쟁을 재판소(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중재부의 재결(중재판

정)로 해결하는 분쟁해결제도라고 정의하고 있다(제2조 1호).30)

대외경제중재법은 합작법, 합영법, 외국인투자법 등 외국투자관계법이 규정하고 있던 분

쟁해결 수단으로서의 중재제도를 총괄하는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31) 합작법

(제23조), 합영법(제46조), 외국인기업법(제30조), 외국인투자법(제22조)은 모두 동일하게

각 합작, 합영, 외국인기업,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의견 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조정, 중재, 재판의 방법으로 해결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북한은 2008년에 대외경제중재법의 내용을 UNCITRAL의 국제상사중재모델법32)에 부합

하도록 전면 개정했다. 조항 개수도 기존 43개조에서 총 65개조로 대폭 확대했다.

(2) 대외경제중재법의 적용범위

아직까지 남북간의 분쟁에 대외경제중재법이 적용된 실례는 없다. 그러나 만약에 ‘남북

상사중재위원회’ 또는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가 계속 설립되지 않는다면, 북한의 대외

경제중재법 제3조에 따라서 2003년에 설립된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에서 중재를 할 가

능성을 타진해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 제4조(대외결제중재로 해결하는 분쟁)에 따르면, 대외경제중재로

해결하는 분쟁은 ① 외국적 요소와 당사자들 사이의 중재합의가 있는 대외경제 활동과정

에 발생한 분쟁(제4조 제1호)과 ②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이 대외경제중재절차로 해결하도

록 중재위원회에 위임한 분쟁(제4조 제2호)이다.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이 대외경제중재절

차로 해결하도록 중재위원회에 위임한 분쟁은 당사자 간에 중재합의가 없어도 중재로 해

결할 수 있다.

대외경제중재법 제5조(중재의 당사자)는 “대외경제중재의 당사자로는 해당 기관, 기업

소, 단체와 외국인투자기업이 된다. 경우에 따라 공민도 당사자로 될 수 있다.”라고 규정

30) “재결”이란 대외경제분쟁사건을 심리하고 중재부가 내린 결정이다(대외경제중재법 제2조 4호). 중재판정을
북한에서는 ‘재결’이라 한다. 북한의 중재법 제67조는 “중재심리에서 충분히 검토 확인된 과학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사건이 완전히 밝혀졌다고 인정되면 법의 요구에 맞게 재결을 내린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
의 중재법 제69조는 중재 재결의 종류로 ① 원고의 청구를 승인하는 재결, ②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는 재
결, ③ 중재심리에서 확증된 위법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할 데 대한 재결, ④ 위약금, 연체료, 손해보상 같
은 것을 면제하는 재결을 열거하고 있다.

31) 허욱, 대북한 투자시의 분쟁해결 방안의 모색에 관한 소고 – 북한과 중국간의 민형사 사법공조 조약을 중
심으로, 북한법연구 제22호, 2019, 221면

32)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가 성안하고, 국제
연합(UN)이 1985년 채택을 결의했다. 2006년에 한번 개정되었다. 모델법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지만, 많은
국가가 이 모델법을 참조해 국제중재 관련 국내법을 개정했다. 소프트 로(soft)의 일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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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북한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를 의미하는 것으

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 측이 아닌 중재 당사자로는 “외국인투자기업”만 중재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 제4조(대외결제중재로 해결하는 분쟁)와 제5조(중재의 당사자)의

관계에 있어서, 대외경제중재법 제4조의 요건만 갖추면 제5조에도 불구하고 대외경제중재

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또는 제4조 제1호의 “외국적 요소” 요건을 갖추고 제5조의 “외국

인투자기업”에도 해당되어야 대외경제중재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제4조가 제5조보다 우선 적용된다면, 남한과 북한 당사자 간의 분쟁에 대해 “외국적 요

