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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4b韓閨 )L的交協에 따른

刑事問題 處理方案

제 성 호*

1 . 序 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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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송制度 會1]設問題

V. 4촘 論

1 . 序 論

1992년 2월 19일 발효한 
「낱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 류협력에 관한 합의

서」(이하 「남북기본합의서」라 함)는 제17조에서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
a

와 접촉의 실현을 명시하고 이어 제18조에서 이산가족의 서신거래. 왕래 · 상봉·방

문, 재결합 등을 규정하여, 남북한이 상호간 인적 교류를 장려할 의무를 지고 있

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남븍한간의 인적 교 류는 민족구성원들간에 자유로운 왕

래, 상호방문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난 반세기 동안의 분단으로 인한 민족의 고

통을 치유하고, 단절된 민족적 유대와 동질성을 회복·발전시킴으로써 평화적 통

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평화통일이 달성된 경우에도 사회적 · 문화적 이질감

을 최소화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 따라서 현단계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남

북한간의 인적 교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북한간 인적 교 류가 자칫 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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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으로 이어지고 외부세게, 특히 넘-한 사최의 정보가 북한으로 유입되어 북한

체제 유지에 악영향을 미칟 것을 우려하여 단기적으로 북한은 남북한간 인적 교

류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인적 교 류는 비탄 남북기본합의서 제17조와 제18조에 따른 민족구성원

의 자유왕래 또는 이산가족들의 왕래 · 상봉·방문 동의 경우에안 발생하는 것은 아
a

니다. 남북기본합의서 제15조와 제16조는 님-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 및 기타 분야

에서의 교 류·협릭을 v-정하고 있는데, 가령 납북한간 경제교류·협력에는 필연적으

로 졍제인骨의 왕레 · 접촉이 수반된다. 비단 킨제교류·협력 뿐만 아니라 사회 · 문촤

· 학술·체육.·예술분야의 교 류·협력시에도 남북한간 인적 교 류는 이루어지게 된다.

요컨대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남북교류협 력에는 인적 교류가 행해질 수밖에

엾다. 비록 북한이 단기적으로 남북한간 인적 교 류에 소극적이라 하더라도 남북

한간에 교류협력이 축적되고 북한이 체제의 생존과 유지를 위해 님-한과 가능한

한 많은 영역에서 參與化政策(engagement po licy)을 추진하는 젓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 겅우에 따라서는 의외로 빠른 시일내에 - 인$]

교 류를 본격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남북한간의 자유로운 인적 왕래의 보장은 경제 · 사회 ·

문화 등 어러 분야에서의 교류·커력에 필수적으로 요청됨은 물론이다. 이외에도

남북한간 인적 교 류에는 많은 부수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바, ) (lyJ 交流

本格化時 이에 데한 대처방안의 모색이 당먼과제로 제기묄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시각에서 남북한간 인적 교류 본격화시 상대측 지역을

방문하는 주민이 방문지역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법행위를 할 경우의 처리방

안에 관해서 살펴 보기로 한다. 남북한간 인적교류에는 필연적으로 분쟁이 발생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남북한간 인적 왕래 활성화시 제기필 법적 문제점,

특히 형사문제 처 리 방안에 관해 미 리 남북한이 합의해 두는 경 우 남북한간에

불필요한 마찰의 발생을 가능한 한 회피함으로써 질서있고 평화로운 인적 교류

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젓이다. 이하에서는 먼저 동서독의 경우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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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처리했던 모델 내지 방안을 검토하고,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하여 남북한

의 경우 형사문제에 대한 처리방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n . 刑事問題 處理를 위한 準據法 決定의 基本方向

남북한간에 인적 교류가 본격화될 경우 상대방·지역을 방문하는 타방측 주민

이 방문기간중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에 대한 처리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처리의

방향은 남븍한의 법중 어느 법을 적용하느냐에 좌우될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곧 형사문제에 관한 準據法의 결정문제라고 할 수 있다.

남북한간 형사문제에 대한 준거법을 결정함에 있어서 같은 분단국이였던 동서

독간에 행해졌던 형사문제 처리모델이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판

단된다. 이에 관한 처리방안을 살펴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3가지 방안으로 대

별된다.l)

첫째, 남북한간 형사문제 처리방향과 관련, 모든 경우에 적용될 준거법으로써

우리 刑法을 無制限的으로 적용하는 방안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헌법 제3

조의 영토조항에 있다.

영토조항은 
"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현실과의 괴리를 불문하면, 이 조항에 의해 논리적으로 북한지역은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라는 해석이 가능하며, 또한 영토조항에 의거하여 제정된 것으로 간

주되는 國家保安法에 의해서 북한정권은 反國家團體로 해석필 수 있다.2) 결국 헌

법의 영토조항과 국가보안법에 의해 북한정권은 반국가단체이며 북한지역은 반

국가단체의 점령하에 있는 미수복지구라는 해석론이 성림되게 된다. 이러한 해석

론에 따를 경우 남한이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인 북한지역에 대해 남한형법을 무

1 ) 張榮敏, 
"

南北韓 A的 it來에 따른 刑事問題 處理方案," 「體制統- 및 變化에 따른 刑事政

策의 方向」, 1993년 제1호 국제워크샵 (서울 : 刑事政策硏究院, 1993), pp. 67-76 참조.

2) 여 기서 유의합 것은 국가보안법 이 북한을 직접 반국가단체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이다. 동법은 반국가단체의 정의규정만을 두고 있을 쁜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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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3)

지금까지 우리의 뱁초1행당국이 - 지극히 當爲論에 치우친 감이 엾지 않지만

- 이상과 같은 논리에 입각하어 北韓과 관련있는 남한 또는 북한주민의 犯罪릅

처리하어 온 싯이 사실이다. 그러나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고 이에 따라 납북

한간 인적 교류가 행헤질 경우에도 남한헝법을 질데적 · 무조건적으로 적용하자는

데에는 의문이 없지 않다. 더욱이 북한지역에 우리 형벌권이 현실적으로 행사되

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남북한간 형사문제에 대해 납한형법이 절대적으

로 적용될 수는 飯으며, 그러한 졀데적 적용은 상대방의 체제인정과 존중을 규정

한 님-북기본합의서의 정신에도 어굿나는 결과가 될 깃이다.

둘째는 남북한간 형사문제 처 리에 있어시 ie爲地法 동을 준거법으로 적용하는

소위 域間)fl]法의 適用方案이 있다. 본레 역간헝법의 적용은 法1>8J인 分斷(2국가)

을 정면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양체제의 공존을 모색하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구성된 독일의 이론이다. 특히 같은 분단국이었던 동서독의 경우에는 이 이론의

타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였다. 왜냐하면 서독은 聯邦國家였으머, 어러 형법영

역 이 이미 존재하는 상촹에서 동독지역을 별개의 형법영역으로 볼 수 있는 여지

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북한간에 있어서는 하니-의 국가안에 복수의 형법영역이 존재한다는

젓올 전제하는 역간헝뱁의 적용이론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젓이다. 남북한간에

역간헝빕을 적용하자는 입장이 성 립되기 위해서는 띤저 한반도에 2게의 형법영

역 이 존재함을 긍정하는 전제가 충족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젓을

긍정하기가 어럽기 떼문이다. 물론 이러한 입장이 부분적으로 렷實과 부합되는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현행헌뱁의 영토조항과 국가보안법의 적용 등 우리의

법힌실과 상치됨을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역간형법의 원칙에 따라 북한관련 빔죄에 데해 북한형법을 行爲地法으

3) 이 러한 입장은 통인이진 西獨法院이 서독형법을 전 독일에 전면적으로 적용兎딘 것괴. 싱

骨하는 깃이 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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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적용하는 데에는 法理上의 여러 문제가 제기된다. 예컨대 우리의 형사사법상

國까의 형법을 우리 법원이 적용하는 국내법이나 판례. 관습법이 형성된 바 없

고
, 명문의 규정이 없는 역간형법의 적용은 罪刑法定초義에 반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형법이나 형사정책의 목적과 체제가 전혀 다른 북한법을 우리 법원이 적용

하논 것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 요컨대 域間刑法의 適用은 聯邦國家와 같이 1국

가내에 다수의 형법영역()+l)이 존재하는 경우에 타당한 것으로서 현재와 같은

남북관계 내지 韓羊島의 헌실에 비추어 채택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남북한간에 國際刑法4)을 類推適用하자는 입장이다. 남북한의 관계가 상

호 승인한 국가간의 관계, 즉 완전한 국가 대 국가의 국제법적 관계라면 남북한

주먼의 인적 왕레에 따른 형사문제는 두말할 것도 없이 국제형사법의 일반원칙

과 함께 우리 형법 제3조-제7조의 國際刑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남북관계는 냠북기본합의서 서문에서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통일

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국제법상의

원칙이 그대로 타당할 수는 엾다. 즉 남북관계를 국제법적 관계가 아니라 分斷國

內部의 特殊關係(民族內部의 特殊關係)로 본다면,5) 남북한간의 형사문제에 대하

여 현행형법의 국제형법 규정을 직접 적용하기는 어렵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고

4) 국제형법이란 용어는 多義的 意味로 사용되고 있다. 첫째, 嚴密한 意味의 國際刑法(이것은

주로 국제법학자들간에 사용되는 개념이다)은 케事問題에 관한 國際法規에 총체. 즉 국제

적 성격의 범죄를 규율하는 實體的 國際펨事法(Materiel1韶 Intern3tionales Strafrecht)을

말하는 것이다. 예컨대 전쟁범죄, 접단살해죄, 인도에 관한 죄 및 평화에 대한 죄, 국제테

러 등의 규제, 국제형사재판소의 창설문제 등이 국제형법의 주요 내용을 이루는 것骨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와 같은 국제형법은 그 내용 및 범위가 충분할 정도로 확립 되어 있지

못하다. 둘째, 국내형법에서 사용하는 國際刑法이라는 개념은 범행의 장소, 범인의 국적,

범죄의 성졀 등 여 러가지 요소를 표준으로 하여 - 國 刑法의 適用範圍를 결정하는 법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당해벙죄의 國際性 또는 外國性(international or forei gn e le-

men t)으로 인하여 그 범죄에 적용될 수 있는 관련국가들의 형법중 어느 특정국가의 형법

을 준거법으로 적용할 것을 지 정하는 일국의 국내법을 말한다. 학자에 따라서는 이를 刑

法適用法(Strafanwendungsrecht)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방대한 형법규정 중에서

제2조-제7조는 이 러한 의미의 국제형법에 해당된다. 셋째. 國際刑法은 국가갼 형사사법공

조를 규율하는 각종 국내법과 조 약의 총체를 의미하는 國際刑事司法共助法을 의미하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둘째 의미로 사용되고 었다.

5) 필자는 기본적으로 현재(화해.협력단계)의 남북관계를 대외적으로는 「1민족 2국가」, 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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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할 수 였는 방안으로는 國際刑法의 類推適用이 있다. 즉 북한을 yp國에 準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우리 형빕의 국제헝법 규정을 類推適用함으로써 상호간에 상데

방의 체제를 인정 . 존중하면서도 상호간의 관계를 국제관계로 보지 않기 때문에

국제형법의 수面1'FJ 直接適用은 배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처리방안은 물론 남북

한의 상호 체제인정 · 존중, 특히 타방측 주민에 데한 형사관할권 인정 · 존중을 전

제로
'

하는 것이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남한이 북한주민의 北韓籍을, 북한은 납한

주민의 한국국적을 인정 · 존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기서 이의- 같은 유추>용이 유추해석 및 적용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가가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그러 나 이 유추적용의 결과는 내국민의 범위

를 제한함으로써 罪刑法定主義에서 금하고 있는 
'

형벌권을 창설 · 확대하는 유추적

용'이 아니라는 점에서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결국 현재의 화해 · 협력딘%에서는

힌행 형빕 제2조-7조의 國際刑法 規定을 類推適用하어 남북한간 인적 교류시

발생하는 범죄를 처리하는 것이 가장 헌실적이며 타당한 것으로 평가된다.O)

m. 께事管植權 行使廉則과 具儒的인 準據法 決定方法

우리 정부가 남북한간 인적 교류시 발생하는 형사문제 처리와 관런, 우리 형 법

적으로는 ' 1 민족 2체제」의 양면성을 갖는 2중관게 내지 특수관계로 악한다. 따라서 납

북언합이라는 것도 대외적으로는 국가인합의 외양을 갖추고 있으나(제3국에게는 그와 같

이 인식됨 것입), 대내지으로는 체제연호1·의 성격을 갖는다. 본래 국가연합이라는 깃이 상호

숭인한 2이싱·의 국가간에 일정한 목적을 단성하기 위判 기능적으로 겯합하는 국가걷합을

의 미하는데, 한국헌법의 영토조항과 북한 노동당규약 전문의 규정 때문에 남북한의 모두

상대방을 국가로 승인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납북연합은 보편적인 국가언합이 될 수 없다.

그것은 不眞正한 國家聯음 또는 特殊한 形態의 국가언합이라 할 수 있다. 諸成鎖, 
"

憲法上

統-關聯 條項의 改廢問題," 「統-硏究論蒙」, 創세號(1992), pp. 274-277;諸成鎖, 
"

停뀌t

基本습意書의 法的 性格과 效9J," 「國際法學會論蝶」, 제37권 1호(1992), pp. 152-154.

6) 유추헤석 의 금지는 유추해석을 통하여 
'헝 

벌을 근거지우거나 형을 가중하는 것을 금지함에

1 의의가 있다. 따라서 형을 감경허가나 또는 조각하는 사유에 대한 유추해석은 허용됨

수 있다. 즉 범죄자에게 유리한 유추적용은 헝 법에시 허용띤다. 쇼 5 秀, 「韓國刑法 1 」, (서

울 : fSii社, 1992), p. 227 ;李·岸]國, r )[·l]法硏究 1 」 (서울 : 法'文社, 1986), p. 62 ;事在祥, 「刑

法總1'滄」 (서울 : 博英社, 1989),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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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국제형법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입장을 정립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구체

적으로 남북한간에 형사문제, 특히 범죄의 처벌문제가 발생한 경우를 상정해 보

기로 하자.

말할 것도 없이 남북한간 형사문제는 주로 남북한 주맨이 각기 他方地域을 방

문하는 중에 범죄가 발생, 각기 가해자(뱀인) 또는 피해자가 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남북관계는 특수관계이므로 남북한은 각기 타방측 주민

을 외국인은 아니라 하더라도 
'

Pl-國人에 準하는 광'로 취급하여야 한다. 또한 남

북한은 타방측 지역을 외국은 아니라 하더라도 
'

까國에 準하는 地域'으로 취급하

여야 한다. 그러한 결과로 남북한간 형사문제 처리시 납북한간에 기본적으로 각

기 자기측 地域에 대한 屬地的 管輔權(territorial jurisdiction)과 자기측 住民에

대한 屬人的 管輔權(personal jurisdiction)이 경합·충돌하게 된다.

여기에서 우리 형법의 인적 · 장소적 적용범위와 특히 북한과의 관계에서 그 구

체적인 적용방법이 문제로 제기되게 된다. 이를 위해 이하에서는 먼저 형사관할

권의 결정에 관한 일반국제법상의 월칙들을 간단히 고 찰하고, 이어 낱북관계에의

적용문제 및 구체적인 준거법 결정방법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케事管輔權 行使에 관한 諸服則

형법의 場所的 適用에 콴한 원칙에는 屬地主義, 屬人초義, 保護主義 및 世界主

義의 4 가지가 있다.

가. 驅地主羲

오늘날 모든 국가는 외국의 외교관, 국제공무원, 정식의 합의에 의하여 주둔하

는 외국군 등 治까法權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국민에 의한 것이든 외

국인에 의한 것이든 자국의 영역, 배타적 경제수역,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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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한 범죄에 대하여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를 屬地主義, 프i域소義 또

는 犯罪地1義라고 한다. 이것은 국제법상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의 하나인 영

토주권에서 나오는 당연한 결과라고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범죄는 犯罪地國( B

罪 7爲地國라고도 함)의 法秩序를 침해하는 것인바, 이를 범죄지국이 처벌하는

것이 소송절차와 관런하여 볼 떼 가장 合目1J(Jly)이라고 할 수 있기 떼문에 오늘

날 屬地主義(territoria1 pr inci p le)는 형뱁적용의 기본원칙요로 확립되어 있다.

속지주의의 적용을 위해서는 먼저 犯罪地가 결정되어얘 한다. 行爲地와 結果發

生地가 같을 경우 범죄지를 쉽게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범죄지의 결정과 관련

하어 주로 문제되는 젓은 行爲地와 結果發生地가 다름으로 인하여 끼事管精權3)

이 競슴하는 겅우이다. 이 경우에는 당연히 어느 국가가 우선적으로 형사관할권

을 행사할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기 떼문이다.

첫째, 實行의 着手는 國 J 에서 이루어졌으나, 結뽀는 國外에서 나타니:는 경우

가 있다.예킨대 상호 인접한 A국과 B국과의 관계에서 착수는 국경선 이쪽에서

총을 쏘아 저쪽에 있는 사람을 죽이는 겅우를 생각해 보자. 이 경우에는 양 국가

가 모두 당해 W죄에 대하어 속지주의에 입각하여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T

이 때 범죄의 착수지국이 헹사하는 형사관할권의 근거를 主權的 屬地主義(Sub-

jective territorial pr inci p le)라 하고, 결과발생지국이 행사하는 형사관할권의 근거

7) 金條蜜, 
"

國際事件에 대한 國內裁判所의 管輔權," 「國際法協·倉論嚴」 제3권(1987), p. 22

8) 國1t]法에서는 재판권과 관할권이라는 닐이 임격하게 구별되는 동시에 전자가 후자보다

상위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시 판할권은 재판권이 인정되는 기초 위에서 인적 ·

장소적 · 사항적 측면을 고러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되고 있다. 이에 비헤 國際法에서는 제판

권이라는 용어는 거의 사옹하지 않으머, 그 대신 재판관管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통레로 되어 있다. 한펀 s-제법에시 骨싱- %)輔權(jIll·isdiction)이라 曾 때는 입법관할권, 주]

행관할군1(수사권 등 겅찰권을 포합함), 재판관할권 내기 사법괸·할권(민사재핀.관힝권과 험

사재판관할권 포뻠·)을 2팔하는 의미로 사용되 고 있다. 본고에서는 주로 헝사관曾권(공소

권 및 현벋구1 등 인부의 집행완'骨쭈1과 헝사제판관할고1 등 인부의 사범관힐·구1을 포骨하는

개넘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Michael Akehurst, 
"

Jurisdiction in InternilUonal

Law," Edtkh yearboo」t 0f lntemotio71al Ltl2i), Vol. 46(1972-1973), pp. 170-177 ; Sami

8hubber, 
"

Aircraft Hi jacking un der the Ha gue Convention 1970 : A New Re g ime," 172terl10-
'bolt0/ 

on rf C0772pom Hoc Lotr Quarter(y, Vol. 22(:1972), p. 7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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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客觀的 屬地主義(objective terr itorial pr inciple)라고 한다.9)

둘째, 속지주의에 의하면 행위의 中間影響이 국내에서 일어난 경우 그젓을 構

成要件的인 結果의 일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國內犯으로 본다. 예컨대 살인죄에

있어 상해의 결과만이 국내에서 일어난 경우, 상해의 목적으로 국외에서 우송한

독물을 국내에서 섭취한 자가 국외로 출발한 후 그 독물의 작용이 시작된 경우

라 할지라도 이를 국내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셋째, 不作爲犯1')의 경우에는 헝위를 행하었어야 할 장소가 범죄지로 취급되므

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범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넷째, 未遂犯은 결과가 발섕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중간적 결과 등의 중간 영향

이 발생한 장소를 범최지로 볼 수도 있으나, 행위자가 意圖하였던 結果發生의 豫

定地를 범죄지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를 긍정하는 소수견해

및 입법례와 부정설이 나뉘고 있다.Il)

나. 廳)k主義

속지주의를 절대적으로 견지하면 자국영역 밖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는 전

혀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엾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가령 자국민의 국내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하면서도 자국민이 국외에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엘

는 처별하지 않는다면 부당한 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범죄지가 領域

內인가 또는 領域外인가에 따라 동일하게 처벌되기도 하고 처벌되지 않기도 한

다는 젓은 불공정하다는 것이 속인주의의 대전제라고 할 것이다.12)

또한 범죄의 피해자가 된 경우 당해 국민의 國籍國이 당해 범인에 대해 아

무런 旻치도 취할 수 없五록 하는 것五 불합 한 것 라 할 수 있다. 상에서

9) Michael Akehurst, A Moc/em IzztroducNo71 to f7tter710tio7101 Lotl), 6th e d. (Sydney : Geo 뺑e

Allen an d Unwin, 1987), p. 105.

10) 행위에는 作爲와 21<作爲가 있다.

11) 張榮敏, stt pro no te l
, pp. 77-78 참조.

12) 金燥蜜, stt pro note 7
,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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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듯이 범 인의 본국(소속국) 또는 범죄의 피해자 본국이 일정한 사관할권을

인정 하여야 할 묄요가 제기되는 바, 바로 여기에 속인주의의 존재 이유가 있

다.

속인주의에는 積極的 屬人主義(active na t ionalit y pr inci p )e, ac t ive persona lity

pr inciple)와 消極的 屬)t主義(passive na t ionalit y pr inci p le, pass ive persona lity

pr inci p le)가 있다.

(1) 積極的 屬)<主義

적극적 속인주의는 범죄지 여하를 불문하고 자국민의 국외범죄에 대하여 자국

형법의 적용을 인정하는 원칙을 말한다. 즉 적극적 속인주의는 自國民이라는 점

을 達結素(Ankndftungspunkt)로 하어 國싸犯에 형사관할권을 인정하기 떼문에

國籍소義라고도 한다. 과거에는 국가가 자국민이 외국에 있더라도 자국범에 따르

도록 하는 권능을 갖는 것으로 이해함으로씨 국가에 데한 국민의 忠誠關係(loy-

a lt y re lationshi p )에 속인주의의 근거가 있다고 보았다.13) 그러나 아무리 자국민이

라 할지라도 외국에 체류하는 한, 현실적으로 재판권올 행사할 수 었으며, 범인

이 자발적으로 입국하거나 범죄인 인도절차에 따라 인도되는 경우에 한하여 형

사관할권이 헹사될 수 있다.14) 이 짐은 다음에서 살펴 볼 소극적 속인주의의 경

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적극적 속인주의가 갖는 진정한 의의는 범죄방지에 관한 국가의 達帶

性에 있다고 보아야 할 젓이다m 왜냐하면 犯罪行爲地國의 屬地소義, 被害者 本國
w

(國籍國)의 消極的 屬)(초A 등을 존중하여 범죄인을 소추하지 아니할 경우 발

생할 수도 있는 뱀죄인 不罰의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犯人(WrI害者)의 本國이

13) 따라서 적극적 속인주의는 국민이라는 民族連帶意識이 강한 국가, 다시 말하면 국적의

결정에 있어서 혈롱주의름 택하는 국가들에 의헤 체덱되는 경우가 많다.
14 ) J. G. Starke, Introdrtchon to InfernoRo+mI Loze, 9th e d. (London : Butterworths

,
1964 ),

p.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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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범죄인을 처벌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기 때문이다.15)

적극적 속인주의에 기하여 행하여지는 재판은 代쁘處罰의 성격을 가지므로 범

죄지법이 국내볍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犯罪地法을 적용하는 소위 「輕法優先의

原則」이 타당하게 된다.16)

(2) 淸極的 屬人主義

消極的 屬人主義는 범죄지국이 벌인을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외에 있는

자국민의 보호를 위하여 자국민이 피해자가 된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국내형법

의 적용을 인정하는 원칙이다. 이 원칙이 인정되는 근거는 범죄지국에서 범인을

처벌하지 않거나 처벌할 수 엾는 경우에는 범죄의 진압을 위해 피해자의 본국이

라도 이를 처벌해야 한다는 데 있으며, 더욱이 해외에 거주하는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도 유용하다는데 있다.17) 따라서 이 주의는 被害者의 本國이 代理刑事司法

의 차원에서 國外의 犯人(가해자)을 처벌하는 원칙이라 할 수 있다.

소극적 속인주의는 犯罪地國에서 패罰的인 行爲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범죄지

국이 범인을 不罰狀態로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

다. 이러한 원칙은 國까에서의 內國)Q 保護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행위자의 국

적이나 주소 여하를 불문한다는 점에서 保護主義와 共通點을 가진다는 점에서 보

호주의의 특수한 형태라고도 할 수 있으나, 범인의 처벌곽 관련하여 범죄지국의

형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보호주의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하갰다.IS)

行爲地에서 가벌적이라는 의미에는 형사처벌 또는 그와 동등한 제도가 포함되

며 단순히 질서위반에 대한 질서벌은 포함되지 않는다. 가벌성을 판단할 때에는

15) 張榮敏, stt pro no te l, p. 79 참조.