소”를 인정(법 제4조 제1호)하거나 “권한 있는 국가기관이 대외경제중재절차로 해결하도

록 중재위원회에 위임”한 분쟁(법 제4조 제2호)으로 보아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을 적용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입장에서 우리나라를 “외국”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

도, 우리나라 기업과의 분쟁에 “외국적 요소”가 있다고는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대외경제중재법 제5조의 “외국인투자기업”에도 해당되어야 대외경제중재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남한 기업은 대외경제중재법의 적용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외국인투자법 제2조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북한에 창설한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이다(동조 제4호). 합작기업과 합영기업 모두 북한측 투자가와 외국

측 투자가가 공동으로 북한에 투자하지만, 합작기업은 북한측이 운영하며, 합영기업은 북

한측과와 외국측이 공동으로 운영한다(동조 제5호, 제6호). “외국인기업”이란 외국투자가

가 단독으로 북한에 투자하고 운영하는 기업이다(동조 제7호). 즉, “외국인투자기업”은 외

국인이 투자하여 북한에 설립한 기업이다. 이렇게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의 당사자를 북

한에 설립되어 있는 회사로만 한정한다면 그 적용범위가 상당히 제한될 것이다.

남북이 체결한 합의서들에서 남북한 당사자 간 거래를 “민족 내부의 거래”로 천명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기업은, 북한에 투자하여 북한에 법인을 설립했다고 하더라도, 북한

법령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될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이 개성공

업지구에 설립한 기업은 북한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북한이 2005년 1월 27일에 제정한 ‘개성공업지구 기업창설·운영준칙’ 제3편 제286조(대

표자, 지사 또는 영업소의 설치)는 “외국기업(개성공업지구법 이외의 법을 준거법으로 하

여 설립된 기업을 의미한다)이 개성공업지구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성공업지

구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지사 또는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외

국기업(개성공업지구법 이외의 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설립된 기업을 의미한다)”부분에서,

‘외국기업’을 괄호 안에서 “개성공업지구법 이외의 법을 준거법으로 설립된 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북한의 외국인투자법 제2조 제8호에 따르면, “외국기업”이란 북한에 법인

을 설립하지 않고 북한의 투자관리기관에 등록해 북한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외국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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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우리나라 기업이 개성공업지구 이외의 북한 지역에서 개성공업지구법 이외의 북한

의 법을 준거법으로 북한에 설립한 기업은 외국기업에 해당할지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할

지의 문제가 있다. ‘개성공업지구 기업창설·운영준칙’ 제286조는 우리나라 기업은 개성공

업지구 이외의 지역에서는 회사를 설립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외경제중재법 제4조의 요건만 갖추면,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에서 중재를 할 수 있

도록 대외경제중재법의 적용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에 남한과 북한

당사자 간의 분쟁에 대한 중재에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북한에서

1995년에 제정된, 국내(國內) 중재를 규율하고 있는 북한의 ‘중재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

이다. 남북한의 특수한 상황상 우리나라 기업과의 거래를 “민족 내부의 거래”라고 천명했

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기업을 북한 기업과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 기업에

북한의 ‘중재법’을 적용하는 것 보다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을 적용하는 것이 더욱 타당

할 것이다.

(3) 남북한 분쟁을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에서 중재를 할 경우 장점

남북한 당사자 간의 분쟁을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에서 중재로 해결할 경우 다음과 같

은 장점이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도 중재사건 숫자가 많지 않은 초창기부터 남북상사중재

위원회 또는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와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 등 여러 중재기관을 운

영하는 것보다 하나의 중재기관에 중재사건 처리를 집중시킴으로써 중재사건 처리에 대한

노하우가 쌓이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에는 이미 중재사건을 처

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그 경험을 활용해서 남북간의 경제협력에서 발생한 분쟁도 처리하