16) 金周德, 「國際刑法」 (서울 : 文英社, 1993), p. 36.

17) 大野恒太郞, 
"

犯罪2G1渡20現況끄實務上29謝問題," 
「法律90%5[2"」, 1984年 7月 號,

p. 32; J. G. Starke, stt %m no te 14, pp. 224-225 참조.

18) 金周德, 
"

國際犯罪 授査構造論," 
「法曹」, 통권 제409호(1990. 10), p. 45; 쇼周德, sti pm

no te 16, p.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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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지에서 유효한 禁+L·要求規範 뿐만 아니라 IE當化事由 또는 是實事由도 고

려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세게적으로 널리 인정된 법원척에 모순되는 정당화사

유나 면책사유는 가벌성을 확정하는데 그 적용이 배제된다.19)

다수의 국가들은 피해자 본국에 의한 가혹한 처벌에 대한 우려와 국가간 민간

교 류 및 국제교통의 활성화에 역기능을 할 것으로 우려하여, 소극적 속인주의의

적용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般國際法上으로도 消極1j{J 屬)%,主義는 예

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젓이 현실이다.20)

다. f暴護主義

保護초義(Protective pr inci p le)는 자국의 안전보장 또는 중데이익 동 國家的 法

益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하어 그 犯罪地, 犯人의 國籍 어하를 불문하고 자국형법

의 적용을 인정하는 주의이다.21) 보호주의가 인정되는 근거는 국가의 정치적 · 겅

제적 중대이익이 관련되는 범죄인데도 빔죄의 정치적 성격으로 인하어 인도가

거부될 수 있고, - l-렇다고 해서 범죄지법에 의해 반드시 처벌되는 젓도 아닌 겅

우에 섕기는 間陳을 메우기 위한 젓이라는 데 었다.

이러한 보호주의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범위는 각국의 입법례에 따라 상이하

지만, 내란죄 또는 정부전복의 예비 · 음모, 외촨죄, 통화위조에 관한 죄는 공통적

으로 保護초義의 대싱-이 되고 있으머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가는 추세에 있

19) 동서독의 징우, 동叫 피난민에 대한 동·독수비병의 받포헹위가 自由移住權을 규정한 1968

넌 ih民的·政治的 權利에 관한 國際規%J(인멍 國際)%,權規約) 제12조 2항 및 3항에 모순

되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고 보았다.

20) 廣部{n也에 의하면, 피해자의 -Fl국에 헝시-권-틸71을 인정하는, 즉 소극적 속인주의를 인정

하는 국가가 1935닌겅에는 약 25게국이 되었는데, 오뉼날에 와서 刑法에 이 주의를 규정

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한다. 廣部{D也, 
"

犯罪(이羅際化<273對應," r < l) X [, 」,

제681호(1979), p. 64, [注 17; 소극적 속 J주의를 채텍한 필법의 대표적인 에는 $랑스의

1975넌 7월 11 인 형당](Law No · 75-624) 및 미국의 1986년 「線合的 外交安金 및 反테

러法」(Omnibus Diplom3tic Security an d Antiterrorism Act o f 198Ei) 등이 있다. 諸2h ,

"

海上데 러의 法的 規制," 「國際法學舍論畿」, 제35권 2호(199이, p. 252 참조.

21) Michael Akehurst, MI pra no te 9, p.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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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쓰 예컨대 서독형법 제5조 7호의 기업비낄침해최, 스위스형법 제4조의 제조업

무상의 비밀탐지누설죄, 오스트리아형법 제64조 1항의 자국의 공무원에 대한 공

무집행방해죄 등은 바로 이러한 보호주의의 확대경향을 보여주는 예들이다.23)

보호주의는 內國裁判權의 행사에 있어서 i地소義와 같이 우션적으로 행사되

는 것이며 속인주의나 세계주의와 같이 補充的 性質을 갖는 젓이 아니다. 따라서

행위가 犯罪地에서 범죄가 되는지 여부롤 불문하며, 輕法優先의 原員1]도 적용되지

하지 않는다%24) 
'

라. ti界主義

世界主義는 각국이 모두 중요성을 인정하는 共通의 基本的인 法益을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지, 범죄인, 퍼해자의 국적 여하를 불문하고 범죄인이 소재하는 국가

가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으로서 普遍主義(Universality pr inci-

p Ie)라고도 한다. 이 주의는 모든 국가가 범죄의 重大性에 비추어 당해 범인의 처

벌에 이해관계 내지 관심을 가지는 경우에 인정되는 형사관할권 행사원척을 말한

다. 이 주의는 海賊行爲, 戰爭犯罪 등의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 범인의 不罰狀態

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 안된 형사관할권 행사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세

계주의는 형사관할권의 擴張現象을 단적으로 뵤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2) 다만 보호주의에 의해 보호되어야 할 법익의 범위에 대한 客觀的 基擎.이 없다는 것이 이

원칙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서 지적되고 있다. 가령 - 國의 언론이 타국에 비판적인 입장

을 취했을 때 타국에 들어간 그 언론의 책임자를 보호 주의에 의거하여 처별하는 것은 불

합리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lbW. pp. 105-106.

23) 미국에서는 이민신청서에 대한 부실기재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다. 역시 미국에서 戰時

僞裝結婚 仲介業(war brides rac ket)이라는 것이 문제되고 있는뎨, 이 것은 외국에서 외국

인과 미국시민간의 위장결혼을 알선하고 이득을 취하는 행위이다. 이 때의 依賴者는 優

先的 移民順位를 확보하려는 외국인이며 근래에는 전시·평시를 막론하고 횡행하여 미국

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 러한 것도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다. J. G.

Starke, SIt pm no te 14, p. 225 no te 10 참조.

24) 金周德, stt pro note 16, pp. 45-46; 張榮敏, stz pro note 1, pp. 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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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케事管輔權 原則과 南北關係에의 適用間題

각국의 형법은 이상파 같은 형사관할권 헹사원칙중 어느 하나만을 규정한 겅

우는 그리 많지 않고 대부분 둘 또는 그 이상의 원칙을 병용하고 있는 것이 헌

실이다. 우리 형법의 경우 屬地主義骨 형법적용의 基本原베으로 하면서 기타의

원칙은 속지주의에 대헤 hli充的 役割을 하는 젓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형법은 屬人초義인 公民主義를 기본으로 하면서 속지주의인 領域原베과 代

理刑事司法原員1]의 일종인 現實原베을 보충적 원칙으로 하고 있다.28)

남북한간에 있어서는 주로 속지주의와 속인주의가 주로 문제될 젓으로 판단된

다. 이하에서 우리 형법의 場(i께{J·)<09 適用範圍에 관한 제원칙파 남북관계에의

적용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謁地1義

첫째, 北韓住民이 님-한 방문중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 내.외국인읕 불문하고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어 속지주의원칙을 적용하도록 규정

한 헌행형법 제2조(國內犯)26)에 따라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27)

둘째, 南韓住民이 북한방문중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 속지주의가 적용될 수 있

는가7 이 경우 속지주의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븍한이 대한민국 영토라는 젓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문제는 헌법 제3조 領土條項2S)에 의거하여 데한민국

이 북한지역 내의 모든 범죄를 형법 제2조의 國內犯으로 보고 屬地主義原則에 따

라 처리할 수 있는가 여부에 달려 있다.

25) 張榮敏, su pra no te 1, pp. 77.

26) 형법 제2조는 
"

본법은 대한민국 영 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된다tv
고 규정하고 있다.

27) 우리나라에서는 속지주의가 형법적용의 대우1칙이므로 이와 같은 사안에 있어서 북한주민

에 대하여 적극적 속인주의를 적용할 것인지를 검도할 필요는 없다.
28) 영토조항은 북한지 역을 대한민국의 영도로 보는 법리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

通脫的인 解釋論이며 判例의 立場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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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영토조항의 규범력을 인정하고 그와 같은 형식논리에 충실함으로써 형

법상의 內國槪念에 북한지역을 포함시킬 경우, 북한내 모든 범죄를 國內犯으로

처리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 남북통일이 실현될 때까지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에는 의문이 있다. 더욱이 이러한 立論은 남북기본합의서 및 부속합의서

가 체결된 지금 동 상호 체제인정 · 존중 및 상호 관할지역에 대한 권능의 인정 ·

존중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평가된다. 결국 영토조항의 존재에도 불구

하고 現實的으로 대한민국의 裁判權이 북한지역에 대해 행사되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형법상의 內國槪念을 대한민국의 형사관할권이 현실적으로 미치는 남

한지역으로 축소하는 것이 법현실에 더욱 부합하는 태도라 할 것이다.

속지주의 적용을 위한 선결과제, 즉 구체적인 犯罪地의 결정 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남북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남북한간에는 行爲地와 結果發生地가

다름으로써 형사관할권이 競슴하는 경우가 주로 문제가 될 젓으로 예상된다. (l)

행위가 남한지역에서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북한지역에서 발생한 경우, (2) 행위

는 북한지역에서 이루어졌으나 그 결과가 남한지역에서 발생한 경우 등에 있어

서 남한은 어느 경우에나 당해 범죄가 국내에서 행해진 것으로 해석하여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

나. 謁 (主義

(1> 積極的 屬人血義

우리 형법의 남북관계 적용시에도 적극적 속인주의의 적용은 당연히 인정되며

다만 그 적용범위가 문제될 뿐이다.

첫째, 북한주민이 南韓訪問中에 남한형법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남한이

적극적 속인주의에 입각하여 동인을 처벌할 수 있는가 이 문제는 결국 북한주민이

우리 형법 제3조(內國)<의 國外犯)29)의 內國人에 포함되는가 하는 문제로 귀착된다.

29) 형법 제3조는 
"

본법은 대한민국 영 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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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영토조항 및 국민조항(또한 국적법)에 대한 기존의 해석론을 따를 경우,

물론 북한주민을 헝'빕 제3조의 네국인으로 간주하는 젓도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 나 이와 관련하여 헌헹 國籍法이나 南北基本合意숨의 어디에도 남

북한주민의 국적문제에 대해 明)C의 規定이 없다. 다만 우리 정부, 특히 법집헹당국

이 지금까지 헌행 헌법의 영토조항에 따라 북한지역을 대한민국으로 간주한 동시

에, 헌법 제2조의 國民條項과 제3조의 領土條項의 體系的 解釋論上 
'

일체의 북한추

민'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치리하여 왔을 뿐이다. 가령 북한주민이 남한에 귀순해

올 경우, 이들을 당연히 대한민국 국먼오로 간주하고, 별도의 국적부여 내지 귀화절

차를 거치지 않고 단순히 우리 (i籍에 登載함으로써 就籍케 하여 왔던 것이다w30)

그러나 남북기본합의서가 체택된 지금, 북한주민의 한국인 의제는 남북한간의

체제인정 · 존중(특히 상호 法秩序尊重 및 타방측 주먼에 데한 타방당국의 형사관

할권행사 인정 · 존중) 정신에 반하는 부당한 법적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적어

도 닙-북기본합의서 채택 이후애는 지난 40년 동안 북한당국이 북한주먼에 대혜

부여한 北韓籍을 존중함이 남북관계 개선의 정책적 필요나 또는 뱁현실에 비추

어 보더라도 타당하다고 할 젓이다.31) 즉 북한주민은 국적법상 대한민국의 국민,

헝볍상의 내국인이 아니며 결국 북한주민을 씨-國人에 準해서 취급하는 젓이 체제

인정 · 존중의 정신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北韓住民이 북한에서 행한 범

죄는 물론. 남한 이외의 써-國에서 행한 犯罪 우리 형법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고 있다. 이 조항은 적극적 %인주의를 it-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0) 骨론 이러한 해석론이 헌칠에 부합하지 않는 먼이 있다. 이 러한 접을 감안하어 현실적으i르

우리 정부는 국적법 제2조에 의해 줄셍한 당시에 父가 대한민 iw(이 떼의 대한민국은 납한

또는 낱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縮/b解釋하는 것이 타당함. 이하 동일) 국민이었거나 출 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떼에는 사망한 당시에 대한민국의 s·민이던 자, 부가 분멍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국적이 없는 때에는 
'障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北韓住民」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깃이 낱북기본합의서 채택후에는 보다 타당한 것으로 %1단 1다. 남북한 주

민의 國籍에 관해서는 張孝相, 
"

韓國人의 國籍," r 서-세考試」 1989닌 3월호, pp. 126-134;鄭印

雙, 
"

法的 基準에서 뵨 韓國/+,의 範圍," 「社倉科學의 諸問題」 (서울 : 法文社, 1988), pp. 64'/

- 672 참조.

31) 1963넌 10윌 9일 제정·공포된 북한의 國籍法은 
'

조선민주주의인민공촤국 창긴 이전에 조4'1의

국 적 을 소 유하였 던 조 선 인과 21 의 자녀 로서 본법 공포 인 까지 그 국적 을 포 기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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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남한방문중에 북한주민이 행한 범죄에 대하억 적극적 속인주의를 근거로

우리 형법을 그 들에게 적용하는 대신에, 남한은 屬地主義에 입각하여 북한주민의

남한내 범죄를 처벌함이 볍리상 더욱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북한주민에 대한 형사관할권 행사와 관련하여 남한의 屬地主義와 북한의 積極的

屬人主義가 競습하게 된다T32) 일반국제법상 속지주의가 적극적 속인주의에 우선

한다는 것이 널리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기 때룬에 남한이 형사콴할권을 행사

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

둘째, 남한주민이 北韓訪問中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 경우에

는 다시 두가지 경우로 나누어 생각할 펼요가 았다.

면저 남한주민이 南北韓의 刑法에 공히 위반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이다. 이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북한이 대한민국영토라는 논리에 입각한 屬地主義의 적

용은 자可하다고 할 것이다. 그 대신 범인이 남한주민이기 때문에 tn害者의 本國

인 남한이 적극적 속인주의에 입각하여 형법에 따라 범인을 처벌할 수는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안에 있어서는 북한을 외국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하여 남한

주민의 북한내 범최에 대하여 우리 형법 제3조의 內國人의 國外犯 規定을 관할

권행사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현재로서는 남한의 범인이 변호인

않는 자와 의국인으로서 합법적 절차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을 취득한

자'를 「公民」으로 규정하고 있고(제1조), 이어서 북한공민간에 출생한 자녀, 북한거주 북

한공민과 외국인간에 출생한 자녀, 북한영역내에 발견된 자녀로서 그의 부모를 알지 못

하는 자는 북한국적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大陸硏究所, 「 Ih韓法슈集」, 제1

권 (서울 : 大陸硏究所, 1990), p. 174;Chin Kim, 
"

North Korean Nationality Law," 17Itemo-

honol Lott>yen Vol. 6 (1972). p. 324; 기본합의서는 남북한이 서로 상대방을 국가로 보지

않으므로 국가를 전제로 한 일반국제법상 원칙 인 「국내문제불간섭의 원칙」은 남과 북 사

이에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기본합의서에서 내부문제불간섭의 원칙을 규정한 것은 특

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 속하는 내부문제로는 정치제도 선택, 국적부여, 군비

규모 결정 등을 들 수 있다. 통일원, 「남북기본합의서 해설」 (서울 : 통일원, 1992). p. 43.

32) 이 외에도 북한주민이 제3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겅우, 한국이 적극적 속인주의에 입각하

역 당해 제3국(범인소재지국)에 대해 동인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가가 理論的 問題로

서 제기될 수 있다. 그 러나 이러한 청구에 대해 제3국이 범인을 한국에 인도할 가능성은

거의 엾다. 이 미 북한이 유엔에 가입한 이상 국제사회로부터 녈리 國際法上 國家로서 인

정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븐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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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력 등 사법절차싱-의 보호를 북한에서 제대로 받을 수 있는가에 의문이 있

기 떼문에 남한주민의 북한내 넘죄에 대하여 남한이 형사관할권을 헹사하는 짓

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적국적 속인주의에 의거하어 남

한주민의 북한내 죄에 대하여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갰다.

그런데 이처 럼 범죄가 남북한의 형법에 모두 위반하는 것을 경우에는 南韓의

積極1>{J 屬人主義와 北韓의 屬地主義가 競슴함으로써 형사관할권 행사에 있어서

우선순위 섣정의 문제가 제기된다. 물론 이 문제는 님-북한간의 合意에 의하어 해

결되어야 한다. 만일 남북한간에 아무런 합의가 엾을 경우에는 국제법상 속지주

의(영토주권에 基한 형사관할권' 행사)가 여타 원칙보다 우선한다는 것이 일반적

으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북한형법의 속지주의에 의한 형사관할권이 우선적으로

행사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도 행위자의 귀국가능성을 고 려하

여 처벌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즉 자국민의 빔죄행위에

대하어 犯罪地가 다르다는 이유로 형법이 침묵해야 할 이유는 없다. 이에 관하어

는 형법 제7조에서 
'

외국에서 방은 헝집헹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

조항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우리 형법상의 積極的 屬人主義와 북한형법상의 屬地

主義의 충돌상촹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33)

다음으로 만일 범죄가 남한형법에 위반하는 것이나 북한형법에 위반하는 젓이

아닐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이야 할 것인가7 이 경우에는 북한의 속지주의가

적용묄 여지가 없고, 남한주민에 대한 납한의 형사관할권 사만이 문제된다. 물

론 형사관할권 헹사를 위해서는 북한에서 죄를 범한 남한주민이 귀환하여야만 우

리 형법에 의거 당해 범죄인을 처벌할 수 있는 바, 이 경우에는 범인을 처省하기

위해서는 동인이 한국에 귀환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태발생시 범죄를 저지른 한국주민이 북한에 대한 정치적 망명 요청 등의

방법 또는 북한내에서 잠적하는 방법(물론 이는 북한이 개혁 · 개방을 추진하고, 남

33) 寢鍾大, 「刑法總論」 (서울 : 法文社, 1992), p.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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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간 인적 교 류가 확대되는 경우에나 가능한 것임)에 의하여 귀환하지 않거나

또는 제3국으로 도피한 경우 犯罪)<히渡(extradition)34) 問題가 제기될 것이다435)

위에서 살펴 본 첫째 경우이든 또는 둘째 경우이든 간에 남북관계에서 적극적

속인주의에 따른 형사관할권 행사시 輕法優先의 原則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필요

가 있다고 보인다. 가령 남한주민이 북한지역에서 죄를 범하였을 때, 당해 범죄

에 대해 우리 형법보다 북한형법이 보다 가벼운 형을 정하고 있을 경우 우리 법

원이 相互主義의 保證1에서 輕한 법인 북한형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것이 남북관계 개선 내지 신뢰구축에도 바람직할 것이다.

(2) 滄極的 屬人초義

남북한간 인적교류과정에서 제기되는 형사문제 처리와 관련, 소극적 속인주의

가 문제되는 것은 주로 남한주민이 북한방문중에 북한주민에 의한 범죄의 피해

자가 되는 경우이다.36) 그러나 이 경우 남한이 북한주민을 직접 처벌하기는 현실

34) 본래 犯罪)%,뤼渡라는 제도는 국가간에 형해지는 것으로서 특수관계인 남북간에 ex tra dition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데에는 의문이 없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英聯습(英聯邦) 諸國間

에는 移送(rendi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바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도 이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한편 국제선례를 보면 미승인국간에 ex tra dition 대신 re turn 이

라는 용어를 사용한 경우도 있다. 가령 1907년 미국과 쿠바간에 체결된 「航空機 및 船勉의

位致에 관한 諒解覺좋」(Memorandum o f Understanding on the Hijacking o f Aircrafts an d

Vessels)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것은 미국측의 입장에서 보면 당사국간에 외교관계가 없

기 때문에 헌실적으로 범죄인인도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난점을 해소하는 동시에 쿠바의

입장에서도 항공기납척범 등을 보다 용이하게 처리하는 방식으로서 强制退去(deportation)

를 선호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謝成錦, 「航空機테러와 國際法」 (서울 : 地平書院, 198이, p.

121 참조.

S5) 범죄인인도제도에 의하면 이와 같은 경우 후술하는 바와 같이 雙方패罰性의 原則이 충족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즉 북한형법상 남한주민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범인(남한주민)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북한의 자발적인 인도에 의존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물론 이 경우에도 낱북간에 상호주의의 보증이 이루어질 경우 인도가 가

능할 것이다. 이와 같이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南 Ih間 A的 交流에 관한 습意書」에서

일방 주민이 톼방지역을 방문할 경우 정치적 망명 또는 기타 귀환의 거부를 허용하지 않도

록 명백히 규정할 펄요가 있다.

36) 북한주민이 남한방문중 낱한주민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된 경우에도 소극적 속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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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곤란하다. 형사관할권 행사와 관련, 북한의 속지주의와 적극적 속인주의

가 남한의 소극적 속인주의에 우선하기 때문이다. 요컨데 소극적 속인주의는 북

한이 북한주민의 범죄를 처벌하지 아니할 겅우에만 적용되게 됨올 유의司야 한

다. 이 경우 범인이 북한에 있기 몌문에 처省을 위해서는 범인의 신병 확보와 긱·

종 증거수집이 펼요함을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당연히 범죄

인인도와 형사사법공조문제가 제기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형법은 제6조 단서에서 헹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헹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형

법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단서만으로는 납북관게에서 소극적

속인平의가 적용되는가가 불확실하다는 견해가 있다. 에냐하면 형법 제6조 단서

를 文理解釋하면, 행위지에서 범죄가 성 립되지만 행위지국이 당해 범죄에 대하여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우리 헝빕이 적용될 수 飯게 되는데,37)

본레 소극적 속인주의라는 것은 비·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형사관할권

형사원칙이기 몌문이 라는 것이다.310

이에 관해서 필x'l-는 남북관계에서 형허 제6조를 기게적으로 적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형법 제6조는 대한면국과 데한민국 국민에 대한 국외범에

관해서 규정한 조 항으로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 바, 형법의 적용싱- 북한

주민을 써-國人에 準하어 취급할 수 밖에 엾음은 부인할 수 없으나, 법률싱- 完소

한 싸國<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고 하或다.

한편 소극적 속인주의에 의하여 북한의 주민을 처벌하는 경우에도 적극적 속

의 적옹문제가 제 기핀 수 있다. 그 러니. 이 경우 남한은 속지주의와 적극적 속인주의에

의거하여 가해자인 남한주민을 처벌하먼 된다. 물론 남한이 남한주민을 처띨하지 않을

경우에는 북한이 소극적 속인주의에 입각하여 문제로 심-을 수 있을 것이나, 이 러한 겅우

는 거의 없을 것으로 에샹되므로 여기서 구체적 인 겁足骨 한 괼요는 0다고 생각후}다.

37) 다만 헌행 헝법의 改1B案은 상기 단서중 
'

행위지에서 헝을 소추 또는 면제'한 경우를 삭

제하고, 
'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떼'에 한하어 국내헝법의 적

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38) 張榮 if(, SN pff1 no te 1, pp. 80-8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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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남한이 북한주민의 신병 및 관련증거를 확보하여야

범인의 처별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간의 형사사법공

조와 범죄인인도문제가 제기되는데, 과연 북한이 여기에 적극 협조할 것인가 하

는 데에는 의문이 있다. 또 북한이 남한에서 북한주민이 처벌받는 것은 물론, 남

한도 남한주민이 북한에서 처벌받는 것을 꺼릴 가능성이 높다.

이상과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남북한간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나, 가급적 소극적 속인주의의 적용은 배제하는 겻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 保護史義

범죄지, 범죄인의 국적을 불문하고 보호주의는 북한과의 콴계에서도 역시 적용

된다. 따라서 북한주민이 남한을 방문하는 중에 행한 대한먼국의 國家的 法益에

대한 침해행위, 예켠대 內亂罪, 씨-息罪, 通貸僞造에 관한 罪 등은 보호주의에 의

거, 우리 형법에 의해 처벌된다.

라. 世界主義

세계주의는 각국이 모두 중요성을 인정하는 공통의 기본적인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지, 범죄인, 피해자의 국적 여하를 불문하고 범최인이 현재하는 국가

에서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주의이다. 현행형법에는 세계주의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형뱁 개정안 제7조에서는 세계주의롤 천명하고 폭발

물 폭발, 선박·항공기납치죄, 통화위조죄, 위조통화취득죄, 유가증권위조 등의 죄

및 그 미수범죄에 대해서 외국인에도 우리 형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9)

이러한 세계주의가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적용되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엾다%40)

39) Ibid,. p. 82.

40) 한국은 각종 국제테 러행위의 규제를 위한 국제협약에 가입하고 있으나, 미국이 북한을

테 러국가로 규정하고 있는뎨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은 국제협약 가입에 소극적이며, 완전

히 테러행위를 포기하였다는 객관적 증거도 나타나고 있지 番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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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具體的인 準4충 決定方法 : 具醫的 妥備+生의 考慮 1J$要
N

남북한간 형사문제 처리를 위한 준거법 결정시 7리 형뱁의 國際刑法規定을

유추적용한다 하더라도 속지주의 또는 속인주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남북한간의 특수상황을 고 려할 떼 구체적 타당성의 고 려가

불가피할 것이기 떼문이다. 따라서 남북한의 주민이 상대방 지역을 방문하여 그

곳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원칙적으로 범죄행위지의 형사법을 적용한다는 규정

을 두도록 하되, 동시에 예외적으로 남북한이 합의할 경우에는 범인의 本國法(또

는 居住地法)에 의한 처리도 가능하도록 하는 길을 열어 둘 필요가 있을 젓이다.

한편 複數의 犯罪地로 인하여 준거법이 경 합하는 떼에는 가장 중한 범죄의 헹

위지의 준거뱁을 적용하는 깃이 타탕하다. 다만 남북한간에 형사관할권이 경 합할

경우 합의에 의句 범죄지 가운데 어느 한 지역의 준거법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

는 길을 열어 둘 필요가 있다. 가령 T 남북한중 어느 일방에 의해서만 처벌되는

범죄, 卷 남북한이 하의한 정치적 · 이념적 범죄 助 기타 남북한이 범인거주지의

형사법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범죄 등의 경우에는 범인 거주지의 형사범을 적용

하는 방안을 고 려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남북한의 법원들은 형사재판에 있어서 상대방의 형사뱁을 적용하는 경

우에도 재판지의 公共秩序 내지 公序良俗에 위배되는 상대방 형사법의 적용을

베제할 수 있도록 하어야 할 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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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南4t問 께事問題 處環를 위한 法制度 創置問題

1. 間題의 提起

남북한간 人的 交流 推進過程에서 낱북한 주민이 각기 상대방 지역을 방문하

는 중에 범죄를 범한 경우 그에 대한 처리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犯罪人引渡問

s ]- 2t]].]W A.19-. y]-7 g%fl WAy]- WAx]o]]p%3b whs 7-sop] .]-L]ep

범인의 居住地法에만 위반되는 犯罪인 경우에는 동인이 輝還하여야 처벌이 가능

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그가 귀환하지 아니할 경우 남북한간에

범죄인인도라는 방식의 협조가 이루어져야 범인의 처벌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남북한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형사관할권을 가질 경우에도 범죄인인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가령 남한에서 죄를 범한 자가 무사히 북한에 귀환하였

는데, 그 후 그가 남한 체류중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설이 밝혀질 경우 범인의

거주지에서 처벌하는 젓보다 犯罪地인 남한에서 처벌하는 것이 더욱 타당한 경

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T 또 이 경우 북한에서 귀환한 자가 다시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즉 남북한에서 모두 범죄를 저지른 경우) 남북한중 어느 측

이 먼저 형사콴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가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남북한중 어느 지역에서 죄를 범한 자가 제3국으로 도망하였다가

후에 다시 남북한중 타방측 지역으로 도피한 경우에도 역시 남북한간에 범죄인

인도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이상과 같이 남북한간에 여러 다양한 태양으로 범죄

인인도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한편 남북한간 형사문제 처리와 관련, 범죄지에서 범인을 처별할 경우에는 각

종 증거가 당해 B罪地에 존재하기 때문에 證)1의 확보나 證據寬集이 용이·하지

만, 범인의 본국으로 인도하여 처벌할 경우에는 증인이나 증거수집 또는 관련된

물건의 양도 등 형사사볍공조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문제되는 젓은 남북한간의 형사문제를 처 리함에 있어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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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상의 껌죄인인도제도를 준용, 범죄인인도조약(합의서)을 체결하여 해결할 깃

인지, 아니면 마치 서울파 부산간의 형사겅 찰기관과의 범인이송(이첩)을 위한 협

조차원에서 행혜지는 범인에 대한 管精의 더導으로 간주하여 순수히 우리 국내

법을 적용함으로써 해걸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점이 먼저 선결되어야 남북한

간 형사문제 처리를 위한 기본방향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일응 범죄인 수사, 관할의 이전, 범죄인인도, 공소권 및 형벌권 둥은 모두 국가

의 공뱁적 헹위이므로 헌법의 영토조향의 정신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합법적

인 국가권능(통치권)을 북한에 인정하는 젓이 W리상 부당하다고 볼 수도 있다.

아마도 빕무당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처리방향이 불필요하거나 복잡한 문제를

새로이 제기하지 않으면서 남북한간에 범인의 신병 인계 · 인수를 실현하는 편리

한 측면이 없지 않을 것으로 관단된다. 그러나 이젓은 무엇보다 남북한간의 법현

실과 배치될 뿐만 아니 라 헌실적으로도 가령 범죄인인도빕이나 국제형사사법공

조법이 납북관제에서 그대로 적용될 수 없는 난점을 해소하기 어렵다.41)

이싱-과 같은 점을 감안하여, 이하에서는 님북한간에 띤죄인인도 및 . 형사사법공

조가 행해질 경우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특별히 문제로

제기될 수 있는 사항들에 관해서 간단히 살펴 보기로 한다. 다만 단기간내애 동

조 약이 체걸되기는 어려운 것이 납북관게의 현실이므로 이러한 조 약이 님북한간

에 체결되기 전끼·지는 W죄인인도빔 57-정을 유추적용할 수 밖에 없는 젓이 헌실

이다.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점에 유의하여, 우리 법령이 인정하는 범위내의 형

사문제 처리를 위한 헙조문제에 관혜서도 간단히 언급하기로 한다.

41) 범죄 인인 도법과 국제수사공조법에 의하면, 외무부장관이 공히 외교직 경로로 되어 있어

이를 경유히.지 않으변 범죄 인인도나 국제수사공조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이 러한 짐은

남북한간의 특수관계에 빈-하는 것이어서 현싣적으로 상기 두 법이 남북판계에 무조건 절

대적으로 적용되기가 어렵다는 것을 잘 시사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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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南4b閏의 犯罪人기渡

가. 秘罪)l,이渡의 意羲

國際法上 犯罪)<引渡란 외국에서 죄를 벙하고 도망해 왔거나 또는 일국의 영

역내에 있으면서(remains w ithin) 외국 또는 외국인의 법익을 침해한 외국인을

인도청구국에 넘겨주는 젓을 말한다. 범죄인인도의 전통적인 유형은 1국에서 범

죄를 행하고 타국으로 도피한 경우로서 일반적으로 「범죄인인도」라고 할 때는

이러한 유형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러나 범죄인인도는 이러한 경우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공범자의 일부는 1국내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다른 일부를

타국에 잠입시켜 범죄를 실행케 하는 경우, 또는 1국내에서 타국소재의 특정인에

게 시한폭탄을 우송하여 그를 살상하는 경우와 같이 범죄의 착수는 A국에서 행하

고 그 결과를 冠국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도 범죄인인도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이다.42)

이와 같은 범죄인인도제도의 존재이유는 첫째, 국가간의 범죄인인도를 통하여

인류사회에 유해한 범죄를 진압하는 것은 문명의 일반적 요청으로서 모든 국가

의 이익(또는 국제사회의 공통의 법익 또는 단체이익)에 합치하는 것이며 둘째,

범죄인의 심리 · 재판을 가장 유효적정하게 행사할 수 있는 곳은 보통 범죄행위

지라고 하는 점에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Deere는 범죄인인도를 「裁判의 援助」

(an a id to justice)라고 설명하고 있다/3)
4

오늘날 범죄인인도는 범죄의 진압(예방 및 처벌)을 위한 국제협력의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또한 문명의 요청에 의하여 국가간의 범죄인인도는 점차 일반적 관

행으로 성숙되어 가고 있다. 범죄인인도가 현재 다수의 개별적 다변적 조약과 제

국의 국내법에 의해서 녈리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더욱

이 조약이 없는 경우에도 國際禮觀 또는 道義的 義務로서, 그리고 국가(남미의

42) 衰載漫, 
"

犯罪人히渡制度 小考", 「法政」, 제46호 (1974. 12), p. 43.

43) L. L. Deere, 
"

Political Offences in the Law an d Practice o f Extradition", At72erica72 lottC7ZOI

171ter7ZO+io7201 Lozo, Vol. 27(1933), p. 247 e t se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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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 따라서는 「상호주의에 기한 국제법의 일반원칙」(general pr inciple o f in-

ternational law govern in g ex tradition based on rec iproc ity )이라는 이름아래 범죄

인인도가 리 행하여지고 있다.44)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범죄인인도가 일차적으로 관게국간의 조 약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외국으로부터 도망해 온 범죄인을 청구에 응하여

인도하는 것은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았지 않는 한 의무적이 아니다. 인도

피청구국이 조약상의 근거 없이도 범죄인인도를 禮讓上의 問題로 다루어 인도하

는 경우가 엾지는 않으나, 이 경우 그것은 어디까지나 임의적인 젓이며 국제법이

그와 같이 명령하고 있지 않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벙죄인인도조약이 似

는 경우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은 인도피청구국의 재 량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나. 南4b閨 이渡條約 ) F在時의 이渡페能性 : 相互主義의 保證

현재 남북한간에는 벙죄있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다.45) 그러나 범죄인도

조약이 없더 라도 국내빕에 따리- 넘죄 인인도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인도는 순전히 국제예 양의 차원에서 해질 수도 있으나, 왕왕 상호주의의 조건

을 불이는 경우가 많다.

1988년 8苟 5일에 제정 · 공포된 우리니-라의 犯罪人引渡法(법률 제4015호)도

제4조(相互主義)에서 
'

犯罪)<引渡條約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텀죄인

의 인도를 청구하는 국가가 1폐種의 1渡犯罪에 대한 대한민국의 범죄인인도청구

에 웅한다는 保證이 있는 경우'에는 범죄인인도가 가능함을 명문화하고 있다. 당

사국 사이에 인도조건이 없을 몌에는 상호주의를 인도조건으로 하는 것이 다수

44) E. Lauter pac ht, hlter716f%07ZOl Lote Idepo rfs, Vol. 20(1953), p. 366 ; L. O ppen heim- H.

Lauter pac ht, later71Otioll(Il Lmo, Vol. 1
, 8th e d. (London : Lon grnans, 1955), p. 696 ;

Gerhard von GIahn, Low Amovg Nori01ts, 4th e d. (London :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19인). p. 262.

45) 骨론 남북간에 벙죄 인인도조약이 체 졀될 경우 합의서라는 명 칭 이 사용苟 것으로 예상된

다. 이하에서는 기술의 펀의상 범죄인인도조약이라는 용어룔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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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犯罪人 1渡法 및 判例의 입장임에 비추어 볼 때, 우리 범죄인인도법의 규

정은 이러한 국제관행에 합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4*) 전술한 바와 같이 남북

한간에 있어서 인도청구를 위한 대북창구 및 인도청구서의 접수창구 등의 측면

에서 기본적으로 문제가 엾지 않으나, 犯罪人引渡法이 유추적용될 수 밖에 엾다

고 보인다.

범죄인인도법상 상호주의가 문제되는 것은 구체적으로 I 인도대상범죄의 범

위 借 인도절차 卷 분쟁해결방법 등 세부사항에 관한 합의가 명백하지 않을 경

우 상호주의의 보증이 범죄인인도 실현을 위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거

나 또는 이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시일내에

이와 같은 합의에 도달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상호주의의 보증내용은 「동종의 범죄를 범한 자」에 대한 인도청구가 있을 때

이에 응하겠다는 보증인데, 「동종의 범죄」란 범죄의 성질 및 양태 둥이 사회통념

및 법률상식에 비추어 동가치로 평가되는 범죄라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청구국

이 상호주의 보증을 제의해 왔을 때, 동 제의를 평가하여 상호주의에 기한 보증

의 유무를 인정하는 일은 인도청구를 접수하는 행정기관(보통 외무부)의 권한사

항이다. 행정기관의 판단에 관하여 사법부는 當否를 심사할 수 엾다는 것이 - 般

的인 慣 이다.A7)

이와 관련하여 남북한간에는 두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첫째, 남북관계는 특수관계이므로 현행 범죄인인도법과 같이 외무부가 인도청

구 및 피청구시 주무기콴이 되는 젓은 법리상 타당하지 않다. 법무부가 북한으로

46 ) 그러나 상호주의 조건을 요구하지 않고 자국법상 인도범죄에 해당하면 조건부로 인도하

는 국가도 있다. 가령 프랑스 등 일부 국가의 경우 상호주의의 보증이 없이도 도망범죄

인을 인도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은 범죄인이 처벌을 면하게 되는 상태를 방지한다는

뎨 큰 비중을 둔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상호주의 보중에 의한 인도는 범죄 인인도조약의

부재시에도 범죄인의 인도를 가능케 하는 대안으로 이용되고 있다. 白忠敍, 「國際法上의

$B罪人引渡制度」, 서울大學校 博士學位論文 (서울 : 서울대학교 대학원, 1975), pp. 134,

137-138.

47 ) lbW., p.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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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의 인도청구를 심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이것온 현행 범죄인인도법에

배치되는 결과를 초레하게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범줄]인인도W

의 [fl則改正을 통해 해결되거나 남북한간의 범죄인인도 및 형사사법공조를 위한

특별빕을 제정하어 해결하는 겻이 바람직할 젓이다.

둘께, 남북한의 행정부간(특수관게를 고 려할 떼 남한의 겅우에는 법무부 또는

통일원이 될 가V성이 높다)에 헹해지는 保證은 法的 效果면에서 문제가 있다.

만일 상호주의로 보종한 범위내의 빔조]가 법적으로 인도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法改1o]'l 의하어 인도를 가능하게 하어야 하며, 1館적으로 인도가 가능한 경우에

는 그 상태를 변겅시키지 않을 의무吾 지게 된다. 과연 남북한간의 의무이행을

叫보하기 위하이 헹정부가 의최의 고 유권한인 立法行爲까지 보증할 수 있는 것

인지가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4S)

다. 南4b閨 犯罪)L引渡 制眼事由

우리 범죄인인도법에 의하면 상호주의에 의한 1渡許容時에도 범죄인인도에

있어서 이러가지 제한이 따르고 있다. 다음에서는 우리 빔죄인인도]相과의 관게를

감안하면서 특히 중요한 일가지 문제에 관해서만 살퍼보기로 한다.

(1) 雙方페罰性의 漂則

범조]인인도제도상 雙方可罰性의 原則(Rule o f Double Criminalit y, Princi p le o f

Double 1ncrin1ination)이라 함은 인도청5L권 범죄가 인도칭구국 및 피청구국의 형

벌]$AY-에 의해 공히 가별적일 젓을 요r/-한다는 젓을 말한다. 즉 범죄가 쌍방국가

의 헝'실빕Y('의 내용상 추상적으로 동일하거 니- 유사한 젓을 꾈요로 한다는 젓을

말한다. 이 원칙은 자국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을 정당한 형사관할권을 갖는 국

가에 인도하는 것이 결국 자국 형법질서의 유지 · 확립에 도움을 준다는 것에 기

48) IbM1., pp. 138-139 ; 諸成鎖, su p+-o no te 34, pp. 1 28-129 ; t 國民引渡때 相互主義의 保證

問題에 과해서는 후,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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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다.Z9)

범죄인인도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쌍방가멀성이 요구되는가에 관해서는 抽

象的 同-說과 具體的 同-說이 대립되고 있다. 추상적 동일설은 쌍방의 형벌법

규가 추상적으로 동일(또는 유사)하기만 하면 족하다는 입장이고, 구체적 동일셜

은 국외범에 대한 내국형볍의 적용을 비롯하여 위법성조각사유, 책임조각사유,

피해자의 고소, 시효, 사면, 기판력에 대한 제규정을 고 려하여 구체적인 가별성이

쌍방에 존재할 것을 요구한다.SO)

현행 범죄인인도법 제6조(引渡犯罪)는 인도대상범죄의 形式的 要件으로 
"

대한

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의하여 인도범죄가 사형 · 무기 ·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다- 이어 동법은 實質的 要件으로는 제7조 3호와 4호에 따라 범죄인이 인도범죄

를 행하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과 뱀죄인이 인종 · 종교 · 국

적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함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 이 법 제8조 1항에서는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로 국가원수, 정부수반 또는 그 가족의 섕명 신체를 침해 · 위협하거나 이에

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범죄를 例示的으로 들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범죄인인도법은 쌍방가벌성의 원칙중에서도 므體的 同-程度의 雙方패罰性의 -

致를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51)

러면 남북한간의 형벌볍규로부터 범죄인인도제도상 쌍방가벌성이 요구하는

구체적 동일성을 어떻게 인석할 수 있는가7 물론 위법성조각사유, 책임조각사유,

피해자의 고 소, 시효, 사면, 기판력에 대한 제규정을 고 려하여 구체적인 가벌성이

쌍방에 존재함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나, 일차적으로는 우리 범죄인인도법 제6조

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문제의 범죄가 낱북한의 형벌법규에 의하여 공히 장기

49) 森1忠, 「國際刑事司法후助09理論」 (東京 : 成文堂, 1983), p. 82.

50) 따라서 실체법적 인 견지에서 뿐만 아니라 소송법 적 인 견지에서도 雙方의 訴追可能性

(beiderseitige Verfo1 g harkeit)이 포함된다. Ibid.

51) 張榮敏, stI pro no te 1, p.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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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의 정역 · 금고에 해당하면 일웅 인도데상범죄에 포함될 수 있을 젓이다.

이젓은 장기 1넌 이상의 징역 · 금고 등 重刑에 처할 범죄에 대해서 인도를 허용

하는 다수의 범죄인인도조약에 체결관행과 일치하는 것이다.

물론 남북한이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한 경우,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 금고헝

보다 더 엄격하게 규정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합의를 국내법상 헌법 제6조의

조약에 헤당되는 젓으로 간주하어 국네적으로 시행할 경우, 국내W(W죄인인도

W)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이 경우 後法優先의 原베에 의해 남북한간의 범

죄인인도조의피 범죄인있도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게 될 것이다.

한편 최근에는 청구국의 법령에 非親告罪, 피칭구국의 법령에 親告罪로 규정된

범죄에 대해 청구국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범죄인인도가 곤란하다는 주장

이 제기되고 있다.52) 우리 형)심은 强姦罪(제297조), 死者의 名譽毁損罪(제%8조),

悔淨罪(제311조) 둥을 친고죄로 하고 있음에 비해 북한형법에는 특별히 친고죄

로 정한 범죄가 없다. 헌행 범조]인인도1칩이 제6조에서 데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

에 의하여 공히 可罰的인 젓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남북한간의 빔죄인인도조약에

서 다른 특칙을 두지 않는 한 인도가 거절되어야 할 것이다.63)

(기 政治犯7[31渡의 服則

政治犯不引渡의 原1<[l](Principle o f Non-extradition o f Political Of'fenders)이라

함욘 정치적 성격의 범죄를 범한 자릍 인권보호의 차원에서 인도데상에서 제외

시키는 원칙을 말한다/4)

犯罪)dI渡法 제8조 1항은 
"

인도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이거나 그와

52) Schultz, Le Phoc[ ye dtt Idoit drExtrod[tion Troc%tio+tel (1970), pp. 13-14 ; WT忠, Stt pITl

no te 49, p. 韶 에서 재인용.

53) 張榮敏, SZI pro no te 1, pp. 86-87.

54) 정치범불인도의 원칙은 국제공공질서의 유지와 인권보호간의 충돌시 후자가 우선하는 측

면율 잘 보여주는 예이다, Oeoffre y S. Gilbert, 
"

Terrorism an d the Political'Offence Ex-

em pt ion Rea ppras ied," Inter710ho7101 07t rf Co772porohve Lotl) Q(Torter/y, Vol. 34 (1965), p. 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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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범죄일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인도범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 국가원수 · 정부수반 또는

그 가족의 생명 · 신체를 침해하거나 위협하는 범죄, 2. 다자간 조약에 의하여 대

한민국이 범최인에 대한 재판권을 가지거나 범죄인의 인도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범죄, 3. 다수인의 생명 · 신체를 침해 · 위협하거나 이에 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동조 제2항은 
"

인도범죄가 범죄인이 행한 정치적

셩격을 지닌 다른 범죄에 대하여 재판을 하거나 형을 집행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와 같이 우리 범죄인인도법에 의하면 政治的 性格의 犯罪에 대한 인도청구

또는 政治的 目的의 裁判 또는 刑의 執行을 위한 인도청구의 경우 인도거절은

義務的인 것이므로 법무당국(행정청)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 이에 비해

북한의 경우 정치범불인도의 원칙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실제로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다. 다만 과거 북한이 1970년의 요도(i E, Jodo)

號 JAL기 납치사건에서 보듯이 테러범의 피난처가 되었던 사실에 비추어 정치

범불인도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 또

한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현실을 고 려할 때 정치적 성격의 범죄는 인도대상에서

일괄적으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테러범죄는 정치범불인도의 원칙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

이 국제사회 일반의 법적 확신으로 성숙되어 있다. 범죄인인도법 제s조 1항 단서

에서 열거하고 있는 범죄들은 테러범죄에 해당되는 것들인 바, 남북관계에서도

이들이 부당하게 보호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젓이다.

그러나 구체적으호 무엇이 정치범죄에 해당하는가에 관해서는 남북한이 입장

을 달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법무당

국이 회동하여 인도가능한 범죄와 인도불가능한 범죄의 範圍와 限界를 정하는

동시에 그 구체적 罪名과 適用法條를 추출하여 명백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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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自國民2131渡의 原則

自國民)l%1渡의 原베(Principle o f Non-extradition o f Nationals)이라 힘·은 외국

에서 죄를 범하고 도망해온 자가 자국민일 겅우 칭구국의 요청에 응하이 인도하

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 원칙은 데체로 형사관할권 행사에 있어서 屬人主

義의 입장을 중시하는 데륙법게 국가들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는 핀칙이다.55) 남

북한이 모두 대륙뱁계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았으므로 남북한간의 범죄인인도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이 원칙이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할 젓으로 생각된다. 이하

에서는 이 원A의 구체적 적용문제를 살피보기로 한다. 
'

첫쩨, 남한주민이 북한지역에서 죄를 범하고 납한지역으로 도망하여 북한당국

의 인도청구가 있을 경우를 생각해 보자. 우리 정부는 범죄인인도빕 제9조 1호에

의하여 그가 대한민국 국민임을 이유로(소위 自國民)r곳1渡의 原則) 북한의 인도

청구틀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주민이 북한지역에서 죄를 띰하고 닙-한지역으로 도망하어 북한당

국의 인도청구가 있는 경우 그가 대한민국 국민임을 이유로 인도청구를 거부할

수 였는가7 이 겅우 前章에서 살피 본 비-와 같이 남북한간 상호 체제 및 국적

인정 · 존중정신에 비추어 북한 국적빕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촤국 공민입이 분명

한 북한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임을 이유로 인도거절하는 것은 原則17J으로 타당하

지 輔'다. 물론 p술하는 바와 같이 북한주민의 범죄가 범죄인인도범 제7조의 절

대적 인도거절사유 및 제8조 2호의 정치적 성격의 범죄에 해당되는 겅우에는 범

인을 인도하어서는 악니된다.

한펀 납북한간에 범죄인있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상황하에서 일방이 타

방측에게 범인의 인도를 청구한 겅우, 향후 인도청구측이 自己側 住民의 引渡를

55) 그 러나 7죄의 법죄지에서 처벌하는 것이 증인 또는 증거의 화且니· 처번의 공정성 등 여

러가지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고 屬地主義를 4'12하는 일부 영 미 법계 국가骨은 자국민도

인 도하고 있다. J. G. Starke, Sti pra no te 14, p. 341 ; er hard von GIahn, sti pro no te 14, p.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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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證하는 條件으로 피청구측이 범인을 청구측 지역으로 인도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자국민인도의 保證의 경우 상호주의의 내용이 반드시 일치할 수도 없을 뿐

만 아니라 일치할 필요도 없다고 하는 소수의 견해가 있다. 즉 일국은 자국민을

인도하여 청구국에서 처벌케 하고, 타국은 불인도하면서 자국에서 처벌하뎐 상호

주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

주장이나 또는 그와 유사

한 해결방안을 국제사회에서 과연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는지는 의문이다.'6) 따라

서 남북한간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문제의 소지를 제거하여 자기측 주민의 인도

에 대한 상호주의의 보증시 그 구체적 내용과 범위를 특정하여야 할 것이다.

(4) 特定性의 原則(特定主義)

特定性의 原모1](Principle o f Specialty)이라 함은 껌인을 인도받은 국가는 인도
고

범최에 대해서만 소추하거나 또는 처벌할 수 있다는 원척을 말한다. 즉 인도청구

된 죄명 이외의 범죄에 대해서는 인도를 허용한 국가의 同意 없이는 처벌은 물

론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 원칙은 범죄인인도의 가장 기본

적인 요건으로서 남북관계에서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한다.