면 좋을 것이다. 어느 정도 규모가 되었을 때 중재인 관리도 체계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 다양한 중재사건에 일관된 규칙을 적용할 때에 자의성을 배제하고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 국제적 표준에 발맞추어 인지도 있는 국제중재기관으로 육성하면, 중재에

관련된 국제세미나도 개최하고 국제적으로 홍보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예를 보아

도 초창기에는 CIETAC 중심으로 국제중재를 발전시켰다. 우리나라도 대한상사중재원 중

심으로 국제중재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에서 중재를 할 경우,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의 중재인 명부에

는 외국인 중재인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므로, 남북한 당사자 사이의 중재에서 의장중재인

을 우리나라나 북한이 아닌 제3국 국적의 중재인으로 선정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론으로 북한이 대외경제중재법을 개정하여 우리나라 기업을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도

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외국인투자법과 대외경제중재법의 적용범위 113

2.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 등 북한의 국제중재기관

북한에서 대외경제 활동과정에 발생한 분쟁의 해결은 ①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 ②

조선해사중재위원회, ③ 조선콤퓨터쏘프트웨어중재위원회에서 관할한다. 조선국제무역중재

위원회는 2003년 10월에 설립된 독자적인 상설기구로서, 무역, 투자, 서비스와 관련한 분

쟁을 심리 해결한다(대외경제중재법 제3조). 명칭은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이지만, 무역

뿐만 아니라 투자와 서비스에 관한 분쟁도 처리한다.33) 2005년에는 나선지구사무소가 설

치되었는데, 2017년 8월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 나선지구중재위원회로 변경되었다. 해상

경제활동과정에 발생하는 분쟁을 관할하는 조선해사중재위원회는 원래 비상설기구였는데,

2013년 12월에 상설기구로 되었다. 조선콤퓨터쏘프트웨어중재위원회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와 소프트웨어부문의 무역, 투자, 서비스부문과 관련한 분쟁을 심리 해결한다.

UNCITRAL의 국제상사중재모델법에 따라 개정된 대외경제중재법에 맞추어서, 2015년 12

월에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와 조선해사중재위원회의 중재규정도 전면 개정되었다.

3. 중재판정의 집행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에 따르면, 중재판정의 집행과 관련하여 책임 있는 당사자는 중

재판정문에 제시된 기간 안에 중재 판정을 정확히 집행하여야 한다(제60조 제1문). 만약

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중재판정문에 명시된 의무를 제때에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한다면, 상대방 당사자는 직접 또는 중재위원회를 통하여 재판기관(법원)이나 해당 기

관에 중재판정의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제61조 제1항). 이러한 경우에 재판기관(법원)이

나 해당 기관은 판정 집행신청을 검토하여 은행계좌 동결, 물자의 반출입 절차 중지, 재

산의 억류 및 몰수, 벌금부과, 경제활동중지, 출입국 중지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

62조 제2항).

4.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 등 북한 중재위원회 이외에 다른 국가의 중재기관에서 받은 중

재판정을 북한의 법원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라선경제무역지대법 제82조는

“분쟁당사자들은 합의에 따라 경제무역지대에 설립된 우리 나라 또는 다른 나라 국제중재

33) 북한의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는 2017년 말 현재 370여건의 국제중재사건을 취급 처리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오일환, “북한 대외경제중재법의 특질과 남북경협에 있어서의 적용가능성 검토”, 한국중재학회 2019년
동계 국제학술대회(2019년 12월 6일)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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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중재는 해당 국제중재위원회의 중재규칙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도 제73조에서 똑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외경제중재법에는 다른 나라 국제중재기관에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는 일반적

인 규정은 없다. 즉, 북한에서 발생한 외국적 요소가 있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북한 이외

의 외국의 국제중재기관에서 중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다

만, 대외경제중재법 제64조는 “다른 나라의 중재부가 내린 재결의 승인과 집행은 공화국

의 해당 법규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 중재위원회 이외에 외국의 중재기관에

서 중재를 받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에 따라서 외국 중

재판정을 승인 및 집행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여기서의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 대한민