다만 인도된 범인은 반드시 청구된 범죄에 대해서 한해서만 처벌되어야 한다

는 특정성의 원칙은 정규의 범죄인인도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원칙이며, 7[<正規引

渡(不法泣致 포함)57) 또는 僞裝 1渡53)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원칙임을 유의

하여야 한다. 국제사회에서는 피청구국이 범죄인인도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驗制

56) 白忠絃, SIt pro no te 45, p. 139 ; 諸成鎖, stt pro no te 34, p. 129.

57) 不正規引渡라 함은 범인소재지국의 관계관이 정규절차에 따르지 않거나 그 권한을 驗越

하여 범인의 납치를 방조하거나 인도의 결과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M. Cherif

Bassiouni, 172ter720tio7101 RxtrodiRo>z 071 d V[7orld pu b/k Order (Leyden : A. W, Si )thoff, 1974),

pp. 132-133.

58) 僞裝引渡라 함은 자국은 出)1國管理法을 적용하여 관계되는 외국인을 추방하거나 강제퇴

거시킴으로써 직접 또는 간접으로 청干국의 관계자의 동제하에 들어가게 하는 방법을 말

한다. Ibic[., pp. 133-13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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退去의 형태 또는 납치의 방법으로 인도목적을 달성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S9) 그
w

러나 이와 같은 不1C規히渡는 범죄인인도제도를 혼란케 하는 중데한 요인으로

비판받고 있다.60) 납북한간에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지 전까지에는 강제퇴거

또는 추방 둥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사실상 범죄인인도와 같은 효과를 달성하는

조치가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61) 그러나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점차

정상적인 관게로 발전할 경우에는 부정규인도를 베제하고 범최인인도조약에 의

하어 처리하는 짖이 타당하다고 하凉다.

리-, 기渡典吾의 St定 및 考慮事1夏

(1) 히渡請求 및 기渡決定 節次

남북한간에 있어서 도망범죄인에 대한 引渡請求權은 남북한간의 범죄인인도조

약에 의하여 성립되며. 인도청구절차도 역시 동 조약의 규정에 따르게 될 것이

다. 북한당국으로부터 자국영토내에 소재하고 있는 범죄인에 대한 인도청구서가

공식적으로 접수되면 남한정부는 인도조약 및 괸린 국 내법규에 따라 범죄인의

인도허용 또는 인도거부를 결정해야 한다. 헌재 남북한간에는 인도조약의 不在로

인해 범죄인인도에 관한 권리 · 의무관게가 성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범죄인인도가 불가능하나, 犯罪)<引渡法이라는 국네법을 근거로 하여 인도를 허
J

용할 수 있음을 전술한 바와 같다.

59

60

61

1992. 7. 13자 대만지구와 대륙주민관계조레는 제18조에서 T 허가를 받지 않고 들어 온

대륙지구 주민, @ 허가를 받고 든어 왔으나 이미 체류기간을 넘긴 자, % 허기-목적에 부

함되지 않는 활동 또는 일에 종사하는 자, 1 범죄행위가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만한 사

실 이 있는지, % 국가의 인-7-l 또는 사회 의 안정욜 지헤할 만하다고 인정한 만힌 사실이

있는자에 대헤서 대만의 치안기관에 사법절차의 개시 또는 종결에 뫈계없이 강제출국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롱일우1, 「臺濁 · 中國間 交流關係法規集 n 」 (서울

: 통일원, 1992), p. 14.

白忠敍, 
"

刑事事件에 관한 國際司法共助", 「現代國際法論」 (서올 : 博英社, 1965), p. ]98.

이와 관련된 조치로써 「南北間 )
t
, 的 交流에 관한 합의서」에서 타방측 지역으로의 망명

또는 귀환거부를 인정치 않음으로써 강제퇴 거 내지 추방의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리

합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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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渡請求節次는 일국의 대외관계에 관한 사항이므로 조약에서 규정되어야 할

것이나, 잠정적 성질의 가체포 · 가구금에 관한 청구절차 등 그 내용이 벅교적 간

단하여 범죄인인도조약에서 규정하더라도 별 어려움이 엾는 것을 제외하면, 대부

분의 구체적인 청구절차는 국내법에 규정되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이다. 남한의

경우 인도결정절차는 특별법인 벙죄인인도법에서 규정되고 있는데 비해, 북한의

경우 이와 같은 특별법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북한의 경우 범죄인인도시 - 應

刑事訴訟法 등 일반법률의 관계규정이 類推適用될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 규정

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B2)

인도의 결정은 권한있는 기관이 인도청구측이 제시한 증거를 평가하여 행한다.

남한의 경우 서울고둥뱁원이 서울고등검찰청이 제출한 인도심사청구서에 입각,

북한측이 제출한 인도청구서 및 관련자료를 검토하여 인도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될 젓이다.

여기서 인도여부의 졀정절차는 범죄인(혐의자 포함>이 청구측 지역으로 인도

되어야 할 젓인가를 결정하는 절차일 뿐이며, 재판절차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증거의 제시목적은 인도청구범죄가 청구측 지역에서 행하여兎을 蓋然

性을 증명하는데 있다. 인도청구된 범죄행위가 인도범죄에 해당함은 청구측이 입

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인도절차법의 엄격성, 과도한 시간과 비용, 그리고 절차의 복잡성

은 세계 각국의 인도법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그

때문에 많은 인도청구가 절차상의 난관에 부딪혀 그 첫단계에서 좌절되는 경우

도 적지 않다. 이러한 현상은 남북한간의 경우에도 역시 동일하게 나타날 가능성

을 배제할 수 없다.

62) 1992년 1월 15일 최고인먼회의의 상설회의 결정 제12호로 채택 되고, 1992년 4월 9일 최

고언민회의 제9기 3차 회의에서 승인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에서는 범죄

인인도에 적용될 수 있는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지 番다. 國家安金쇼劃部, 「北韓 主要法令

集」 (서울 : 國家安숯쇼劃部, 1993), pp. 87-14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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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渡決定時 考慮事項

남북한간의 W죄인인도에 있어서 인도피칭구측(남한의 경우 서울고등법원)은

인도걸정을 위해서 당해범죄가 T 인도빔쵸1에 해당하는가의 측면과 卷 불인도대

상의 빕죄인가라는 두 측먼을 동시에 고 려하여야 한다. 전자는 동법죄가 조약,

청5L국과 피청구국의 빕륩상 있도범죄릅 구성하는가의 판단을 말한다. 후자는 당

해 범조]가 정치범죄로서 인도제외대상인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대체로 범%인은 불있도를 목적으로 자신이 정치범죄인임을 주장할 젓이고, 반

대로 인도청구측은 그가 보통빔죄인입을 주장할 것이다. 立證責任은 주장하는 자

에게 구]속한다(Ei incumbit pro batio, qu i dicit, non qu i ne ga t )라는 법윈칙에 따라

%죄인과 청구A-은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각각 입증할 책임을 지게 된다. 오늘닐

정치범불인도의 원칙이 국제법상의 일반원칙으로 녈리 인정되고 있으나, 일반국

제법상 인정되는 바와 같이 특정인이 정치범인가 아닌가의 자격을 걸정하는 젓

은 피청구국의 固有한 權限(主權)에 속하는 사항이라 하겠다. 따라서 싣증적인

관점에서 보먼 결국 정치범의 불인도는 피칭구측의 재 량, 특히 行政裁뵤에 의존

하게 필 것이다. 그 결과 정치범죄성에 관한 다틈은 실제로는 그 가치가 크게 저

하되머 입증책입의 문제도 궁극적인 가치를 상실하게 될 우려가 있다.63)

피청구측이 相對[8J 政治犯罪性(character o f' re lative po 1itical cr ime)을 인정하어

불인도하는 경우64) 외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도청구 범죄인에 대한 인도를

거부 또는 제한해야 한다. 이에 관해 %-가관헹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지만, 데개

다음과 같은 경우 피청구국의
'

인도거부는 정당화되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젓은 T 청구국의 관할권, 특히 公訴權의 자在, 卷 청구빔로1인이 청구범죄를 헹

하였다는 동일성 증명의 미홉, 卷 청구국 발헹의 체포영장이 범죄인의 유죄성을

63) 白1忠敍, SlI p)·CI rIO te 45, p. 142 ; 1惜成0'%, SM pt-g note 34, pp. 126-127.

64) 相對(PJ 政治犯罪라 함은 정치적 목적틸·성을 위해 보-沙범죄룰 저지른 겅우와 감이 O-1떠한
'행위가 

i汝治+生과 普通犯罪栢[.을 共有-한 겅우를 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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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하지 않을 경우, 卽 형사미성년자, 卷 인도청구가 유효기간내에 실현되지 않

을 경우 卷 부과될 형 량이 인도범죄에 미달한 때 $ 범죄행위가 부재할 때, 卷

인도청구된 범죄가 일사부재리에 해당될 때, 卷 피청구국 법률상 범죄를 구성하

지 않을 때, 卷 상호주의가 부재할 때 등등이다m65) 남한의 경우에도 북한으로부

터의 범죄인인도 청구시 이와 같은 사항들에 해당될 경우 인도를 거부 또는 제

한해야 할 젓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犯罪)%%,引渡法 제7조는 絶對的 引渡拒絶事由로서 I 대한

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의하여 인도범죄에 콴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卷 인도범죄에 관한 사건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裁判係屬

中이거나 확정재판이 있는 경우, 卷 뱀죄인이 인도범죄를 행하였다고 의심할 만

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다만 인도범죄에 관하여 청구국에서 有罪의 裁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i 범죄인이 A種 · 宗敎 · 國籍 또는 특정 사회

단체에 속함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

정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 그리고 법 제9조는 任意的 引渡拒絶事由로서 T 범죄

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勒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안에

서 행하여진 경우, 助 범죄인이 인도뱀죄 외의 범죄에 콴한 사건으로 인하여 대

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係屬中인 경우 또는 뀨1]의 宣告를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
a

지 아니하거나 면제받지 아니한 경우, 佛 범죄인이 인도범죄에 관하여 제3국(청

구국이 아닌 외국을 말한다)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되었거나 처발받지 아니하기

로 확정된 경우, 卷 인도범죄의 性格과 犯罪/k의 環境에 비추어 범죄인을 인도함
a

이 非人道的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절대적 인도거절사유에 해당되는

범죄 및 정치적 성격의 범죄인 경우 인도거졀은 義務的 · 强制的인 것이므로 法

務當局의 裁量이 개입될 여지가 엾으나, 任意的 引渡拒絶事由에 해당되는 범죄의

경우에는 남북한간의 합의가 있거나 또는 남한당국이 북한으로 인도하는 것이

65) Julius L Pente, 
"

Princi p les o f International Extredition in Latin America, 
"

Michi gen Law

Review, Vol. 28(1929-1930), pp. 717-718 ; 講成鎖, su pro note 34, pp. 12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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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하다고 인정할 뎨에는 범인을 북한으로 인도할 수 있을 젓이다.

(히 히渡決定과 被請求圖의 條件賦課(條件附 히渡)

국제관행을 보먼 조약이나 관련 국내법과는 별도로 인도의 집행단계에서 조건

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다수의 범죄인인도조약에서 규정되는 조긴으로는 (1)

상호주의의 보증, (2) 인도가 허용된 특정한 범죄 이외의 범죄에 데한 제판 및

처벌의 금지(소위 特定主義의 要件),66) (3) 정치범죄 또는 정치적 목적의 재판과

처벌의 금지, (4) 범죄인의 제3국에의 계속인도(Weiter]ieferung) 금지, (5) 궐석

재판에 의하여 형이 확정된 범죄인에 대한 새로운 재판의 보장, (6) 재관후 피청

구국에의 재인도를 조건으로 하는 曹定 1渡(temporary ex tradition), (7) 사형집

행금지 등 다양한 형태의 조건이 가능하다.67)

따라서 남북한간에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범죄인인

도 피청구측이 임의로 선택하는 바에 따라 피청구측의 국네법에 따를 젓을 조 건

으로 하여 인도를 부여할 수 있다. 즉 남북한의 경우에도 피청구측은 범죄인인도

법이나 형사소송법 둥 관련 국내법의 규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특히 이러한

법에서 정하여진 일정한 조건하에서 인도를 허용할 수 있다.

3. 7[l]事司法共助

가. 刑事司法共勤의 意義

형사사법공조는 T 협의, 助 광의, 卷 최광의 등 多義的인 意내로 사용되고 있

다. 殃義의 형사사법공조는 재판단계에서의 有 · 無罪의 입증을 위하여 헝해지는

) <證 · 物證의 취득이나, 그 준비단계로서 행해지는 授査段階에서의 자료수집과

66) 상호주의의 보중과 특정주의는 前述 참조.

67) 인도조건은 피청구국의 事後同意로 수정됨 수 었지만, 조건이 이헹 되지 않을 경우에는

毛실적 인 집행수단이 없어 국제뵨젱의 원인이 되 기도 한다. 白忠敍, stt pro no te 45, pp.

133-134 : 諸成鎖, SZi pro no te 34, p.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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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교환 및 소송관계 서류의 송달 등을 위한 국가간의 제반협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협의의 형사사법공조에는 증인 및 강정인의 신문, 물건의 인도, 압수 · 수

색 · 검증, 문서의 송달, 정보의 제공 등이 포함된다. 이에 비하여 廣義의 형사사

법공조에는 협의의 형사사법공조에 범최인인도가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최광의의

형사사법공조에는 협의의 형사사법공조와 犯罪人引渡 이외에 刑事訴追의 移管

및 까國 케事判決의 承認 및 執行을 포함한다T69)

현재의 담북관계에 비추어 볼 때 단기적으로는 비교적 협력이 쉬운 협의의 형

사사법공조가 가능할 것이다. 물론 형사사법공조에서도 범죄인인도의 경우와 마

찬가지로 사법공조의 제한, 예컨대 범죄 · 형벌 · 형사절차의 종류에 의한 제한,

국적 · 일사부재리의 원칙 · 공서양속 등에 의한 제한이 따른다.70)

그러나 오늘날 범죄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간의 국제적 연대성 강화이념에

따라 사법공조에 대한 제한을 가금적 완화하여 적용하는 젓이 일반적인 경향이

라 할 수 있다. 남북한간의 경우에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형사사법공조를 적극적

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南4b韓鬪의 國際刑事司法共助와 그 遵用範驕

헌재 우리나라에는 국제거래 및 해외교류의 확대로 범죄의 수사 및 재판에 있

어서 외국과의 협조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음을 감안,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과

관련하여 외국과 협조하는 범위와 그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범죄를 예방 · 진압

할 뿐 아니라 범죄의 국제화 추세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이 제

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법은 외국과의 형사사법공조시에 적용되는 법으로서 남

북관계에 그대로 적용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부칙을 개정하거나 또는 남북한

68) 森1忠, stI pro no te 49
, p. 3.

69) 國際刑事司法푯助에 관한 - 般理論에 관해서는 鄭亨根, 
「國際테러의 法的 規制에 관한

硏究」 (서울 : 고려원, 1992), pp. 254-272 ; 쇼周德, su pro no te 16, p. 55 ; 諸成錦, stt pro

note 34, pp. 249-252 참조.

70) 張榮敏, su pro no te 1, p.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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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형사문제 처리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해결하는 것이 1·)]-림-직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닥한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법령이 제정도]

어 있지 않다. 이하에서는 국제형사사법공조)혀을 중심으로 남북한간의 형사사법

공조의 범위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1) 共助의 範圍와 指絶事白

국제형사사1但공조법을 남북한간의 헝사사%t공조에 유추적용할 경우, g북한간

의 헝사사빕공조의 범위는 데체로 다음과 같다. 형사사긴 수사나 형사재관파 판

런된 공조에는 (1) 물건과 사람의 소재 파악, (2) 서류, 기록의 제공, (3) 서류

등의 송달, (4) 증거수집과 진술청취, (5) 骨수 · 수섹 · 검중 실시, (6) 중거물

동의 인도, (7) 북한에서의 증언 및 수사협조 등이 포함된다.71) 특히 수형자의

경우예도 필요한 겅우 북한에서 증언 내지 수사 
'협조를 

할 수 있다/삐 한편 공조

의 실시가 대한민국의 주권 · 안전보장 및 안전 ·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인죵 . 국적 . 성빌 . 종교 . 사회적 신분 또는 특정사회단체에 속한다는 사실 때문

에 처벌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또 공조요청에 관게되는 범죄가 정치벙죄이거나

내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어 죄가 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조를 거절할 수 있다.73)

이와 함께 북한이 보종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가령, 인도물의 반촨, 보

증, 요청국에 소촨된 자의 신변보장 등), 북한측의 보증이 엾는 겅우 공조를 제

한할 수 있다. 한펀 공조요청이 대한민국에서 수사 또는 재판중인 범죄에 대하어

헹해진 떼에는 공조를 연기할 수 있다 
l )

형사사법공조에서도 특정성의 원칙이나 상호주의는 타당한 원칙 이다. 다만 전

71) 국[제'횡사시.법공조빕 제5조 찹조.

72 ) 국제힝)('l.사1/]공조법 제9조 3%· 침·조. 이 조항은 교정시설에서 형을 난-고 있논 자(수'헝

자)만을 언if하고 있o] 헝화정 이진의 피3L금자의 이송어차'-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21 러나 이 조항의 취지를 털. 때 헝화정 여부와 상관없이 피구금자의 이송에 해당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 

것이 다.

73) 국제형시.사법공조17] 제6조 침·조.

74 ) 국제 사사1/1공조111 제7조 침'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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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한 바와 같이 犯罪人引渡에서는 具體的인 雙方페罰性을 요구하지만 訣義의 刑

客司法共助에서는 이러한 쌍방가벌성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남한주민이 북한 부녀를 강간하고 남한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면 북한과의

형사사법공조를 통하여 북한에 있는 피해자의 고소를 얻을 수 있도록 함이 타당

할 것이다.7S)

남북한간의 형사사법공조는 양측의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신뢰관계를 구축하면

서 형사사법공조에 기여해야 함은 물론이나, 과도한 형사사법공旻의 가능성을 허

용하여 오히려 법질서와 체제에 대한 상호 인정 · 존중과 내부문제 불간섭의 정

신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현재와 같이 남북기본합의서는

체결되었으나 남북 양측의 신뢰관계가 공고하지 못한 과도단계에서는 비교적 상

호 접근하기 쉬운 형사사법공조방안과 범죄인인도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2) 共助의 節次

國際刑事司法共助法에 의하면 외국에 대한 공조의 요청, 외국으로부터의 공조

요청 접수, 수집한 공조자료의 송부 내지 접수 등은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서 한

다i76) 공조의 절차와 관련해서는 외국으로부터의 공조요청에 대한 절차와 외국에

대한 공조요청절차로 나누어지고, 각각의 경우 수사공조와 재판상의 공조로 나누

어진다.

(히 其他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3조는 공조에 관하여 공조조약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고 하여 향후 체결된 조 약이 이 법에 우선함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간에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조약이 제정될 경우 이

조약이 국내법에 우선적용될 것이다. 또한 공조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

7b) 張榮敏, stI PIU note l, p. 87.

76)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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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상호주의에 의하여 이 법이 적용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77) 그 밖에 공

조에 소요되는 비용은 요청국이 부담하되, 대한먼국 영역 안에서 발섕하는 비용

은 대한민국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s) 이러한 내용들은 남북한간에도 유

추작용이 가능할 젓으로 보인다.

4. 其他 間題

남북간 형사문제 처리를 위한 조약(합의서)을 체결한 경우, 인도되는 범인의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이것온 남한주민이 우리 헌법에 따른 신체의

자유보장이나 현법 및 법률에 의해 님-한띱원에서 재판을 깔을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젓이어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조약은 국먼의 자유

와 권리에 관한 사항 내지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이모로 당연히 國會의 同意를

받아야 한다.

특히 남북한간에 法體系는 물론 刑量에도 큰 차이가 있음을 감안할 떼 우리는

납북한간 형사문제 처리를 위한 조약에 범죄인 인권보호의 구체적인 방안을 반

드시 명기하어야 할 것이다. 에컨대 죄형]館정주의를 명문화함으로써 형벌불소급

및 유추해석에 의한 형사처省을 금지하고,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빌을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권리 동과 같合 형사짇차상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명문화하여야 한다.

아울러 범인의 신병을 상대방에 인도하여 인도청구측이 범인을 처벌하는 경우

에.는 범인인도측에 대하여 당해 범인의 司法([(J 處理結果를 通報하도록 하는 조

치를 의무화할 省요가 있다. 이것은 인도청구측의 범인에 대한 恣意的 處理를 방

지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으며, 이것이 제도화될 경우 남북한간에 신뢰구축 및

관계개선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77)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4조.

76)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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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結論

남북한간 인적 교류가 빈번해질 경우 자연히 범죄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

라 형사문제 처리가 주요문제로 제기될 것이다. 이와 같은 형사문제처리를 위한

준거법 결정은 남한의 형법을 무조긴 절대적으로 북한지역에 확대적용하는 방안

은 비현실적이며,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에 비추어 보아도 부적절하다. 또한 동

서독간에 논의되어 온 역간형법의 적용도 우리 현실에는 맞지 않고, 남북한간의

특수관계에 비추어 우리 형법의 국제형법 규정을 남북관계에 그대로 적용하기도

어렵다. 결국은 우리는 형법의 국제형법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준거법을 결정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속지주의에 입각하여 범죄행위지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

거나 또는 속인주의를 배타적으로 적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남북한간의 특

수상황을 고 려할 때 속지주의와 적절한 배합을 적극적으로 고 려할 필요가 있다

고 보인다.

한편 낭북한간에 형사문제 처리시 우리 국내법만을 적용하는 젓만으로는 모든

사태에 적절하게 대응하기가 어려우며, 실제로도 관련 국내법이 외국과의 범죄인

인도 또는 형사사법공조를 예정하여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에 의한 남

북한갑의 형사문제 처리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남북한간에 조 약(합의서)을 채

택하고, 이를 국내적으로 실시하는 特別法을 제정하여 대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된다. 다만 이와 같은 조 약체결시 「南北間 犯罪/,引渡 및 刑事司法共助에 관한

슴意書」(가칭)라는 單-습意書에 의해 범인의 신병인계 · 인수문제 및 형사사법

공조 문제를 동시에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이러한 합의는 국민의 자유

와 권리에 관한 사항이므로 국회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한간에 형사문제 처리를 위해 범인을 상대측에 인도할 경우 범인의 인권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젓이다. 아울러 상대방 지역에 범인의 신병을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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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어 처벌토록 할 경우, 범인의 처벌읕 위해서는 범죄행위지에 존재하는 증인의

중언, 증거확보 동이 요구되는 바, 이를 위해 남북한간 형사사빕공조가 필요하다.

우리 정부로서는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남북한 수사당국 및 재판기관간

의 적극적인 형사사뱁공조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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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北 離散家族의 再結습에 대한

法約 問題点과 그 對應方案

김 형 진*

1 . 序 論

夏 . 現行法律

夏. 問題点과 對應方案

IV. 事例檢討

V, 結 論

1 . 序 論

1. 間題의 提起

최근 공산권이 해체되고 독일이 統-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統-의 방법에 대

한 논의가 활기를 띄어가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統-의 가능성을 실감하고 있

다. 南北의 統-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그 離散家族의 再結습이 문제될 것이며, 만

일 이 문제가 적절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많은 혼란이 초래될 뿐 아니라 統

- 의 의미도 상당부분 퇴색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南北의 統- 과정에

서의 離散家族의 再結슴에 대한 法的 問題点 및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이하 
"

南韓" 또는 
"

南"은 대한민국을, 
"

北韓" 또는 
"

北"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의미한다.)

se辯護+, 束西線合法律事務所 代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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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檢한의 對象

현재 南北이 ii - 되는 경우 가족관게릅 고함하는 私法關係 및 公法關係에 대

하여 어떠한 빕이 적용著 것인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원칙이 겯정된 바 없으며,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南北離散家族의 再結슴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논문

및 연구 성과도 많지 않은 형편으로 보인다.

본 주제와 관련된 논문으로는 다음파 같은 것이 있다. : 제성효. 南%h離散家族

의 再結合에 따론 法1(l{J 問題点파 해결방안(1992 : 統-院, 한민족공동체 統-방

안의 실천을 위한 모색, 統-방안 논문집 제3집) pp. 219-272; 김멍기, 
"

南北離

散家族 제회의 國際法17J 접근"(北韓 1988넌 5월 )pp.50-s야 김명기 . 지봉도,

"

南 Ih離散家)it 재최에 관한 언구", 인도법총론, 제4, 5호 (1983) p. 11..