국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더라도, 그 여부에 관계없이, 명확하게 “다른 나라”에 포함

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외국의 중재기관에서 중재판정을 받으면 북한에서 집행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우리나라 기업이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

더라도, 그 여부에 관계없이, 우리나라 기업과 북한 기업 간의 분쟁을 중국의 CIETAC,

홍콩의 HKIAC, 싱가포르의 SIAC 등의 외국 중재기관에서 중재판정을 받으면, 북한의 대

외경제중재법 제64조에 의하여 북한에서 집행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대외경재중재법

의 적용범위에 외국에서 받은 중재판정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중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 162개국이 가입한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에 관한 협약’(일명 “뉴욕협약”)34)에 따르면, 뉴욕협약 회원국 법원은, 중재판정이 뉴욕협

약 제5조의 7가지 사유35)에 해당되지 않는 한 외국 중재기관의 중재판정을 승인하고 집

행해야 한다. 북한은 아직 뉴욕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 제65조는 다른 나라 중재부가 내린 재결(중재판정)의 집행을 거

부할 수 있는 7가지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① 당사자가 중재합의당시 준거법에 따라 무

능력자이거나 중재합의가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 또는 당사자들이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에

는 중재심리는 한 나라의 법에 따라 효력이 없다는 사실, ② 당사자가 중재원의 선정 또

는 중재절차에 대하여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항변을 할수 없었

다는 사실, ③ 재결이 중재합의의 대상이 아닌 분쟁을 대상을 하였거나 중재합의의 범위

34)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New York,
1958).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가 성안하고, 국제연합(UN)이 1958년 뉴욕에서 채택을 결의했
다. 2020년 4월 10일 기준으로 163개국이 뉴욕협약에 가입했다. http://www.newyorkconvention.org/countries
[최종접속 2020년 4월 10일]

35) 뉴욕협약 제5조의 외국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 거부사유 7가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뉴욕협약 제5조 제1
항 (a) 당사자의 무능력(incapacity) 또는 중재합의의 무효, (b) 피신청인이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의
진행을 통지 받지 않은 경우 또는 기타 원인으로 피신청인이 의견 진술을 하지 못한 경우, (c) 중재인의 월
권행위, (d)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의 하자, (e) 중재판정이 구속력이 없거나 또는 취소, 정지된
경우. 뉴욕협약 제5조 제2항 (a) 중재가능성의 결여, (b) 공서(public policy)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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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벗어났다는 사실, ④ 중재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르지 않았

거나 합의가 없었을 경우 중재심리를 한 나라의 법에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 ⑤ 재결이

아직 당사자에게 영향이 미치지 않으나 재결을 내린 나라의 재판기관 또는 그 나라의 법

에 의하여 취소 또는 집행정지되여있다는 사실, ⑥ 해당 분쟁이 재결을 내린 나라의 법에

의하여 중재절차로 해결할수 없다는 사실, ⑦ 재결의 집행이 공화국의 주권과 안전, 사회

질서에 저해를 준다는 사실이다.

위 사유들은 뉴욕협약 제5조의 외국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 거부사유와 거의 일치한다.

다만, 뉴욕협약에서는 “public policy”(公序)36)라고 규정한 부분을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

제65조 제7호에서는 “재결의 집행이 공화국의 주권과 안전, 사회질서에 저해를 준다는 사

실”이라고 규정하여, 외국 중재판정 집행거부 사유를 폭넓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공화국의 주권과 안전, 사회질서”에 저해를 준다는 것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기

본적으로 사회주의 경제시스템을 채택한 북한 법령의 체제보호적·방어적 성격 때문에 국

가기관의 관여나 간섭이 있어 중재의 기능과 활성화를 저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 제65조는 7가지 사유 중에 하나라도 증명되었을 경우에는