일반적으로 私法關係는 여러 기준에 의한 분류가 가능하겠으니-, 개인을 중심으

로 하여 본다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예를 들먼 채권관계 및 친족관계), 사람과

뭏건 기타의 재촤와의 관게(물권관게 및 무체재산권 둥) 및 사람과 장소와의 관

게(주소, 사무소 및 엉업소 등)으로 나눌 수 있다.(곽윤직, 민법총칙, 1979, p. 84)

이 글에서는 南北 離散家族이 項합하는 겅우 주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세

생길 問題点, 그 중에서도 특히 신분관게(夫婦關係 및 친자판게) 및 재산관계 (상

속관계)와 관런된 問題点을 검토의 대상으로 하戚다.

3. 再結습의 狀況

南北 離散家)i%이 再結습할 떼 어떠한 法的 問題点이 있을 수 있을 젓인지는

그 再結음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어떠 한지에 따라 크 게 달라질 수 있다. 南北 離

散家族의 再結合이 이루어지는 상촹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

다(제성호, su pra, pp. 23S-241) : 1) 현재와 같은 분단상황, 2) 국가연합, 3) 연

방제 統-, 4 ) 단일국가로 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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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헌재와 같은 분단상황에서 南北韓의 인적교류를 통하여 離散家族이 再結

슴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시 南韓에서 再結合하는 경우와 北韓

에서 再結合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을 것이며, 전자의 경우에는 南韓의 법이, 후

자의 경우에는 北韓의 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될 것어며, 예외적으로 이를 수정하

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젓이다.

둘째, 국가연합이란 각기 南北이 국제법상 2국가로 분열되고, 그러한 2국가체

제하에서 교 류 · 협력을 통하여 양국간에 국제적 협력체를 구성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北韓을 국가로 숭인하게 되며, 離散家族은 각각 南韓과 北韓의 국민이

라는 신분을 갖게 된다. 따라서 離散家族의 再結습에 대하여는 섭외사법의 적용

이 문제될 수 있을 것이다(제성호, su pra, pp. 260-263).

셋째, 연방제 統-에서는 南北韓이 복수의 支分國으로 구성된 연방국가를 구성

하여, 중앙정부조직이 완전한 국제법상의 능력을 갖고, 지분국의 정부조직은 극

히 제한된 특정 사안에 관하여서만 국제법상의 능력을 갖게 된다. 다만 구성국은

국내적으로는 국가적 인격을 보유하며, 독자적인 입법, 행정 및 사법의 조 직을

갖게 된다. 이와 같은 연방국하에서도 구성국간에는 국제사법 또는 준 국제사법

이 적용되게 되-므로, 연방국하에서의 離散家族의 再結合에 대하여는 국가연합하

에서의 논의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제성호, su pra, pp. 263-265).

넷째, 단일국가로 統-하는 경우는 南韓주도와 北韓주도의 경우로 나눌 수 있

을 것이며, 전자의 경우에는 南韓의 법이, 후자의 경우에는 北韓의 법이 한반도

전체에 미치게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이 南北 離散家族이 어떠한 상황에서 再結습하는가에 따라 관련되는

법률문제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며, 과연 남북 離散家族이 어떠한 상황에서 再結

습할 것인지 여부는 우리가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統-이 될 것인지 여부에 달

려 있는 것이다.

우리의 統-의 바람직한 형태 및 그 헌실적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일 것이다. 다만, 독일의 경우 갑작스러운 홉수 統-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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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어 사최적 · 겅제적으로 많은 어러음에 펑-착하고 있음을 갑안하면 우리의 경

우에도 현 단게에서 南韓이 北韓을 홉수하는 방식으로 하는 統-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南北韓 인적, 물적 교 류가 원천적으로 봉쇄된 싱-

황에서 40 년이 넘 게 대치하면서 상호 불신과 적대감을 쌓아왔음을 감안한다먼

독일과 같은 방식의 홉수 統-은 향후 상당기간 현실적으로 기데하기 어려운 것

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南北韓이 교류헙럭을 하는 과정에서 離散家]i%이 南韓에서 再結슴

하는 경우에 방생할 수 있는 問題@올 살퍼보기로 하或다. 이하에서는 힌행법률,

예상필 수 있는 문제점 및 그 해결방안을 간단히 살펴 본 후 몇가지 사레를 검

토하어 보겠다.

I[ . 現行法林

1. g)172去

가. 序 論

南韓이 北韓과 상호 숭인이 없는 상테에서 인적 교 류가 가능하게 되는 경우에

北韓에 삳턴 사람이 南韓으로 이주하는 겅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겅우 北韓에 살

던 사람이 北韓에서 혼인을 한 겅우 5개연 北韓法에 의한 혼인관게를 南韓에서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할 것인지 어부가 문제될 수 있다.

우리 헌1個은 우리의 영토를 한반도 및 부<도서로 규정하어 (제3조), 北韓지역

도 우리의 영토에 포함하는 젓으로 보고 있다. 우리의 학실도 다수설은 이러 한

입 장을 지지하고 있으나(김苟수, 권영성, 3L병삭, 문홍주 둥), 일부 소수설은 조

국 펑화 統-의 데업을 달성하기 위하이는 北韓을 하나의 실제적인 통치집단으

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허영, 한국헌1%론, 1991, pp. 186-187).

이와 관련된 우리의 대1個원 판레로서는 다음과 같온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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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기 4288년 청진시에서 북조선 노 동당 초급당원으로 가입한 행위는 법률

제10호 국가보안법 제1조 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이다(1961.9.28. 4294형상

378).

2) 농지개혁법이 시행된 1949.6.21에는 행정력이 미치지 않았던 수복지구에 소

재한 농지에 대하여도 농지개혁법의 시행시기는 1949.6.21로 보아야 한다

(65.Il.Il 65다1527).

이상과 같은 우리의 대법원 판례는 우리의 국가보안법 및 농지개혁법도 北韓

지역에 시행된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이상은 공법 관계에 대한 관례임을 주목할

묄요가 있으며, 우리의 대법원이 이상과 같은 논리를 그대로 私法關係(혼인의 효

력 및 상속 등)에도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다.

국제관례상으로도 私法關係에 있어서는 공법관계와는 탈리 미승인국의 私法도

자국의 국제사법의 규정에 따라 준거법으로 할 수 있는 젓으로 하고 있으며, 특

히 일본의 판례상 이혼, 입양 등의 경우 北韓法의 적용을 인정하고 있음을 감안

하면(제성호, su pra, p. 259), 우리의 경우에도 적어도 私法 콴계에 있어서는 北韓

의 법률에 의한 법률콴계가 효력이 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젓이다.

따좌서 離散家族이 이산되어 있던 기간동안 북한에서 한 법률행위의 효력이

남한에서 문제되는 경우, 그 효력 여부는 ib韓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전제하에 우리의 섭외사법 규정을 살펴보겠다.

나. 婦姻關傷

우리의 섭외사법 제16조에 의하면 혼인의 효력은 夫의 본국법에 의한다고 규

정되어 있다. 따라서 부부인 甲男과 c,t가 甲男은 北, 乙女는 南으로 헤어진후

각갹 재혼하여 살다가 南韓에서 再結合이 문제되는 경우 甲男의 後婚의 효력에

대하여는 夫의 본국법인 北韓의 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乙女의 後婚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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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은 南韓의 법에 의하여 평가하어야 한다.

또한 섭외사법 제18조에 의하면 이혼은 그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夫의

본국범에 의하는 젓으로 되어 있다.

다. 親子關係

우리 섭외사뱁 제18조에 의하면 친생자의 추정, 숭인 또는 부인은 그 출생당시

의 母의 夫의 본국빔에 의하머, 솟가 1-의 출생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밍-당시

의 본국법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출생지에 관게엾이 출셍당시 母의

夫의 본국법에 의하어 친생자에 관한 1칩률문제가 해결된다.

또한 北韓에서 사실혼관계에서 출셍한 혼인외자의 경우 인지문제는 섭외사빕

제20조에 따라 부 또는 모에 관하어는 인지한 때의 부 또는 모의 본국법에 의하

어 이를 정하고, 그 자에 관하어는 인지할 때의 자의 본국법에 의하여 이를 정하

여야 한다.

라. 相 續

섭외사법 제25조에 의하면 상속은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南北 離散家族의 再結슴시 발생하는 상속문제는 동조항에 의거하여 피싱-속인

이 北韓의 국민인 경우에는 北韓法에 따르고, 피상속인이 南韓의 국민인 겅우에

는 南韓의 민법에 따르게 된다.

2. 民 )손

가. 序 論

현헹법상 南北 離散家族에 대하여는 失諒宣솜制度와 不在宣솜制度가 적용되고

었다. 失諒宣告는 민법에 규정되 어 있고(제27조-제29조), ) t<在宣솝는 不在宜告

等에關한特된]推置法(이하 
"

2[<特法"이라 한다)에 규정되어 았다. 失諒宣솝는 
'

f%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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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을 둔 사람이 越北한 경우 그에 관하여 적용되며, 不在宣告는 北에 본적을

둔 사람이 越南한 경우 北에 남아있는 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

제도는 그 적용대싱-에 대하여만 차이가 있을 뿐이고, 요건이나 효과 등에 있어서

는 거의 일치하므로, 특별히 따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현행법상 南北離散家族이 재혼과 같은 신분관계를 창설하는 방안으로는 1) 失

諒宣告 및 不在宣솜에 의하는 방안, 2) 혼인 사실이 없는 젓으로 가호적을 등재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위 두가지 방안을 검토하여 보기로

하겠다. 현행법상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나. 失醉.宣솜 및 21%在宣告

(1) 失諒宣告 및 71<在트놈의 取滄

離散家族이 재회하여 失諒宣告 및 不在선고를 받은 자가 생존하고 있음이 확

인되고,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失諒宣솜 및 不在宣告는 취소되어야 한다(민법 제20조 제1항, 제29조 제1항, 不

特法 제5조 제1항).

(2) 失諒트告 및 7[협노宣告 獸淸의 勉累

失諒宣告 및 不在宣솝 취소의 심판이 확정되는 경우, 처음부터 失諒宣솜 및 不

在宣습가 엾었던 젓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생긴다. 따라서 설종자의 생존을 이유

로 失諒宣告 및 不在宣告가 취소된 경우 그의 가족관계와 재산관계는 선고 전의

상태를 회복하게 된다.

다만 失諒宣告는 2[<在宣솜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

을 미치지 않는다(민법 제29조 제1항 단서, 不特法 제5조 제1항 단서). 신분관계

에 있어서는 양자의 선의가 요구된다는 점에는 이의가 없으나, 재산관계에 있어

서는 양자의 선의가 요구된다는 견해와 어느 일방의 선의로 충분하다는 견해가



5-I 南北交流協/J 法·制度 實踐 관題硏究

있다. 다수설은 양자의 선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失諒宣솜 및 不在宣告가 취소된 겅우에 선의로 한 행위와 양립할 수 飢

는 구관계(예를 들먼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와 실종자와의 구혼인관

게)가 부활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우리의 통설은 이 경우 구관계

(구혼인관계)는 부활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곽合직, su pra, p. 185).

(3) 失諒흐놈 및 7[q在트告 取油'시 財應相續의 間題

宣告 및 不在宣告-趾 직접 원인으로 하여 제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겅우

에는 그 받은 이익이 헌존하는 한도에서 반촨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어서 반촨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어야 한다

(민% 제29조 2 항, 不特法 제5조 제2항).

어기에서 失諒宣告 및 不在宣솜暑 직접 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얻은 자라 함온

상속인 등올 의미하머, 이들로부터 %률행위 (메매 등)에 의하어 재산을 취득한
a

전득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먼, 생존실종자 A, 상속인 B, 전득자 0라고

할 떼, 와 C가 모두 선의이먼 0의 전득헹위는 유효하고, 后만이 받은 이억을 헌

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먼 되지만, B 또는 C 일방 또는 쌍방이 악의라면 C는 소

유자의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당하게 된다.(괵-윤직, su pra, p. 186).

따라서 대상 재산이 부동산인 겅우 C가 선의인 겅우에도 B 가 악의 라면 C는

소유자의 소유권에 기한 반촨청구를 당하게 된다. 다만 우리의 통셜에 의하면 위

재산이 동산인 경우에는 C가 악의인 13로부터 평온공언하게 선의, 무과실로 이롤

취득하었다번 C는 이를 먼법' 제 49조에 따라 선의취득할 수 있다(한국사빕행정

학회, 주석 민빕총칙(상), p. 285).

나아가 통설에 의하면 B 또는 C가 민법 제245조 내지 249조에 규정된 취득시

효의 요건을 갖추게 되먼 이를 시효취득할 수 있게 되므로 B 또는 C가 절사 악

의인 겅우에도 부동산인 겅우 20년간, y산의 겅우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펑F-,

공연하게 동 부동산 또는 동산을 짐유하떤 동 부동산 또는 i-산을 선의취득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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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假戶籍

우리는 해방 후 북한에서 월남한 자에 대하여 가호적을 통하여 한국에서 호적

을 취적하도록 하옜다(미군정령 제179조). 이 가호적은 1962.12.29. 뱁률 제1238

호로 개정된 가호적에 의하여 1963.3.l.부터 호적법의 규정에 의한 호적으로 보

게 되었다(제성호, su pra no te 55, p. 246;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北韓의 각종 법

령 폐지에 따른 한국법령의 보완 및 실행상의 問題点과 대책(1969), pp. 28-30).

만일 북한에서 월남한 자가 假戶籍을 만드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

을'숨겼으나, 이후 배우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여러 증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

위 가호적 및 이에 근거한 신호적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정정되어야 한다

는 입장이 서로 대립하고 있으나, 어느 입장에 의하던지 월남자와 현재의 배우자

간의 법률상 혼인관계가 존속될 수 엾다는 점에 대하여는 의견이 일치된다(제성

호, su pra, p. 247).

다만, 이 경우 과거의 호적이 부활하여야 한다고 볼 젓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월남자와 
' 

현재의 배우자 간의 법률상 혼인관계는 부인되더

라도 서로 동거하고 있는 사실만 인정된다뎐 사실혼 관계는 인정될 수 있을 것

이므로, 과거의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부활하는 것으로 하는 경우에는 충돌문

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

라. 相續面復請求權 .

우리 민법에 의하면 상속권이 잠칭 (潛稱) 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는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민법 제999조 제1항). 상속인이 단

독상속인인 경우 후순위상속인에 대하여 모든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속인이 공동상속인중의 1인인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상속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

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민법 제99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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班. 問題点 및 對應方案

1. 問題点

우리의 헌행법은 원칙적으로 舊法 E關係의 부활을 전제하고, 나아가 당사자의

선의, 악의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달리 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40년간

생사를 모르기 떼문에 대부분은 신의로 인정되므로 그렇게 큰 혼란이 있을 것으

로 보이지는 않으나 예컨대 서신 교환 등으로 소식을 알았던 경우 또는 월남 또

는 越北한지 일마 되지 않아 악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舊法律關係가 부활하여

야 한다는 결론도 가능하며, 이 경우 많은 혼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실종선고후의 재산의 처뵨을 둘러싼 법률관계에서는 힌행법에 의할 때

40여년간에 걸친 재산처분관계를 다시 원접으로 돌려야 한다는 젓이 전제되고

있어 그 입증이 곤란할 뿐더러 쓸데없는 혼란만 가중시킬 우리가 있다.
s

離散家/i%의 再結쇼에 콴한 문제는 결국 과거를 우선시킬 젓인가 힌재를 우선

시킬 것인가의 문제이다. 法은 본질적으로 올바른 관계를 되찾는 것을 이상으로

하며. 신분법의 경우에는 더욱 이 원칙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南北離散家族은 南北의 분단이 라는, 결코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인하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상데방의 )g존 사실을 알

았다는 사유만으로 힌실의 빕률관게보다 과거의 볍률콴계를 우선시키는 젓은 부

당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

또한 南北의 분단 이후 이를 기초로 하여 40여년간 많은 법률관게가 형성되玆

으므로 과거의 입률관계를 우선시키는 경우 큰 횬란이 따를 것으로 보이며, 따라

서 과거의 법률관계를 원칙적으로 보호한다는 것은 타당성을 가지기 어렵다.

離散家族의 再結合에 있어 가장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은 40여년전의 진정한 법

률관계가 무엇이었는가를 切'혀 이를 최복하는 것이 아니라, 再結合으로 인한 혼

란을 최소화하고, 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하여 국민을 다시 再結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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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젓이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사실관계보다 권리콴계를 더욱 중시하는 현재의 제도로서는 국민의 갈

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쓸데없는 국력의 낭비를 가저올 수 있다. 따라서 현행법

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수정원칙이 도 입되어야 할 젓으로 보인다.

2. 解決方藥

가. 身分關係

(1) 視乎關係 [ 眞定한 法律關係의 園復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는 혈연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서 달리 이를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친자관계는 진정한 법률관계를 회복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기 夫婦關係 : 現實關係의 優先

離散家族의 再結合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는 夫婦關係이다. 또한

일단 夫婦關係의 형성이 결정되면, 그에 따라 다른 신분관계도 결정이 될 수 있

을 것이다.

이와 같은 夫婦關係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헌실관계가 우선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법상 失諒宣告 등 취소제도에 의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선의로 추

정되므로 과거의 신분관계는 부활하지 않는 것으로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나, 설

사 악의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단지 상대방의 생사를 알고 있었다는 이유 하나로

40여년간 누적되어 온 현실관계를 전부 부정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고

통을 강제하는 의미가 되어 찬성할 수 없다. 따라서 월칙적으로 과거의 혼인관계

는 부활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약 할 것이다.

이미 분단 당시의 부부의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이 사망한 경우(실제로 가장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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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경우일 것이다) 등에는 원칙적으로 과거의 夫婦關係는 부활하지 않으머, 기존

의 범률관계를 그대로 유지시키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견

이 없을 것이다.

또한 분단 당시의 부부 쌍방이 )g존해 있는 경우라도 양자가 모두 재혼을 하

지 않은 겅우 는 그 +Ii結合에 대하여는 아무런 문제가 엾을 젓이다.

이 원칙의 적용 여부가 헌실적으로 가장 문제될 겅우는 부부가 모두 생존해

었고, 그 일방 또는 쌍방이 재혼을 한 경우일 젓인 바, 이 경우 당사자의 악의가

연정되어 현행법에 의하면 헌재의 夫婦關係가 소멸되 어야 하는 경우라도 원칙적

으로는 힌재의 솟婦關係가 우선하도록 하어야 한다. 또한 이 원칙은 그 일방 또

는 쌍방의 재혼이 빕률상 촌인인 겅우만이 아니라 사실상 客인인 겅우에도 적용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원척에 대한 보완책으로 합의에 의하여 夫婦關係를 창섣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제성호, su pra, pp. 250-251).

즉, 만일 문제되는 당사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어 어러 법률관계 중에서 어느

툭정의 법률관게를 창설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깃이다. 예

컨대, 부부가 서로 어진 후 갹긱- 새로운 배우자와 결혼을 한 겅우, 과거의 客

인관게의 부촬에 관런 당사자 전원이 동의한 겅우에는 이를 인정하도록 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방안을 새로운 법률에 의하어 5T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접

이 있을 수 있다.

1) 혼인관게와 같은 가족관게는 반드시 일정한 사회에서 결정된 방식으로 존

재 하게 되머, 정헝의 강제가 사회 실시의 유지를 위해서 특히 요구되는 것이므로

(김주수, 친족싱·속뱁, 1987, p. 40) 이싱·과 같이 당사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방안·은

가족법의 이녑에 베치된다고 볼 소지가 있다.

2) 南北離散家/i%의 경우에 외적으로 험.재의 뱁骨관게를 우선시키는 조 치는

취하인서 다시 에외적으로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과거의 1러률관계가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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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하는 것은 예외에 다시 예외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법률관계가

오히려 복잡해질 수 있을 것이다. 현행법에 대한 예외적인 조치는 펄요불가결한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이다.

a> 특히 과거의 부부관계를 부활하기 위하여는 현재의 부부관계가 해소되어야

하는 바, 이를 어떠한 방석으로 해소할 것인지 여부 및 현재의 부부에 대하여 어

떠한 보상을 해야 하는지 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는 현실의 혼인 관계를 적법한 것으

로 인정한 후, 헌행 민법에 따라 합의이혼 및 재혼의 절차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법률/계를 오히려 간명하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판단된다. ·] 1우 헤o]지는

부부간의 재산관계, 호적 및 위자료 등의 문제는 현행 법률에 의하여 처리하면

될 젓이다.

나. 財産關係 : 稅行法律의 道用

(1) 失諒트督 및 2[q노트告의 取滄 전의 處았ii爲

설종선고 및 부재선고의 취소인 경우 과거에 선의로 한 재산의 처분행위는 유

효하지만 악의로 한 처분행위는 무효가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실제로 악의로

인정될 경우는 많지 않을 뿐 아니라, 악의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우리의 학설 및

판례에 의하면 선의취득 및 시효취득이 인정되므로, 처분행위가 무효로 되는 경

우는 더욱 축소될 것이다. 따라서 현행 규정을 적용하여도 일웅 무방할 것으로

보연다.

마지막으로 일부 학설에 의하면 이 경우 선의의 입증책 임이 행위자에게 있는

젓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고 었으나(한국사법행정학회, su pra, p. 283), 관례에 의

하여 선의로 인정되는 경우를 넓게 인정한다면 법률관계의 안정을 기할 수 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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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不當개1]得

또한 실종선고 및 부재선고가 취소되는 겅우 둥 선고를 원인으로 하여 제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의 겅우에는 현존이익의 한도로, 악의인 경우에는 받온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의무는 성질상 부당이득의 반환이

라고 할 것이다(吟윤직, su pra, p. 186).

부당이득의 경우, 선의자의 현존이의의 반촨시 현존이익의 입증책 임과 관런하

여 우리의 대법원 판례는 반환청구자에게 입종책임이 있다고 보는 판례가 있으

나(64.9.8.64다 413, 70.2.10. 69 다2171), 이에 반하여 일부 판례는 
"

원고가 농지

개헉법 제71조에 위반하어 농지를 입대하고 피고로부터 잉료로써 벼를 받았다먼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아직도 원고가 이를 소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것이 현재 원고에게 존제하지 아니한다는 짐은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70.

10.30.70다1390, 1391)고 하며, 
"

취득한 젓이 금전상의 이의인 떼에는 그 급전온
a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었는지 이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보고 있다(87.8.18. 87 다카768).

이상과 같이 그 입증책임의 소재에 대하여는 판례가 일응 상충되는 것으로 보

이며, 학설도 대립하고 있으나(사법헹정학최, 주석채권 각칙(夏),1986, p: 240), 만

일 반환청구자에게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면 선의의 겅우 실제로 반환을 받는 벙

위는 대폭 축소될 수 었을 것이다.

또한 실종선고 및 부재선고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악의인 겅우에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일응 정당한 것으로 판탄퇸다.

(3) 相 續

현재 우리 민법상 상속회복의 소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 이 내에

제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규정을 離散家]iE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한다면

대부분의 겅우가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리게 되어 사실상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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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므로, 離散家族의 再結슴에 따른 상속회복청구에

대하여는 특별법의 제정이나 민법 부칙에 경과규정을 둠으로써 위 제척기간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제성호, su pra, p. 258).

그러나 우리 민법에서는 상속회복청구를 무제한으로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

한다면 離散家族이라고 하여 위 제척기간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엾을 젓이다.

특히 헌행법에 의할 때에도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10년 이 내이면 상속회복청구

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었는 바, 부모와 자식이 南北으로 헤어진 이후에 피상속인

이 사맘한지 10년 이내에 離散家族이 재회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을 젓으로 보이

며, 이와 같은 경우 이산가족은 재산을 회복할 수 있을 젓이므로, 상속회복청구

의 경우에도 현행법률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1%(. 事例檢討

본항에서는 가장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몇가지의 사례 (case)를 상

정하여 각 사례마다 우리의 현행법에 의할 때 발생할 수 었는 問題4A과 이러한

問題2듯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하여 보겠다.

1. Case 1

가. 事 案

부부인 甲과 乙이 원래 南 또는 北에 그 本籍을 두고 있였다. 그들은 분단으로

인하여 서로 헤어져 살다가 각자가 그 곳에서 다른 사람과 결혼하여 살고 있대.

이 경우 甲과 乙이 再結습하는 경우 甲乙 및 그 들 현재의 배우자 사이의 신분관

계는 어떻게 정리되어야 하는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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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稅行法에 의한 檢討

EP乙이 분단으로 서로 헤어진 후 재혼을 하기 위하여는, 南에 본적을 두었던

경우에는 월북자에 데하어 失諒宣告를 받아야 하고, 北에 본적을 두었딘 겅우에

는 北에 납아 있는 자에 대하이 不在宣솝를 받아 신분관게를 정리하여야 한다.

離散家/i)(의 재최로 인하여 失諒선고 및 不在선고가 취소된 겅우, 재혼 당사자

쌍방의 선의인 한 재혼은 그 효력을 2그데로 유지하게 되고, 이에 저촉되는 前婚

t 부활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만일 재혼의 당사자 중 일방이 악의일 떼에는

前婚이 부활하게 되어 이른바 重婚이 된다. 따라서 前婚에 관하여는 이혼사유가

되고(배우자의 악의 또는 혼인을 게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존재 : 민법 제

840조), 後婚에 판하여는 취소사유가 된다(민% 제818조, 810조).

이와 같은 중혼의 경우에 전혼의 배우자는 후효의 취소를 구할 수 있으나(민

])] 제인8조), 후혼의 배우자는 전혼의 이혼을 구할 수 없으므로 결국 진客의 배

우자의 의사에 따라 법률판게가 정립될 것이다.

다. 위 m 의 原則에 의한 再檢討

원칙적으로 신의, 악의 여부를 묻지 않고, 헌재의 夫婦關係는 존속된다. 따라서

헌재의 夫婦關係가 악의에 의한 젓임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이훈弔구 역시 깔아

들어지지 않는다.

다 甲乙 및 그 각 1게우자 전부가 원하는 경우에 한하어 이들은 이혼의 방법

으로 기존의 客인관게를 해소하고, 이흔 후 재혼의 방뱁으로 과거의 夫婦關係를

부활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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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ase 2

가. 事 案

부부인 甲과 乙이 원래 北에 그 本籍을 두고 있었다. 그런데, 그 중 南에서 살게

된 일방인 甲이 가호적을 배우자가 엾는 것으로 등재하고, 제3자와 결혼하였다. 이

경우 統-이 되면서 甲에게는 c,이라는 진정한 배우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

다면 甲乙 및 그들의 배우자 사이의 신분관계는 어떻게 정리되어야 하는가7

나. 稅 法에 의한 檢討

만일 甲이 월남 후에 假戶籍을 만드는 과정에서 乙이라는 배우자가 있다는 사

실을 숨겼으나, 이후 乙이라는 배우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여러 증거에 의하여 확

정된다면, 위 가호적 및 이에 근거한 신호적은 취소(또는 정정) 되어야 한다. 다

만 이 경우 과거의 호적이 되살아나게 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다.

다. 위 夏의 原則에 의한 再檢한

가호적을 일부러 잘못 기재함으로써 그 배우자가 엾는 젓으로 하여 결혼한 사

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가호적을 취소 또는 정정항으로써 40여년간 계속 같이

살아온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가

호적이 설사 잘못된 경우에도 혈재의 혼인관계만이 유효하고 과거의 관계는 부

활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Case 3

가. 事 案

부부인 甲과 乙 사이에 子인 丙이 있였는데, 甲乙이 남북으로 헤어지면서 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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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과 남에서 함께 살았다. 甲이 乙을 상대로 하여 실종선고 또는 부제선고를 받

아 甲乙 사이에 夫婦關係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丙의 지위는 어떻게 되는가

나. 稅行法에 의한 檢弱'

甲乙 사이에 夫婦關係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실상의 가족 공동체는 기데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는 부부가 이혼한 후 다시 재혼한 경우와 비슷하

어, 이혼으로 인한 자에 대한 효과에 관한 기존의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을 젓

이다.

따라서 양육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결정에 의하머, 그

이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도 변동이 생기지 않는다(민법 제837조 제3항). 따

라서 丙으로서는 甲乙이 사망하는 겅우 싱-속권 및 TE,에 대한 부양의무는 게속

존재하게 된다-

다. 위 m의 原則에 의한 再檢討

夫婦關係와는 달리 친자관게에 았어서는 그 관게를 멍확하게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우신시커서는 곤란하다. 이 경우에는 합의는 베제

되고 객관적 인 기준 의하어 신분관계가 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겅우

는 현헹 민법을 그데로 적용하어도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

4. Case 4

가. 事 案

부부 甲괴- 乙이 서로 헤어진 후 각각 제혼하어 -T-가 있는 경우, 상대방의 T에

대하여 甲과 乙은 각각 어떤 법률관계가 되는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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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稅行法에 의한 檢討

甲乙사이의 法的 夫婦關係가 부활하지 않는다면 일방과 상대방의 子사이(甲과

乙의 子 사이, 乙과 甲의 子 사이)에는 法的으로 아무 관계도 없게 된다. 그러나,

甲乙 사이에 法的 夫婦關係가 다시 부활한다면, 재혼은 소급하여 소멸되는 것이

고 만일 재혼을 통하여 출생한 子를 甲乙 사이의 호적에 편재하기로 한다면 헌

행 민볍상 婚姻까 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면 될 것이다.

다. 위 屋의 原則에 의한 再檢討

이 경우도 현행 민법을 그대로 적용하여도 별 문제가 없는 경우로 판단된다.

5. Case 5

가. 事 案

부부인 甲乙 사이에 子가 丙, 7이 있었는데, 甲과 丙은 北에 살고, 乙과 T은

南에서 산다. 乙과 1은 甲에 대하여 失諒宣솜를 받아 南에 었는 甲의 재산은 乙

과 丁이 상속하였고, 이후 그,도 사망하여 결국 丁이 모든 재산을 상속받았다. 이

경우 統-이 되면 甲은 T을 상대로 상속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겠는가7 또 甲

역시 사망하였다면 丙은 丁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를 할 수 있겠는가7

나. 現行法에 의한 檢討

丁이 상속받은 재산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失諒宣솜의 취소로 인하

여 丁의 재산상속은 무효가 되므로 甲은 소유省에 기하여 1에게 그 재산의 반

환을 청구할 수 있다.

T이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T이 선의라면 현존하는 이익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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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악의라면 그 가액에 이자를 더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T

甲이 사망한 후에는 丙이 상속회복 및 상속재산의 분할을 칭구할 수 있다. 이

겅우 丙은 丁을 상대로 甲의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한하여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동 기간이 도과한 후에는 싱-속최복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 위 班의 原則에 의한 再檢討

이 경우 T이 악의인 겅우에는 
' 

T으로부터 재산을 취득한 제3자는 이를 반환

당하게 될 수 있으나, 악의로 인정하는 범위를 축소하는 등의 겅우에는 별도의

입법 엾이도 법骨관계에 불안정의 요소를 상당부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6. Caae 6

가. 事 案

Case 5에서 甲은 재혼하여 子인 戊가 있다. T이 상속받은 위 재산에 관하어

어떠한 권리를 가질 수 있는가

나. 몇ii法에 의한 檢림'

甲과 c,의 夫婦關係가 부활하어 戊가 
'婚姻써- 

子로서 호적에 둥재된다면 별 문

제가 엾을 것이다. 또한 甲과 乙의 夫婦關係가 부활하지 않더라도 [p이 T에게

재산을 반환빌았다먼 역시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데 이미 甲이 사망하고, 戊만 살아있는 상태에서 再結슴이 이루어진다먼,

失諒宣告 듕의 취소로 인하어 甲이 사망한 당시의 상속인, 즉 戊에게 그 재산이

귀속되는 결과(이젓이 공骨상속을 의미하는지에 콴하어는 의문이 있다> 상속최

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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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m의 屬屬에 의한 喜檢討

이 경우에도 甲그사이의 과거의 夫婦關係에 기초하여 戊가 婚姻까 子로서 등

재된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엾다. 그런데 戊만 살아있는 상태에서 再結습이 된 경

우에는 甲乙이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혼인외 자로서 등재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현재의 신분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므로, 戊와 丁은 별개의 호적을 가지고 살아가

게 된다. 따라서 마치 戊가 甲의 신분관계설정의 의사표시를 대위할 수는 
' 

엾는

것이므로 戊에게는 결국 아무런 권리도 인정되지 않는다.

V. 結 論

이상에서는 南北 離散家族이 재회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問題点 및 그

해결방안에 콴하여 간단히 살펴보았다. 이산가족의 재결합으로 인한 법적 문제점

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 법률을 변경하는 행위는 우리 법률의 다른 원칙을 해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산가족의 재결합과 관련된 문제도 상당 부분은 현행 법률 하에서도

해결될 수 있을 젓으로 보이나, 적어도 혼인관계에 대한 보완책은 펄요할 젓으로
k

보이며, 이러한 보완책은 특별법 또는 민법의 경과규정 등의 방법으로 반영될 수

있을 젓이다. 다만 그 입법 여부 및 구체적인 입법 방안은 국민 여론을 반영하

고
,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확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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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危韓 商事紛爭 鮮決方案

이 순 우*

1 . 머리말
n . 北韓의 經濟現況

夏. 南北間 畵事紛爭
IV. 國際商事紛爭 處理制度와

南北의 畵事仲裁制度 tb한

V. 南北商事紛爭 解決의 基本

方向

VI. 南北商事紛爭 解決을 위한

盡 fi

l/2. 南北 共同仲裁規則 制定方向

1 . 머리말

「넙북기본합의서」발효(1992. 2.19. 제6차 납북 고 위금회담)로 화해와 협력의

시대가 개막되었다. 냠북교류와 협력을 이행하고 준수하기 위한 부속합의서도 채

택(1992. 9월,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되었다. 이제는 남과 북이 공존공영을 위하

여 상호주의 원칙하에 합의사항을 성실히 실친에 옮기려고 하는 의지와 행동만

이 과제로 남아있다. 더구나 낙후된 북한의 경제실정과 이산가족의 반평생에 걸

친 아픔을 고 려하면 촌각이 아쉬운 실정이다. 그러나 부풀었던 기대와는 달리 합

의서 발표이후 1년반이 지나간 오늘의 현실은 한민족의 기대를 크게 저버리고

화해합의의 배경을 의심스럽게 하고 있다. 북한은 통일문제를 논의하면서 무력대

결의 준비를 하는 이중성을 드러 내고 있다. 북한당국은 「남북교류」를 적화통일

전술과 전략개념으로 활용하면서 핵개발 노 력을 계속하고 있다. 핵확산금지조약

가입국으로서의 의무를 준수하기는 커녕 탈퇴선언, 탈퇴유보, 재탈퇴위협 등 국

W 大韓商事仲裁院 事務總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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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펑화노력에 강력히 반발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어 세게여론의 비난을 받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할 뎨 우리는 김-상적 통일론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으며

毛제논리룰 도외시한 무비판적 지원헙력 논의는 남북통일을 실현시키는데 省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통일을 향한 r 약속과 실천」간의 고1리를 확연

종'l 지커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남북교류헙 력분과위원회에서 최종 합의된 부속합

의서중에서 제1장 겅제교류 · 협력에 관한 부분을 다시 짚어 보고자 한다.

물자교류와 자원의 공동개발, 공업 · 농업 등 각분야에서의 경제협력(제1조>,

과학 · 기술 · 환경분야에서의 교류 · 협력(제2조), 칠도, 도로, 해로, 항로의 개설,

운엉 (제3조), 우편, 전기통신 교류(제4조), 국제겅제분야에서의 협력(제5조) 및

어기에 대한 당국의 지윈 · 보장(제6조)을 규정하고 세부사항은 남북경제교류 ·

협력공동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제7 및 8조), 특히 물자교류

· 공동개발 및 겅제힙릭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범위, 계약의 체걸파 이헹, 가격결

정 기준, 청산결제방식 동 데骨결제1-分식, 관세면제, 공업규격 등 자료의 교 환과

관련범규의 통보,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분젱조정절차의 마련, 경제활동의 자

유와 펀의의 보장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과학 · 기술분야의 교류, 협력에

있어서는 특허권, 상표권 둥 상대측 파학, 기술상의 권리 보호를 규정하였고 교

통수단의 운영에 있어서는 사고 발생시 긴급구제 조 치 등을, 통신수단의 운영에

있어서는 비밀의 보장과 정치 · 군사목적의 이용금지 등을 각각 규정함과 아울러

교통 · 통신 분야에서의 해당 국제협 약을 존중할 것을 평시하였다.

기타 경제활동에 기본전제가 되는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의 실현(제2장 제10

조), 정보자료 교촨, 공동조사 및 연구사업의 실시,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의 보장,

상대측 법질서 준수, 사고발생시 긴급구제조치, 자유로운 서신거래 둥을 모 7 규

정하고 있다. 통일을 향한 경제교류와 협 력을 위하어 우선 필요한 분야를 총망라

하고 있다. 이와같은 현실적 걸림돌을 해소하기 위하여 구체적 실친방안을 Y의

하려떤 쌍방의 이해와 노 력, 양보와 절충 동 넘 어야할 고비가 산적하여 있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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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측면에서 남한이 보는 북한은 형식논리적으로는 우리 영토로 보면서도 실절

적으로는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과 유사하게 다루지 않을 수 엾는 상황에서

남북간 교류협력에서 예상되는 제반문제를 규율하고 있다. 특히 무력대결의 상대

방간에 접촉시 취하여야 하는 여러 안전조치가 망라된데서 민족의 아픔이 새롭다.

남북간에 이와같은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

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에서 여러가지 합의사항이 이루어진 젓이다.

그러나 우리 체제가 엄격한 법치주의 원리와 시장경제에 바탕을 둔 반면 북한은

남한과는 아주 상이한 입뱁체계를 갖고 있다. 북한은 행정지시나 결정이 법령곽

같은 효력을 가지며 세밀한 계획경제에 따라 움직이는 체제라는 점과 경제활동

의 자유나 자본주의적 사고방식과 제품의 원가관념이 희박하여 품질, 납기, 시장

성, 이윤 등에 관한 개념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은 기본적 사고방식의

차이는 경제협력에 있어서 커다란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이 상사분쟁발섕의 주요원인이 될 젓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여 시장경

저]를 추구하는 나라와의 교역에서 갖는 분쟁이외에 추가적 위험부담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u . 4t韓의 經瀆現況

1980년대 서]계정서1중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소런을 포함한 동구권 등 사회주

의국가의 붕괴와 중국을 위시한 태평양지역 경제권의 부상이다- 세계경제의 이러

한 변화는 1990년대 남북관계를 개선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북

한이 정치, 경제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은 북한의 개방

을 불가피하게 하였다.

대내적으로 자력갱생을 추구한 북한의 경제정책이 식량부족, 소비재 생산낙후

등 그대로 버티기에 한계에 부딪쳤고 대외적으로는 중국, 러시아 등 과거 사회주

의 동맹국들로부터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촉구하는 압력을 받고 있다. 비록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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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한반도 주변정세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개방정책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나 민셍경제의 중진보다 사최주의 체제수호의 방편으로 호응하는 젓이 란 점에서

개방의 한계가 있다.

남북한의 경제헌황을 비교하어 보면 북한의 낙후된 경제현실을 읽을 수 있다.

1인당 GNP(1991기준)에 있어서 남한(6,498달러)이 북한(1,038달러 )보다 6배이

상 크 다. 이것은 남한의 1968넌도 수준(1,110달러)이다. GNP총액에 있어서도 납

한은 북한의 12배를 상회하고 있다.

<표 1 > 남북한 결제善량 비교(1弱1기준)

구- 분

총인구

GNP

1 인당 GNP

군 사 비/GNP

재정-규2/GNP

수 출 입/GNP

단 위

만 1청

억딜러

달 러

%

%

%

남 한

4,326

2,808

6,498

3.8

20.5

54.6

주 : (1)은 절데액 의 배수임.

자료 : 한국게발연구원 및 동일원

團 코 한

2,202

229

1,038

22.4

74.9

11.8

남한/북한

2.o

12.2

6.2

2.04<I)

2.49(I)

56.3(t)

북한의 무역이나 대외겅제관게를 보면 수출은 중국, 일본 및 구소련이 총액의

절반을, 그리고 수입도 이들 3개국이 역시 절반을 차지하고 었다. 근접 국가에만

과도히 의존하는 폐쇄적 인 무역구조로서 주번국 정세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아야

하는 취약성을 갖고 있다. 특히 중국과의 교힌 1에서 심긱-한 무역적자를 시헌하고

있다.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중국의 영향권 내에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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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북한의 지역별 무역구조(1990)

자

총

대

대

대

로

구4

규

중

일

구

KDl 및

분

소

일본

모

국

본

련

역 홍

수 출

994.9(lOOT이

77.1( 7.7)

255.있 25.7)

171.O( 17.2)

수 입

l,898.9(100.O)

577.3( 30.4)

246.4( 12.9)

193.7( 10.2)

단위 : 백만달러

무 역 수 지 li
- 904.o l
- ,,,., i

,., l
- ‥.· l

남북한 경제협력 헌황을 보면 남한의 반입물량이 북한으로의 반출량보다 압도

적으로 많다. 최근의 반입품은 금괴, 은괴 등 귀금속류, 아연괴 등 비철금속류 등

으로서 주로 공업용 기초 원자재류이다. 반면에 반출품은 섬유류, 철강류 등 최

종 소비재와 공산품 중간재 등이다.

4표 3> 년도별 남한의 대북한 반출입 현황

년 도

'

88

'

89

'

90

'

91

'

92

9S/l-s

l 총 계

주 : ( ) 내는

자료 : 통일원

반

건 수

l l

l , :
l ,,

l ,,

l (‥)

l 129

'

92년 동'

및 상공자

기
· 읜

실

출

금액(친 掌)

69

4,731

26,176

12,818

3,753

(11,670)

47,547

적임.

반

건 수

4

57

75

328

용65

270

(266)

l,099

입

금액(친 $ )

1,087

22,235

20,354

165,99S

200,685

129,192

(143,828)

539,499

계

금액(천 $ )

1,037

22,304

25,085

192,172

213,503

132,945

(155,4S8)

587,046l l,228

l ,기l 
l

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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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한 물자교류는 헌재는 간접교역방식이다. 남북한 교역이 본격화되려면 직

교 역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며 직교역 초기단계는 물물교촨 방식 또는 대

구매방식 등으로 시작하는 젓이 적절할 젖 같다. <표 3>에 나타난 바와같이

납한의 반출금엑은 92년도 이후부터 증가세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 북한의 핵

사찰문제로 인한 납북한 긴장고조와 북한의 겅제악화, 외환부족헌상 등을 반영하

고 있1 민.먼에 바입금애으 
'

g3년에 야시 댜소희 김-소를 보 히고 91으나 증가추

세는 게속되고 있다. 향후 남북간 경제교류는 인적교류에서 물자 교역으로, 그리

고 그로부터 얻은 체험과 신의를 바탕으로 합작투자로 발전시키고 종국에는 공

동개발 협력단게로 들어가는 순서를 밟아가야 할 젓이다. 합작투자에 있어서 조

총런과 공동으로 투자하는 것이 워힘부담을 감소시키는 방빕이 될 것이다. 조총

련은 북한과 합작한 겅험파 노 · 하우를 갖고 있다(1989넌말 헌재 총합엉건수는

89건, 합영平지-액은 약 113 억옌). 북한과 경제교류가 본걱화된다고 하더라도 %-

한은 자본주의 시장겅제체제에 미숙하고 원가관념이 희박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이로부터 오는 마찰이 초기단계에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에 지사를 두

고 북한과 교역을 하는 한국의 어느 종합상사의 경험담이 이를 실증하고 있다.

가. 통신시설불비로 교 신이 어렵거나 장기간 소요

나. 컨테이너 부두가 미비하여 촨적이 불가피함으로 운송비용증가

다. 시간을 비용으로 보지 않아 납기, 출하 둥에 적기공긍을 寺처 원가인상

요인 중가

라. 일금은 싸나 품질, 색깔, 디자인, 마무리 작업개념이 희빅-

마. 사고방식과 관념의 차이로 에상밖의 사고발셍, 따라서 게약서에 모든 것

을 상세히 기제하어야 함. 때로는 계약서 자체도 일방적으로 폐기시키는 사례발생

바. 북한의 신행법규하에서는 손혜발생시 재관숭소 기대곤란

사. 북한파 거래경험 있는 재일 조총린게 기업인의 경험담 청취가 참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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夏. 南北閨 商事紛爭

분쟁은 「경제거래 당사자간에 약속한 의무를 일방이 준수하지 아니하여 타방

이 그 보정을 시도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약속의무 불이행과 그로 인한 손해발

생이 분쟁의 요체이다. 이를 쉽게 해결하려면 불이행의 귀책사유와 손해의 내용

과 범위에 대하여 분쟁당사자가 동일한 가치판단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가

치판단기준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또는 체제와 사고방식에 따라 다를 수가 있다.
x

남과 북은 극히 대조적인 체제를 수십년간 유지하여 왔다. 여기에 남북경제교

류의 마찰요소가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를 발전시격 왔다. 경제제도는 국가

의 엄격한 관리통제를 받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이다. 원칙적으로 사유재산제도

· 기업활동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사회간접자본 등 경제적 하부구조가 취

약하고 행정이 경직되어 있다. 법규정과 그 집행의 비공개로 분쟁해결에 대한 세

부절차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법치주의 국가처럼 엄격한 법해석으로 법적 안정·

성을 보장하기보다 사회주의 이념구현에 중점을 두어 법운영을 합목적적으로 운

용하기 때문에 그 집행을 사전에 예측할 수 없어 블안정성이 높은 실정이다. 특

히 상사분쟁의 발생과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남북관계를 조명하여 보면 다음 몇

가지 사항에 유의하여약 한다.

첫째, 분쟁의 발생은 경험칙상 수입규모와 비례한다. 판 사람보다는 산 사람쪽

의 클레임이 많고 클레임 빈도는 산 물량의 크기와 비례한다. 남북교역에 있어서

남한의 반입 량이 북한의 반입량에 비교하여 훨씬 많다(표3 참조). 따라서 남한측

이 제기하는 클레임이 발생빈도나 금액에 있어서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분쟁발생에 대한 책잉유무는 귀책사유의 존부에 따라 판정내려젼다. 설

사 이쪽에 손해가 발생했어도 저쪽에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 상황에 기인한 것

이라면 손해배상책임은 면제된다. 가령, 행정의 경직성 또는 일관성 결여가 계 약

불이행의 원인이라면 예컨대 수출입 허가가 종전에는 잘 나오던 것이 갑자기 불



75 南4b交流+iMI] 法·飽11度 實踐 課題硏究

허가로 바뀌었다면 그로 인하어 발생한 손해에 데한 책임은 그쪽에 있는 것인

가7 즉 이것도 「불가항력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젓인지를 분명히 계약

에 설정해 두는 것이 분쟁읕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북한 기업인은 이 경

우는 면책사유에 해당된다고 믿는다는 것이 한국기업인의 경험담이다. 사회주의
a

체제에 있어서 행정의 경직성에 데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셋째, 상품의 시장성 즉 품질, 가격, 납품시기 둥에 데한 인식의 차이에서 오는

분쟁이다. 가령 제품의 납기지연으로 인한 손해받생이 인정될 젓인지에 관한 문

제이다. 즉 자본주의경제 관점에서 통용되는 시간은 비용과 직결된다는 관녑이

어느 정도 통용되느냐의 시각차이이다. 북한과 유사한 경제관념을 갖고 있는 중

국의 사례를 보면 주의를 필요로 할 부분이다.

넷께, 중제장소결정에 관한 것이다. 양측이 모두 자기 거주지의 중재기관을 절

대적으로 선호할 젓이기 떼문이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엾거나 안될 경우, 즉 당

사자간의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중제협정에 관한 국제콴례는 피신청인 소재지

틀 중재지로 하는 것(피신청인 주의)이 통례이다. 당사자가 이에 의할 경우 
"

피

신청인주의"에 따라 클레임을 제기한 상대방의 소속국가 중재기관이 판장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펑 양이 서울보다 개최빈도가 많게 될 젓이다.

다섯께, 중재판정부 구성문제이다. 중제판정부는 통상 1인 또는 3인 등 홀수로

구성하고 과반수 의결원칙으로 판정 내용을 결정한다. 판정부가 판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최종적으로 책임진다. 구성원의 사상, 자질, 지식, 겅륜, 철학 등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여섯째, 중재진행절차 둥 준거법 결정이다. 당사자간에 약정이 없으면 통상적

으로 중재지에서 통용하는 법규가 적용된다. 효력발생시기, 강제집행절차, 관단유

탈범위 등 분쟁의 실질적 해결을 보장하는 법적 조 치에 관한 젓이므로 극히 중

요한 부분이다.

일곱째, 중재는 재심청구 등 판정에 대한 구제절차가 없다. 단심제 형식으로

분쟁을 종결시킨다. 신속히 사건을 마무리짓는 잇점이 있는 반면 불복항소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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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 전통적인 사법제도가 3심제로 운영하여 시간은 소요되지만 불복종의

기회가 부여되는 젓과 대조적이다. 단심제에 대한 대비가 요청된다.