다른 나라의 중재부가 내린 재결(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런데 이 7가지 사유 이외에 다른 사유로도 외국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만약에 북한이 뉴욕협약에 가입하면, 뉴욕협약 제5조의 7가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외국 중재기관의 중재판정을 승인하고 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CIETAC, HKIAC,

SIAC 등 외국 중재기관에서 받은 중재판정을 북한의 법원에서 집행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5.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에서 받은 중재판정을 우리나라 법원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

반대로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에서 받은 중재판정을 우리나라 법원에서 집행할 수 있

는지가 문제된다.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의 중재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패소하여 손해배

상을 해야 되는 경우, 북한에 우리나라 기업의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

면 될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의 재산이 북한에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다면, 북한 당사자가

우리나라 법원에서 강제집행 절차를 밝아야 할 것이다.

36) ‘공서(公序)’는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의 단축형이 아니라, 프랑스어의 ‘ordre public’의 번역어다. 국
제사법(國際私法)상 한 국가의 법질서 유지를 위해 양보할 수 없는 가치로서 외국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
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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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중재법 제39조에 따르면, 뉴욕협약을 적용받는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

행은 뉴욕협약에 따르고(동조 제1항), 뉴욕협약을 적용받지 않는 외국 중재판정은 민사소

송법 제217조 제1항의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우리나라 법원에서 승인된다(동조 제2항).37)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은 원래 외국 법원에서 판결한 재판을 우리나라 법원이 승인

하기 위한 4가지 요건인데, 중재법 제39조 제2항이 뉴욕협약을 적용받지 않는 외국 중재

판정에 대하여 이 4가지 요건을 준용하고 있다. 재판이 아닌 중재의 성질상 제217조 제1

항의 요건 중 결국 외국판결의 승인과 관련된 일반원리 중 제3호와 제4호가 주로 문제될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3호는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이다. 우리나라 법원이 제3호 요건을 근거

로, 우리나라의 주권이나 체제와 관련된 부분과 충돌하는 민감한 사건에 대하여 북한의

중재기관에서 받은 중재판정을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4호는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외국 국가에 있

어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

으로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요건이다. 우리나라는 뉴욕협약에 가입했는데, 북한이 뉴욕협

약에 가입하지 않으면,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요건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해석될 수

도 있을 것이다.

만약에 북한이 뉴욕협약에 가입하면, 우리나라와 북한이 모두 뉴욕협약 회원국이 되므

로,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 등 북한의 중재기관에서 받은 중재판정을 우리나라 법원에서

보다 용이하게 승인 및 집행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뉴욕협약에 가입하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의 4가지 요건을 검토할 필요없이, 뉴욕협약에 따라서 북한의 중재기관의

중재판정을 우리나라 법원에서 승인 및 집행할 수 있다(중재법 제39조 제1항). 따라서 북

한 채권자의 입장에서 북한이 뉴욕협약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37) ①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②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
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③ 그 확정재판 등의 내용 및 소송절차에 비추어 그 확정재판 등의 승인이 대
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④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 확정재판 등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
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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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남북간 거래는 활성화될 것이고, 이에 대비하여 남북한 당

사자 간의 분쟁해결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북간 합의서 등에 의하면

남북한의 거래는 민족 내부의 거래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외국인투자법 제2조

제2호는 “외국투자가란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정의 조항의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남북한 당사자 간의 분쟁은 국제분쟁의 성격과 국내분쟁의 성격이 모두 있다. 한 국가

내에서의 분쟁은 그 국가의 중재인을 의장중재인으로 중재를 하는 경우 이해관계 충돌이

없다. 그런데 남한 당사자와 북한 당사자 간의 분쟁에서 의장중재인을 남한과 북한 중 한

쪽의 중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쌍방 모두에게 공정하게 공평하다고 생각되지 않을 수도

있다.