여덟째, 중재판정의 효력은 국제성을 갖고 있다. 사법판결은 원칙적으로 주권

이 미치는 영역에 국한하여 효력이 발섕되지만 중재판정의 효력은 국적을 달리

하는 기업인에게 각자가 자기국가에서 내려진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타국적의 기업인이 자기나라에서 내려진 판정과 같은 내용의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이와같은 엄청난 효력은 유엔(UN)이 주도하여 체결한

"

외국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에 콴한 유엔 협약"(1958) 가입국에게 효력이 있는

젓이다. 이 조약을 약청 
"

뉴욕협약"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선 · 후진국을 포함하

여 90 개국이 가입하었다. 한국은 이미 1972년에 가입하였으나 북한은 미가입 싱-

태이다.

IV. 國際商事紛爭 處理制度와 南4b의 商事伸裁制度 比較

남북관계는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

하는 과정에서 쟘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완전한 외국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국도 아니다. 또한 우리 헌법도 북한을 우리 영토로 보고 있

기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통치권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외국과 유사하게 다루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남북간 상사분쟁은 일단 외국인간의 분쟁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이런 과정에서 볼 때, 남북간의 상사거래는 국제적 상콴행에 의하여 이뤄

져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어느 일방의 국내재판에 의하여 해결하

는 젓은 부적절하므로, 국제상거래의 일반적 분쟁해결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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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쁘際商事給爭 處理制度

국제상사분쟁처리제도로는 직접교섭, 조정, 중재, 헌지국 국내법원에 의한 사법

구제 등이 있다.

가. 直接交涉

분쟁당사자간의 협의와 협상을 통하어 합의에 이르는 우호적인 분쟁해결방법

(amicable se ttlement)이다. 당사자간의 합의과정이 평화적이기 데문에 장차 거래

를 지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 분젱의 해걸방법중 가장 이상적이나, 당사자의

합의는 W원판결이나 중재판정과 같온 법적 구속력이 없다.

나. 調 整

조 정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분쟁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毛서도 제3자인 조

정자의 판단(조정안)을 개입시키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말한다. 즉, 조 정자

가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이, 분쟁당사자에게 제시하고 당사자가 이를 수

락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되는 것이머, 조정자의 노 력에도 불구하고, 그 조 정안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조정은 효력이 없다.

T 국제싱-업최의소(ICC)의 조정

국제적 성격을 띤 사업상의 분쟁에 대한 조정은 ICC 가 분쟁마다 1인의 위원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분쟁 양당사자의 조정합의를 전제로하여 절차가 개시된다.

조정위원최는 사안을 심의하고 당사자의 의건을, 들은 뒤에 당사자 쌍방에게

화해조건을 제시한다. 당사자가 이 조건을 수락하먼 조정은 성립된 것이다.

卷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IC81D) 조정

"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해걸에 관한 조약(1965)"(일멍 워싱던협

약)에 의거하어 제약국과 다른 체약국 국민간의 투자분쟁에 데한 조정 이다. 분쟁

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인데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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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선정되는 단독 또는 흘수의 조정인으로

구성한다.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간 분쟁의 쟁점을 명확히 하고 상호 수락가능한

화해조건을 권고하는 등 합의유도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 력을 경주한다.

다. f%I 裁

중재는 당사자의 합의로 사적분쟁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가

합의하여 선정한 중재인의 중재판정으로써 해결하는 당사자 자치적 해결방법을

말한다.

무역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에 의한 분쟁해결이 뱁률전공의 판사에

의한 해결보다 더 합리적일 수 있다는 점, 절차가 비교적 간편하고 비용이 저렴

하다는 점, 우의적 해결 및 비밀이 보장되어 거래의 계속이 가능하다는 점 등의

장점 때문에 무역분쟁의 해결제도로 주로 활용되고 있다. 무역 이외에 해외건설,

해운, 합작투자와 관련된 분쟁도 중재대상이 된다. 100와 10SID에 의한 국제중재

가 대표적이다. T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법원에 의한 중재는 국제적으로 녈

리 알려져 았다. 중재대상분쟁의 요건은 상업성있는 계약에 대한 분쟁이다. 협의

의 무역거래뿐만 아니라 모든 유형의 상사거래를 둘러싼 분쟁을 포함한다.

중재판정부의 구성은 단독 혹은 3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된다. 중재인은 당사자가

선정하는 젓이 원칙이나, 당사자가 선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재법원이 관련국가

의 ICC 쿡내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중재법원이 선정한다. 중재장소도 당사자들이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법원이 결정한다. 준거법 또한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는 법

규이다. 미합의시는 중재인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볍률 또는 국제상관습이 적용

된다. 중재판정의 효력은 종국판졀로서의 효력을 가전다. 다시 다틀 수 없다.

卷 국제平자분쟁해결본부(IC81D)에 의한 중재는 
"

워싱톤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재절차를 관장한다.

중재판정부의 구성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선임되는 1인 혹은 그 이상의

흘수 중재인으로 구성된다. 중재인 선정에 관하여 별도의 합의가 엾는 경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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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지명한 각 1인의 중재인과 중제인의 합의에 의하어 선임된 1인의 의장

중재인 둥 3인으로 구성된다. 중재대싱-은 체약국과 다른 체약국 국민간에 발T셍하

는 투자관런 분쟁이다. 체약국 상호간의 분쟁은 대상이 아니다. 준거법은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는 법규다. 당사자 쌍방의 국내법, 법의 일반원칙, 형평과 선(ex

ae quo e t bono) 등 국제상관습볍이 적용된다. 중재장소는 중제판정부에서 당사자

및 사무국파 협의하여 결정한다. 중재판정절차는 비공개 심의후 다수결로 판정한다.

모든 체약국은 중재판정의 구속력을 숭인하고 그 판정에 의하여 부과된 금전

적 의무는 자국법원의 종국판걸과 동일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卷 국제적으로 널리 공인을 받고 있는 절차 준거법으로 유옌국제무역거래볍위

원회 중재규칙 (UNClTRAL Arbitration Rules)이 있다. 유엔국제무역거레법위원회

(UN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가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모든 국

가간 또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공업국간에도 이용될 수 있도록 제정한 범세게적

중재규칙이다.

중재판정부의 구성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쌍방의 합의에 따라 선임되는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된다. 미합의시는 쌍방이 합의한 지명기관에서 중재 안을 선임한

다. 준거법은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는 법규이다. 다만 당해 거래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상관습도 의무적으로 고 려하어야 한다. 중재장소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

르 되 미합의시는 중재판정부에서 걸정한다.

t 외국중재판정의 숭인과 효력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협 약이 있다.

국적을 달리하는 당사자간의 분젱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조 약이다.

당사자 일방이 속한 중재기관에서 내런 중재판정은 그 효럭을 상대방 국가(체약국)

에서 숭인하고 그 집행을 보장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젓이다. 또 한 제3국의 중재관정

에 대하여도, 동 판정이 체약국 소속 당사자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사자의 소

속 국가(체약국)에서는 자국에서 내려진 판정과 동일하게 다루도록 한 젓이다.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UN Convention on the Rec평ni-

tion an d Enforcement o f Foreign Arbitral Awards, 1958 : 일명 
"

뉴욕협약")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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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 협약은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의 요구를 받은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내려진 판정으로서 자연인 또는 법인간의 분쟁으로 부터 발생한 중재판정이 적

용대상이 된다. 이 조약이 뜻하는 중재판정이라 함은 당사자들이 부탁한 상설중

재기관이 내린 판정은 물론 개개의 사건을 위하여 선정된 중재인이 내린 판정도

포함한다. 상호주의의 기초에서 다른 체약국에서 내려진 판정을 숭인하고 그 강

제집행을 보장하는 것이다.

납북상사분쟁에 대한 중재판정의 효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북한의 뉴욕협약 가

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2. 南4b商事伸裁制度 比較

국적을 달리하는 기업인간의 분쟁의 법적 해결에는 크 게 두가지 방법이 있다.

재판과 중재가 그것이다. 그 런데 재판의 효력은 주권이 미치는 영역에 국한하는

젓이 원칙이기 때문에 통상 중재절차에 호소하는 것이 국제적 관례이다. 중재판

정은 단심제로 운용되므로 전술한 바와 같이 판정내용에 대한 불만 또는 불공평

의흑이 있어도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엾는 한 재론할 수 없다. 따라서 북한에 현

존하고 있는 중재기관이 과연 엄정중립하여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한 판

정을 할 수 있는 제도로 마련된 것인지를 과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공정한 판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는 m 중재인을 당사자가 선

정할 수 있어야 한다. 중재인은 사건내용이나 분야에 특별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

이 있는 사람들의 집합체이다. 동시에 중재인의 인적구성은 편파적 성향이 없고

양심과 진실을 소신껏 밝힐 수 있는 인사라야 한다. 특히 중재판정부가 홀수 인

원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의장중재인의 역할은 중렵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최

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으므로 어떻게 선정하느냐는 극히 중요하다-

卷 중재판정결과에 따라 책임과 의무가 발생한 당사자가 그 이행을 거부 또는

지연시켰을 때의 강제집행제도가 필요하다. 강제집행의 보장이 였이는 중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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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효를 거둘 수 웠기 떼문이다. 납한은 중재법에서 법원의 관결에 데한 강제

집행과 같은 졀차를 밟도록 되어 있으며 판정의 효럭도 법원의 확정판결과 骨일

한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니- 북한의 강제집행에 관하어는 알려진 바가 없다.

남한의 대한상사중재원(KCAB)과 북한의 대외무역중재위원최(FTAC)의 싱-사

중재규칙을 비교하어 보먼 기본골격에 있어서는 차이가 但다. 다만 제도적 유사

성과 운영의 실태와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불안감이 있을

昏이다. 여기에 소개하는 북한의 대외무역중 위윈회 십문규칙은 엉문본을 입수

번한]한 것이라 북한의 한글원본과 용어01]서 차이가 있을지도 모른다.

표 4> 남북 중제기판의 중제규칙 비교

1) 규칙제정

2) 체 제

3 ) 중제주체

4) 중제대싱'

5) 관할권 다骨

6) 중제 인위촉

7) 중재 인멍부

8) 임원의 중재 인

겸엄

9) 식( 및 판정

W개어무

10) 심t진차 대행

11) 충제 신청서

접수 시점

대한싱-사중재원(남한)

대한싱-시-중재우1 초인-작성 후

대1업원 승인

9장 66기1 조문

국-내외 법인 또는 계인

싱-거래로 1상셍한 다骨으로서 중재

계익7이 있는 분71

법원에서 건정

대한샹사骨재우1의 장이 위촉

중제 인탄(593띵)으m로 구성

중재인 명부외에서 중재인 선정 가능

v-정없으나 원칙적으로 불가

비공게 원칙

변호사 또는 싱·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규정 없各. (사무국 접수인자로 봄)

L 
c]]尋著211荊車利')

1국제무억촉전위원최 제정

8 장 57개 조문

국내외 법인 또는 개인

상거래로 발셍한 다昏으로서 중재

게약이 있는 분젱

대외平역骨재위원최에서 건정

국제무역촉진위원회의 장이 임먼

증 재31도2(171경)<로 3T성

멍부외 중재 인 %-1정 불가

위원쟝 또는 부위원장의 V재 l 김

임 가능

공개원칙, 단 당사자 요구시 비공게

위임장을 지노1 대 리 . l.

중재신청서 달신우체국 소인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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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반대신청

18) 중재인 수

14) 중재있 선정

방법

15) 중재인 보충

16) 중재 인 기피

17) 구두심문 배제

18) 중재판정

19) 판정형식

20) 화해판정

21) 절차정치

22) 조정신청

23) 조정있 선정

24) 조정의 성 립

25) 조정비용

26) 중재비용 예납

27) 중재비용 부담

l 대한상사중재원(납한)

제3회 심문기일까지 제출가능

당사자가 정한 수, 또는 정함이 없

는 경우 사무국이 1인 또는 3인으

로 결정

당사자가 정한 방법으로 선정.

당사자가 종재인을 선정하지 않거

나 선정 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

사무국에서 추천한 중재인후보자

중에서 당사자가 선정

결원된 중재인 선정의 예에 따라

신중재인 선정

법원에서 결정

당사자 합의시 가능

다수결 원칙, 서면에 의한 판정

중재인전원의 서명 날인을 원칙오

로 함.

중재절차 진행중 화해성립시 판정

형식으로 종결

규정없음. 단, 당사자 합의로 가능

중재신청후 당사자 합의로 가능

사무국 선졍
'

화해에 의한 판정방식으로 처리됨

과 동시에 판정과 동일한 효력

중재 비용과 동일

중재신청인

중재판정에서 결정

대외무여중재위원회(븍한)

平신1 심문종毛%1 21 $)71·l x]]

가능

당사자가 정한 수, 정함이 없는 경

우 위원장이 1 인 또는 3인으로 결

정

O l인중재인 : 당사자가 선정.

당사자가 선정하지 않은 경우

위원장이 선정

O 3인중재 인 : 당사자가 각 1인썩

선정하고 선정된 2인이 의장 중

재인 선정

결원된 중재인을 선정한 당사자가

신중재 인을 선정하고 신중재인을

포함한 중재인들이 의장중재인을

새로이 선정

해당 중재판정부에서 결정

당사자 활의시 가능. 단, 서류 불층

분시 구두심문 개최

다수결 원칙. 구두선고후 판정문

송부

중재 인. 사무총장이 함께 서명.

3인 중재인의 경우 2인이상 서명으

로 가능

중재전차 진행중 화해성립시 판정

형식으로 종결

당사자 요청 또는 심문불참시 정지

중재신청후 당사자 합의로 가능

위원장이 선정

화해에 의한 판정방식으로 처리됨

과 동시에 관정과 동일한 효력

중재비용의 반액

중재신청인

중재판정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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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꾹 중제기구의 규칙F 분젱덩-사자의 힙·의를 중시하고 중제인단에서 당사자

가 중재인을 선정토록하는 등 당사자 의사를 존중하는 점에서 공통적 이다. 다만

북한의 심문규칙을 규제하는 싱-위법의 존재어부를 확인할 수 엾는 상황에서 단

지 심문규칙 자체만을 단순 검토한 것입을 양해하어 주기 바란다. 십문k규칙만을

보면 몇가지 의문을 갖게 된다.

가. 중재의 관할에 관한 시비는 무역중재위원회에서 결정토록 되어 있는테

그 결정에 당사자가 불복할 떼 구제질차가 불비한 것은 아닌지

나. 중제인 멍부에 등재된 중 인 수가 17인에 탈과하고 심문규칙 부칙 멍

단에 의하면 모두 북한인이다. 동시에 중재인은 중재인 명부에서만 선정할 수 있

도록 -if정하고 
있어 복잡다기한 분쟁내용에 맞는 전문적 경험인을 선정할 수 있

는 대싱-이 너%L 협소한 젓은 아닌지, 히 국제사긴일 경우 외국%당사자가 북한인

의 중재인만을 신정할 수 밖에 없는데 어느정도 신뢰할 젓인지

다. 원칙적으로 중재절차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심문과정에서 노 출되는

당사자의 영업상 비믿의 보장이 어렵게 되어 있다. 당사자의 대외성가 유지에 지

장을 주는 젓은 아닌지

라. 반대신청기한을 주신청의 심(骨결전까지로 
-]T정하고 

있어 중재절차가

지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젓은 아닌지

마. 당사자가 중재인을 선정하지 않을 겅우 무역중재위원최 위원장이 중재

인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선정방범이 멍시적으로 도]어 있지 않아 중재관

정부가 공정하고도 합리적으로 구성될 수 있는 젓인지

바. 3인에 의한 중재의 겅우 중재판정부의 구성은 당사자가 각 1인씩 선정

하고 선정된 2인의 중재인이 의장중재 인을 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

사자가 선정한 중재 인듭이 의 장중재 인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의건일치를 보지 못

하는 경우에 대비한 규정이 엾다. 만일 중재 판정부의 구성이 불능상태에 있게

되면 규정미비로 절차가 중단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젓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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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당사자들이 선정한 중재인이 결원되는 경우 결원된 중재인을 선정한 당

사자가 신중재인을 선정하고, 보충된 신중재인을 포함한 중재인들이 기존의 의장

중재인을 사임시키고 새롭게 의장중재인을 다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앴어 위와

같은 경우 의장중재인을 다시 선정하는 기간만큼 절차가 지연되는 젓은 아닌지

아. 중재인의 해임신청에 관한 결정을 해당 중재관정부가 관장하도록 되어

있으나 당사자가 동 판정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때 그 구제절차가 불빅된

젓은 악닌지

V. 南4b商事紛爭解決의 基本方向

남븍상사분쟁의 해결은 단순한 분쟁의 해결 차원이 아니고 남북간에 비정치적

교 류와 협력을 통하여 통일에 단계적으로 접근해 가는 통일정책의 일환의로 다

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가. 남북상사분쟁은 남과 북이 상호 실체를 인정하는 취지(남북기본합의서

제1조)에 따라, 현존의 남북 중재기관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들 중재기관을 통한

분쟁의 해결을 모 색하여야 한다. 남북간의 상사분쟁의 해결을 외국의 중재기관에

맡기지 않고, 남북 중재기관이 자치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도모할 수 있게 될 젓이다.

나. 중재가 개최될 중재지와 중재사건의 관할권을 가지는 중재기관이 합리

적으로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남과 북은 상사분쟁의 중재기구로는 단 한개씩 밖

에 없다. 예컨대 영국은 상사분쟁과 해사분쟁을 다루는 중재기관이 별개로 전문

화되어 있는 젓과 대조적이다. 중재지가 서울 또는 평양으로 지정되면 중재기관

은 미루어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한 건의 거래에 대하여 이쪽이 먼저

중재신청을 한 후에 저쪽이 별개의 이유로 역시 중재신청을 한 경우에 어느 쪽

의 중재기관에 관할권이 있는 것인가 또는 병 합심리가 가능한 젓인가 등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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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어지가 있다.

다. 중재인은 절대적으로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헌실적으로 단독중재 인

이 나 의장중재인은 남 · 북 어느 일방에 속하지 않은 제3국의 국적을 가진 자의

선택이 불가피할 젓 같다.

라. 중재절차에 적용할 절차규칙이 공정하어야 할 것이머 법적 안정성과 예

측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마. 중재절차중 당사자에게 공격 · 방어의 기회가 충분히 주어질 수 있도록

자유로운 통행과 통신이 확보되어야 한다. 에컨대 헌장검종을 위한 자유로운 통

헹 과 중재절차 진弔을 위한 통지의 송달 등 자유로운 통신이 가능하어야 한다.

비-. 중제판정에 데하여 상호 집헹올 보장하여야 한다. 즉, 중재판정의 결과

暑 이행하지 앓을 떼에 강제집헹이 보장되어야 한다. 현지의 관할법원에 집행을

칭구하면 동 판정을 구속럭 았는 것으로 승인하어 집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VI. 南41b商事紛爭解決을 위한 管糖機構

남북 경제교류의 특수성( 앞에서 여러 차례 언급하效다. 즉, 국가간 교류 · 헙

력이 아닌 민족 내부의 교류협력이다. 따라서 님-북경제교류는 향후 민족겅제의

통일적 z-형적 항전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E-]나 이는 사회주의체제와 자본주의체제간의 교 류라는 짐과 북한의 분쟁해

결절차에 관하여 관런법규는 물론 운영의 실테에 대하이 알려전 바가 전언 없는

상대이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의 보장이 어럽다. 그런 이유로 상사분젱의 발생 가

농성온 한충 높아有 수 있다. 따라서 우리측 교 류당사자의 위험부딥-을 극소화하

기 위하이 납북간 상사분쟁의 신속 적절한 해걸방안의 사전 검토는 질싣히 펄요

하다-

남북관게의 단계적 말전에 상 한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젓이다. 우선 원론적

입 장에서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방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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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안 : 현존의 냠북중재기관을 그대로 활용하는 방안(기존기구 활용론)

제2안 : 제3의 별도 중재기구를 신설하는 방안(기구 신설론)

제1안은 대한상사중재원이 추천하는 방안이다. 남과 북의 중재기관이 중재협정

을 체결하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동 협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동 협정의 골격은 중재가 남측에서 행하여지게 되는 경우에는 서울에 있는 대한

상사중재원에서, 북측에서 행하여지게 되는 경우에는 평양에 있는 국제무역촉진

위원회 산하 대외무역중재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양측이 합의하여 제정하는 남북

공동상사중재규칙에 의거하여 중재절차를 진행하는 젓이다.

중재가 행하여질 장소가 계약서에 지정되어 었지 아니하거나 또는 당사자가

그러한 장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중재를 신청하는 당

사자는 자기가 거주하는 측의 중재기관에 이를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중재기관

은 양당사자로 하여금 중재장소에 관한 그들이 쟁점 및 선호이유를 합동중재위

원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합동중재위원회가 중재장소를 결정한다. 합동중재위원

회에 의한 중재장소의 결정은 다수결로써 하며5. 동 결정은 최종적인 것으로서 분

쟁당사자 쌍방을 구속하도록 한다.

합동중재위원회는 흘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중 양기관에서 각각 동수 위

원을 선정하며, 선정된 양측의 위원이 의장으로 행동할 제3의 위원을 선정한다.

제3의 위원은 남북 양측을 제외한 제3국인으로 한다.
고

남 · 북 양측은 상호간에 일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중재절차중 증언(증거)의

기록이나 기타 필요한 조 치를 위한 행정적 업무를 포함한 시설을 제공키로 하며

그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은 위 시설제공을 요청하는 기관이 부담하기로 한다.

한편 제2안은 제3의 중재기구를 남북간 중간지점인 판문점에다 신설하는 방안

이다. 현실적으로 남북간에는 통행 · 통신 · 통상 등 이른바 「3통」이 어려운 상황

에 있는 젓과 남북한이 서로 상대방의 중재기관에 대한 지식이 없는 점을 중시

한 방안이다. 교류초기단계에 설득력이 있는 방안이다. 신설될 기구의 인적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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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거빕규, 소요예산, 중재인단 구성 등은 남과 북이 상호주의 원칙과 펑등배분
團

원칙하에 새롭게 편성하는 것이다. 이 신설기구 설치를 위한 구체적 절차는 제1

안에서 제안한 가칭 납북공동상사중재규칙이 수용하여야 할 내용과 큰 차이가

없다. 오직 중재기구의 위치가 판문점이 라는데 특징이 있다. 다만 국제적으로 지-

국의 상사중재기구가 민간단체의 성걱을 갖고 있는데 반하어 제2안은 민간의 자

생적 조직이라기 보다는 관주도의 성격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특수성이 있다.

기존기구 활용론과 기구 신설론을 대비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기존기구 활용론과 그 신설론그[1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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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안(기구 신섣·邑)

s-방으로부터 독립된 중재 기관

중재

국이 반분 부딤-

칙 제 정

제2안(기구 신설론)과 제1안(기존기구 활용론)의 장 · 단점을 검토하어 보자

1. 機構 新設論의 長 · 短勤

가. 료點

T 남북 쌍방으로부터 독립적 인 기구로 하여금 분쟁을 처리케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중재가 기데됨.

卷 중재규척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일관성이 확보됨.

倦 사무소가 중립적인 판문점에 위치한 관게로 중재절차 진헹을 위한 통지, 통

헹이 용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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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總點

T 별도의 기구 설렵에 따른 많은 인력, 비용, 시간이 소요됨.

卷 사무국내의 임 · 직원간의 갇등시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함

2. 旣存機構 渚用 의 료 · 短勤

가. 長點

m 풍부한 분쟁처리 경험이 있는 중재기관 활용

卷 기존의 시설, 인력을 활용

卷 남북중재기관간의 상호 실체인정에 따른 신뢰감 조성

나. 短點

m 공동 중재규칙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남북상호간 차이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

卷 남북당국간에 별도의 조 치가 없는 한, 중재절차 진행을 위한 통지, 통행이

어려움 
'

vu. 南4b共同伸裁規則 制定송向

기존기구 활용안에서 제안하는 남북 공동중재규척의 주요골자는 분쟁해결의

기틀을 정하여 주는 것이다. 즉 남과 북의 중재기관이 중재협정을 체결하고 협정

내용에 남북 상사분쟁 해결에 적용할 남북 공동중재규칙 제정을 명시하며 남북

공동중재규칙은 중재 대상범위, 중재지, 준거법, 중재인단 구성, 중재인 선정, 중

재 절차진행, 중재판정의 효력과 강제집행 등 남북간 중재에 콴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도록 한다. 동시에 동 규칙의 운영, 해석, 적용을 맡을 합동 중재위원회의

설치를 명문화 한다.

또한 상사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중재로써 신속 ·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

여 적용대상은 물품과 용역의 반출입, 자원의 공동개발 또는 합작투자 등 당사자

간에 합의하는 사법상의 모든 분쟁을 포괄한다.