아직까지 남북간의 분쟁으로 대외경제중재법이 적용된 실례는 없으나, 우리나라에 대해

대외경제중재법 제4조 제1호의“외국적 요소”를 인정해 대외경제중재법을 적용시킬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입장에서 우리나라를 “외국”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기업과의 분쟁에 “외국적 요소”가 있다고는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개성공단에서의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 등에서 개성공단 내 상사분쟁에 관하

여 중재로 해결한다는 일반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위 합의서에 따른 중재기관이

아직 구성되지 않았으므로, 대외경제중재법에 따라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에서 중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다.

가령 우리나라 기업이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

더라도, 그 여부에 관계없이, 우리나라 기업과 북한 기업 간의 분쟁을 중국의 CIETAC,

홍콩의 HKIAC, 싱가포르의 SIAC 등의 외국 중재기관에서 중재판정을 받으면, 북한의 대

외경제중재법 제64조에 의하여 북한에서 집행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

제64조는 “다른 나라의 중재부가 내린 재결의 승인과 집행은 공화국의 해당 법규에 따른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더라도, 그 여부에 관계없이, 명확하게 “다른 나라”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외

국의 중재기관에서 중재판정을 받으면 북한에서 집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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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cope of Application of North Korea’s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and Foreign Investment Act

Woo-jung Jon

The Scope of Application of North Korea’s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and

Foreign Investment Act

This article examines whether the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and the Foreign

Investment Act of North Korea apply to South Korean parties or companies. This article

analyzes laws and agreements related to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Furthermore, this article compares and evaluates laws related to foreign

investment and enacted in North Korea. Now, North Korea’s door is closed due to

economic sanctions against it, but it will be opened soon. Thus, this article prepares for

the future opening of North Korea’s markets.

Is there a rule of laws in North Korea or just a ruler? Are there laws in North

Korea? North Korea has enacted a number of legislation to attract foreign investors,

referring to those Chinese laws. For example, North Korea enacted the Foreigner

Investment Act, the Foreigner Company Act, the Foreign Investment Bank Act, the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the Foreign Economic Contract Act, the International

Trade Act, and the Free Economy and Trade Zone Act, among others.

Article 2 (2) of the Foreign Investment Law of North Korea states, “Foreign investors

are corporations and individuals from other countries investing in our country.” It is

interpreted that South Korea is not included in the “other countries” of this definition.

According to many mutual agreements signed by South Korea and North Korea,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Koreas is a special relation inside the Korean ethnic group.

An arbitration between a South Korean party and a North Korean party has the

characteristics of both domestic arbitrations and international arbitrations. If the South

Korea and North Korea Commercial Arbitration Commission or the Kaesong Indus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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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ex Arbitration Commission is not established, the possibility of arbitration by the

Chosun International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established under North Korea’s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should be examined.

There have been no cases where the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is applied to

disputes between parties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It might be possible to apply

the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by recognizing the “foreign factor” of a dispute

between the South Korean party and North Korean party. It is necessary to raise

legislative clarifications by revising the North Korea’s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as

to whether Korean parties or companies are included in the scope of this Act’s

application.

Even if it is interpreted that South Korean parties or companies are not included in

the scope of North Korea’s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disputes between South

Korean companies and North Korean companies can be resolved by foreign arbitration

institutes such as CIETAC in China, HKIAC in Hong Kong, or SIAC in Singapore. Such

arbitration awards could be enforced in North Korea pursuant to Article 64 of North

Korea’s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This is because the arbitration awards of

foreign arbitration institutes are included in the scope of North Korea’s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The matter is how to enforce the North Korean laws when a North Korean party or

North Korean government does not abide by the laws or their contracts. It is essential for

North Korea to join the New York Convention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and the ICSID Convention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Key Words : North Korea’s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North Korea’s Foreign Investment

Act, South Korea and North Korea Commercial Arbitration Commission, Kaesong

Industrial Complex Commercial Arbitration Commission, Joseon International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