중재지와 중재기관의 결정은 당사자간에 합의가 엾거나, 안되는 경우에는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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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위원최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합동중재위원회의 구성은 남과 북의 중재기관

이 각 동수의 위원을 선정하고, 이렇게 선정된 위원이 제3국적의 위원장을 선정

하어 혼합 구성한다.

骨동중재위원회는 공동중재인의 명부를 작성 유지한다. 제3국적의 중재인을 포

함한 중제인의 규모, 선임방)個, 운엉, 유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남북 중제기판

간에 협의 걸정한다.

조 정에 의한 해결절차도 도입한다. 중재신청 후 당사자 쌍방의 요청이 있는 경

우에 시도되머 조정의 걸과는 촤해에 의2-]한 판정과 함께 중제판정의 효력과 동

일한 효력을 갖도록 한다. 조정인이 선정된 날로부터 일정기간내에 조정이 성립

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 정질차는 종걸되머, 중재절차가 속 된다.

중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당사자간에 합의된 중제기관이나 또는 합동중재

위원최가 결정한 중재지의 중제기관 신청한다.

중재인 선정은 단독중재인인 경우는 당사자간에 합의하어 공동중재인명부의

제3국적 중재인 중에서 선정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선정에 실패하는 겅우, 합동

중재위원최가 선정한다. 3인의 중재인인 겅우는 당사자가 각 1인씩 공동중재인명

부에서 선정하고, 선정퇸 인의 중재인이 공동중재인멍부의 제3국적인 중에서 의

장중재인을 선정한다.

당사자가 신정한 2인의 중재인이 의장 중재인의 선정에 실패하는 경우에는 합

동 중재위원최가 공동중제 인명부의 제3국적 인 중에 서 선정한다.

중재 인의 사임, 기피, 사망 듕으로 결원이 된 경우에도, 그 중제인 신정의 예에

따라 새로운 중재인을 선정한다.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심문에 출석하

지 않을 경우 출석한 당사자 만으로 진행한다. 결석한 당사자는 출석한 당사자의

진술을 그대로 용인한 젓으로 추정한다.

중재 판정은 중재판정부의 과반수 찬성으로 하고 중재판정은 중재심문이 개시

된 날로부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한다. 중재판정은 법윈의 확정관결과 동일한

종국적 효력을 가진다. 규칙의 해석 및 적용은 분젱사건을 답당하는 중재판정부

가 다수걸로씨 결정한다. 중제판정의 강제집헹온 남북간 중재협정合 통하어 남북

한 당국이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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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4b電氣通信交流에 trI른

� 

텨g点 및 對策

김 한 석*

1 
. 머리말

u 
, 北韓의 經濟狀況

v 
, 南北間 通信支流거齒%/銃슴

方向
里 

. 北韓의 電氣通信産業 現況 VI. 財源調達 및 事業主體 問題

IV. 束西獨 通(稚統슴過稚의 示0衰點 AT. 結論

l . 머리말

최근 수년간 남북통일에 대한 관심이 제6공화국 시절 북방정책의 강화를 계기

로 크게 고 무되어, 여러 분야에서 여러 각도로 통일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 있어서 남북간 교류를 진행하는데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은 모든 분야에 걸쳐 넒어져 가기만 하는 남북

간의 격차와 아직도 선진국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중진국에서도 다른 경쟁국들에

비해 뒤처지고 있는 우리의 국력이 통일을 지탱하기에 벅차지 않을까 하는 우려

로 인해 더욱 커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통일한국의 비젼은 민족적인 의의를 가지며, 단기적으로

대단히 큰 부담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세계의 대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연

적으로 겪지 않으면 안될 단계 라고 판단된다. 이 論考 작성 당시, 북한의 핵무기

개발문제로 인해 그 동안 소폭이나마 진전되어오던 남북 간의 정치, 경제적인 접

*

韓國通信 硏究開發團 政策動1句室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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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과 교류마저 중단된 상황에 있지만, 향후 어떠한 형테든지 핵문제가 해결된다

고 가정하고, 본격적인 교 류와 협 력이 필요하게 될 시기가 오게될 때를 데비하어,

省요한 사항을 미리 점검하고 준비해 두어야 할 젓이다.

이 小考에서는 통일한국을 염두에 두고, 그 전 단계인 남북간 경제교류와 협력

또는 지원 등의 일부로서,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인 전기통신분야에 있어서의 남북

간교류와 협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예싱-되는 문제점들과 그 대처방안 등

을 간략히 고 찰해 보고자 한다. 북한의 경제에 대한 일반적인 논리, 북한의 전자

및 통신산업에 대한 현황 등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 /JN考에서는 지양하고, 님

북간의 통신교류와 협력 그리고 통합단계에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고 찰하고 바

람직한 대처방안들을 나름데로 강구해 보도록 한다. 제2절에서는 북한의 경제상

촹을, 3질에서는 북한의 전기통신 산업 현황을, 4절에서는 동서독 통신통합과정의

시사점을 살펴 본 뒤, 5절에서는 납북간 통신교류, 협력 및 통합 방안을 고 찰하

고
, 이어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고 결론을 맺는다.

므 . Ih韓의 經濟狀況

북한의 경제는 중앙집권적 관리체제와 대외무억을 경원시하는 - 쇄된 자립경제

체제의 고 수, 그리고 군수산업에 대한 편중으로 인해 소비재 산업을 포함한 경제

전반에 걸처 심각한 경제 상황에 처해 있다. 다음의 표에서와 같이, 북한의 겅제

는 90넌 이후 負의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근래의 소련과 동구권의 붕괴,

중국의 개방화 둥으로 인해 북한에 제공되오딘 각종 지원이 중단 또는 크게 축소

되어 경제는 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 다.l)

1) 80년의 북한의 무역총액은 35억불이었으머, 90넌에는 46.2억불로 약간 늘있으나, 91년에는

27.2억불(전년대비 41%감소), 92년에는 26.2억불(전년대비 2.2%감소)로 격감하고 있다.

(출처 : 김봉덕,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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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제5차 7개년 계획('B7-'S3)기간의 경제성장율

l l . l

l 목見 l l

l - ,. l'"2 !. JL ; 2L l . 고.-]
자료 :

"

북한의 경제현황과 중국, 북한 경제관계", 김봉덕,[북한의 투자환경과 남북한 경제헙력의 정책

과제], KDI·한국경제신문사 주최 국제학술회의, S3. 9. 서울.

1984년 9월에 제정되어 시행되 어 온 습營法은 
"

최신 기술의 취득과 수출증대"

를 목표로 하였으나, 주체사상과 자립경제를 고 집하는 입장으로 인해, 소기의 성

과를 거두지 못했다.2) 경제가 계속 어려워지자 합영법 제정 당시 부정적으로 인

식했던 경제특구를 활용한 경제활성화를 끄년 12월의 「나진·선봉 자유무역 경제

지대」의 발표로 표방하기 시작하였고, 그 후 계속 이어지는 92년의 「외국인 투자

법」, 93년의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 「외환관리법」, 「자유경제 무역

지대법」 등의 일련의 외국인 투자 촉진책들을 제시하게 되었다. 최근에도 외국투

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투자설명회 등을 활발히 개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개방정책의 표방에도 불구하고 그 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최근 수년간의 소유제 정책의 완화, 독립채산제를 포함한 일정

한 경영자 주권의 부여를 포함하는 기업체제의 조정, 기업에 대한 중앙의 적접관

리기능의 약화 등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하락일로에 있다. 향후로도 북한의 경제

는 시장경제체제로의 적절한 이행과 대외무역에 대한 부정적 시각의 개선 없이는

계속적인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이며 그 전망은 상당히 어둡다고 할 것이

다.

2 ) 91년말 현재, 합영건수의 약 70%이상인 106건이 재 일조선인 기업과의 합영이며, 그나마

주로 경공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출저 : 官標利雄, 
"

북한의 합영사업과 웰본기업" KDI-

한국경제신문사주최 국제학슬대회, 1993. 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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屋. 41b韓의 電氣遷儒産業 現況

북한의 전반적인 경제상황의 악화는 사회간접자본의 경우도 에외가 아니어서

도로 및 철도, 항만, 전기, 통신 둥의 시설은 낙후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활

동의 위축은 막대하다. 여기에서 전기통신에 대헤서만 살펴본다면, 북한의 전기통

신산업에 관한 연구는 다수가 있다. 이들 연구들은 북한당국의 소극적인 자료공

개와 그 신뢰도 및 측정방법 등에 있이서의 문제점 떼문에 ITO(국제전기통신연

합)나 북한과의 교역당사국의 자료 등을 원용하여 추정하는 문제점들이 있지만,

북한의 개략적인 산업헌흽-을 파악하게 해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들 연구에 따

르 면 북한의 진기통신산업合 남한에 비해 대단히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북한의 전기통신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은 사최통제수단으로 인식하어, 중앙당

과 김일성의 정책선전파 주민에 데한 교 화, 행정 둥의 공공업무를 위한 통신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정보사회의 경쟁력의 원천이라든가 인간의 기본적인 통신욕구

의 충·족 듕을 포함한 문화적 수단으로서의 통신은 칠저히 봉쇄하고 있는 형편이

다.

모든 자원의 배분이 중앙에 의해 걸정되고 집헹되는 상황에서 통신에 대한 이

러한 시각은 북한 전역에 걸친 통신시설을 행정통신 체제로 구축하게끔 하여왔

다. 따라서, 주택전화보븝은 거의 전무하며 북한 전체의 보급율은 인구 100명당

4.2대에 불과하며 시외전화는 100%수동식이머 나선 반송시스템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볼 Tt]], 북한지역의 통신시설헌촹은 70년대 님한의 통신시설 수준에

불파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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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r. 東西獨 遷健統合過種의 示曉點

통독의 과정과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이론적이거나 실무적인 차원에서 여러

연구들이 수행되였거나 진행중에 있다. 이 소고에서는 이들 연구들을 다시 정리

하기 보다는 독일의 통신통합과정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시사점들을 실무적언 차

원에서 재조명하여 구체적인 대응책을 통일전의 교 류단계에서 수립 시행하여 막

싱- 통일이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우선 통일이 되면 처리되어야 할 사항은 긴급통신망의 구축 및 운용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변의 사업수행을 위해서 적절한 수준의 교통과 통신 하

부구조의 임시구축은 절대불가결하다. 각종 행정, 치안 및 공안, 국방업무 등의

정부업무는 가장 먼저 통신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대상이다. 이 단계에서는 무선

망을 활용하거나, 통신위성을 활용한 VSAT장비 또는 임시가설을 위한 트레일러

탑재 교 환장비 등을 할용하여 통신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다음 단계로는 각종 기업활동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 단계에서는 공공업무 보

다는 긴급성은 떨어지지만 북한지역을 급속히 남한수준의 경제로 건설하기 위해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투자를 위해서는 통신이 선

행하여야 한다. 기업들의 투자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저임금 노 동력을 활용하며,

장래에 대비한 지역진출과 기 업활동의 거점의 확보 등의 의미가 있을 것이나, 국

가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제 개방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의 원리에 접촉하게 되어

소득과 그 효용을 얻으려는 북한지역 주민들의 남한지역으로의 과다한 유입을 억

제하고 경제와 사회의 급격한 변동을 방지하기 위해 북한지역의 노 동력의 현지

잔류 유인의 제공차원의 필요성도 있다. 따라서 기업활동을 적극 유치하기 위한

각종 세제, 금융지원 등이 펄요할 뿐 아니라 이들 현지 진출 기업들의 기업활동

을 지원하기 위한 통신은 불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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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경우 신생 연방주의 500 개 기업을 데상으로 실시된 셜문조사에서 기 업

활동을 위해 가장 중요한 하부구조로 전기통신(91.6%)을 꼽았으며, 그 다음이 도

로교통(86.4%), 공공헹정 (71.o%), 상업용 임데지(69.4%), 에너지와 用)J((59.2%)

둥의 순이다. 동독지역에 대한 전기통신투자는 DBP Telekom에 의해 막대한 자금

(600-650억 마르크 : 한화 약 30-32조웡)을 투입하어 선속한 통신망건설이 이

루어 지고 있으나, 전기통신에 대한 수요에 비해 늦기만 하다는 비판이 게속되어

온 젓을 감안하면 전기통신의 중요성과 긴급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긴급한 전기통신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독일에서는 데이타 통신과 전화회선을 중

계하기 위해 Te1sat, Inmarsat와 독일의 통신위성 DF8 Ko pem ikus 2호기 동을 활

용하였고, 세계 최초로 무선연결기술(DAL)을 활용하었다.3) 또한 이동통신 기술

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어 기존의 셀률러 전화뿐 아니라 주택용가입자를 위한 발신

전용 휴데무선전화 서비스도 제공하였다. 통신하부구조의 신속한 구축을 위해

DBP Telekom은 민간기업에게 턴키메이스로 공사를 추진하어 오고 있다. 이러한

견급통신망의 구축 및 운용과 동시에 미레지향적인 최첨단 광데역 통신망 건설도

아울러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파 Telekom 2000프로젝트가 종료되는 97넌에는

동독의 통신망은 세게 최첨단의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독일의 겅우, 제1차 베를린 봉쇄당시 (1948. 7-1949. 5) 우편이 제한되었으며,

1952년 동독측에 의한 일방적인 전화선 단절 이후 동독지역과 서독지역은 제한된

전화교류만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1970년데에 들어서면서 우편과 통신이 확대되

어 통일에 이를 때까지 게속되었다. 그러므로 일시적 인 후퇴는 있었지만 우편과

통신이 완전히 단절되었던 적은 없었으며 방송 등도 직간접적으로 교 류가 있어

왔다w 인적 인 교류 또한 한정되기는 하었지만 계속 허용되 어 왔었다. 따라서, 통

일시점에 동독과 서독 상호간에 필요한 기본적 정보는 가지고 있었을 昏 아니叫

3) 전화국과 기업용 가입자 사이를 무%j으로 직접 접속하여 통신서 비스를 제공하는 기술로서,

유섟망의 설치 이 전에 긴급하게 통신이 지우1되어야 할 지 역 에 임시가섣 형태로 환용하였

음. 반경 18km의 55
, 000명의 가입자를 수용가눙(Radio in t he local loo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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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간의 이질감 또한 비교적 적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독일의 통일은 미리

예상치 못했던 급작스러운 사태였으나. 비교적 단기간에 순조로운 통합을 이루고
I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남븍간에는 극단적인 정치 · 군사적 대립이 지속되어 왔으며 이데올

로기의 근본적인 차이와 경제·사회체제의 싱-이성으로 인해 교류, 협력, 통합 등의

모든 면에 있어서 극복해야할 문제가 크며, 따라서 현실적인 결과를 얻기위해서

는 어毛 형태든 단계적 접근방식이 불가피하다. 악상 지금 당장 통일이 이루어

진다고 할 때에 발생할 문제들은 독일의 경우보다 훨씬 심각할 것이다. 거의 완

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엾다.

통일을 전제로 한다면 통일 후의 순조료운 통합과 잘 조 절되고 균형된 북한지
i

역의 개발을 목표로 삼아야 할 젓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면으로 종합적인

계획하에 체계적이고 순차적인 세부 시행계획을 부문별, 시나리오별로 수립하고

상황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정해 나가야 할 젓이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통일시점에는 남북간의 격차가 모든 면에 있어서 최소
m

화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남북격차는 최대한 줄여두어야

만 통일 시점에서의 부담이 경감될 것이 분명하다. 만일 이러한 격차의 해소가

어렵다면 통일 후의 남북간의 긍작스러운 왕래와 노 동시장을 비롯한 경제의 통합

은 점진적이고 치밀하게 규제되어야 할 젓이다. 이러한 조치의 필요성은 남한의

국력의 제한성을 고 려할 때 특히 더욱 필요하다. 일부에서 제시하는 노 동시장의

통합과 통화통합을 10년정도 걸치는 중기적인 계획하에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

다는 의견에 철실성이 있다고 본다/)

통신분야에 있어서도 이와 유사하게 단계적인 접근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보며,

4) 양수길의 남북한 경제통합 방안에 의하면, 노동시장의 통합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는 북한 인력의 남한지역 취업을 규제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보완적으로 북한인럭의 생산

섬 향상 훈련을 실시하고 북한지 역에 대한 투자유인을 강화하며 또 한 생산성 임금제를 정

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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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에 이르기까지 뎨개 크게 3 단게로 나누어 고 찰하는 젓이 학계와 실무부서의

일반적이고 공감하는 방법이다. 이들 단계들은 
"

교 류", 
"

헙력" 그리고 "

통합"단계

이다.

V. 南4h鬪 遷信交簡·篇力·統合方1旬

남북한 간의 통신분야의 교 류, 협력, 통합 듕은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남북간

의 정치적 합의가 先 i되지 않으먼 이루어 질 수 但다. 따라서 아래의 논의에서

이러 한 상촹을 염두에 두고 북한의 현재 처한 상촹과 북한이 취할 수 있는 헹동

을 전략적으로 고 리하이 통일을 순조롭게 이투는데 일조할 수 있는 방안의 모 색

을 추구해 보기로 한다.

1. 通憎과 關聯된 db韓의 立場

외부와의 접촉, 특히 남한파의 접촉을 북한은 특히 꺼리고 있는 바, 이는 주체

사상의 오염과 그에 따론 북한 내부 통치체제의 붕괴를 두려워하여 북한 주민들

이 외부인과 접촉하거나 외부소식이 전파되는 젓을 극도로 억제하고 있기 떼문이

다w 또한 북한 주민들에 데한 통제를 위해 북한 내에서의 정보의 유통 또한 칠

저하게 통제 또는 조 작하고 있다. 통신소통이 자유화되먼 독재정치는 유지될 수

일다는 인식으로 인해 북한정권에 의한 통치와 북한주민의 외부와의 통신 또는

북한 내부의 정보소통과는 양립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렇게 보면 남북간의 통신

고3는 요원하게 보인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1984년의 슴營法제정 당시 자유무역지대를 통한 경제활성

화에 대해 취한 부정적인 H]장은 중국의 자유무역지대를 통한 사상오염의 위험성

을 인식한 페문이었다. 자유무역지데를 통해 이루어질 외부와의 집촉을 최대한

피해보자는 입 장은 게속되는 경제침체와 그 에 따른 주민생활의 궁굅 그리고 그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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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반체제압력의 증가 위협 등의 이유로 수정되어 1991년의 나진, 선봉 자유무

역지대 설치계획의 발표로 이어지고 있지만 통신으로 대표되는 외부와의 접촉,

특히 남한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려는 입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보수적인 입장에서 최근에는 급박해진 경제상황으로 인해 북한

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남한에 대해서도

주로 기업에 대한 제스처이기는 하나 합영법 등 외국인 투자 관련 볍들에서 종전

의 남한 배제 조 항들을 수정하여 남한 기업인들의 대북투자롤 수용할 수 있는 근

거를 마련하였다(전홍택, 1993). 이러한 조치들은 다소 혼란스러우며 남한과의 접

촉을 꺼려하는 태도와 관련하여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

2. 南4b通1言交流 및 協力

우선, 북한의 현재 처한 어려운 경제상황과 그에 따른 북한의 개방지향 정책으

로 의 조심스러운 전환 추이에 따라 우리가 취해야 할 대북교류의 기본방향은 우

선 정치적인 상호합의를 이끌어 썰 펄요가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이 귿의 범위

를 벗어나므로 자세한 논의는 불가하나 어떤 형태의 낱북교류나 협력도 정치적인

양해와 교류의 범위 및 성격에 대한 규정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다음으로는
I

특히 낱한측으로부터의 비정치적, 비군사적 교류와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 이 점

역시 상당히 당위론적이며 설제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분리되기 어려운 사안이기

는 하나 우리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할 단계라고 생각한다. 즉, 철저하게 정치

군사적 측면과는 격리된 분야의 중립적이고 상업적인 활동에 교류와 협력사업을

국한하지 않으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으며, 종국에는 어떤

묘 모됴조 2 로 
' 

모 ,

해 나가야 전체적으로 이득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선결조건이 해결되고 양해가 이루어지면 다음 단계로 구체적 인 교 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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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럭사업을 전개헤 나가야 曾 것이다. 이제 통신분야에서 남북 양측이 공동의 이

익을 얻을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통일과 통합에 대비한 구체적 인 교류 및 협력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또 한가지 坤곁하고 넘어길 문제는 이러한 교류와 협력

사업이 북한의 군사적 인 목적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보완조치가 필요하다. 즉 교

류사업은 북한의 경제를 직간접으로 도울 수 었도록 하되, 직접 군사적인 목적으

로 전용될 수 있는 침단 분야는 제외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북한의 정제를 지원

하게 되는 교류와 협력사업은 결국 북한의 현 정권과 체제를 유지하는 데애 간접

적이나마 도움을 주게 될 우러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젓은 이러

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남북간의 교류와 접촉을 통해 남북 주민간의 접촉의 폭을

둥] 히며 상호간의 불신을 해소하머 북한 내부로부터의 개방을 접차 유도해 내야만

한다는 점이다.

상기의 선헹조치가 이루어지면 다음으로 구체적인 교류와 협력사업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먼저, 양측 정부(체신부>공동으로 통신공동위원최 (가칭)를 구

성하여 통신부문에 대한 교류와 협력사업의 기본틀을 작성하고 포괄적인 협의와

조정을 거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공동위원회의 주요 역할로는,

- 통신소통의 기본원칙 수립

- 남북한 통신교류 및 협력사업의 범위 및 절차 수립

- 통신교류 및 협력 협정안 작성

- 산하에 실무단 구성으로 부문별 세부게획 협의 및 조정

(통신소통, 협력 및 기타 지원 합쟉사업 등)

둥을 들 수 있다. 특히, 이 공동위원회는 남북간의 통신교류와 협력을 위한 각종

제도적인 조 치들을 강구하머, 통신교류와 헙 력을 원촬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조

치 (납북한 각각의 펄요 입법 건의, 세부 통신협정서 쟉성 등)를 취하는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할 젓이다. 추후로, 남북간 통신통합단계까지도 이 위원회의 억할은

계속 유지 및 확대되어야 할 젓이다.



南4h電氣通儒交流에 따른 問題点 및 對策 101

가. 通信交協

(1> 離한家族閏의 초流

우편과 전기통신의 교 류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서의 통신교류 중에서도 특

히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할 사업으로 이산가족 서신교환과 통화연결을 들 수 있

다.

그러나 1970년대의 남북공동선언 이후 계속 추진되어 왔던 이산가족 문제는 북

측의 끈질긴 거부와 지연, 그리고 지속적인 교 류를 위한 의지결여로 인해 지지부

진해 왔다. 앞으로도 이러한 류의 남북교류는 북측의 전향적인 태도변화 없이 실

질적인 성과를 거두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인다. 상기 지적한 대로, 남북 주

민간의 접촉은 북한의 사상체계와 독재체제를 위태롭게 한다는 북측의 입장 때문

이다. 헌재 주로 중국에서 이루어지는 남븍이산가족의 비공식적인 접촉이 공석적

이고 직접적인 교 류와 상봉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시일이 필요할 정으

로 보인다. 러나 앞으로도 납북간의 공식, 비공식 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한 끊

임없는 제기가 필요하다. 아울러, 이산가족을 위한 통신지원책으로는 이들을 위한

전용전화의 설치나, 이산가족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등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2) 經濟交流에 附隱하는 通1言초流

현재 북한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대외경제 개방조치의 일환인 나진,' 선봉 자

유무역지대 설치와, 남포경공업단지 조성사업, 금강산 개발 사업 등 국지적인 경

제개발계획에 남한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묄요하다. 제한된 범위 내에서라도 해

당지역의 기업활동을 위해 남한과의 직접적인 통신이 허용하지' 않을 수 엾는 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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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고 보면, 남북간의 통신교류는 경제교류를 위한 수단으로 관련기업의 내부통

신용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또한 이러한 기업통신을 위한 통신섣

비의 구축과 운영은 장차 공중통신을 확대되기 전에 기초단계를 구축하게 되는

의미도 있으므로 중요한 조치가 아닐 수 엾다. 특히 UNDP에서 지원하는 두만강

유역 게발사업 중에서 통신분야는 북한이 지정학적으로 볼 때, 동북아의 중심지

로서 유럽, 중부아시아, 러시아, 일본, 한국을 잇고 나아가서는 북미와도 연결될

수 있는 주요 국제통선망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상적인 위치에 있음으로

해서 적극적인 남한의 참여가 필요하다. 이같은 남한 기업의 데북진츨은 모든 먼

에서 어러가지 어려움이 있으므로, 정부의 적 극적 이 고 방적인 지원이 필요하

다.5)

(3) 通信交流營 위한 制度的 錯置

남북간의 통신교류吾 위해 원적으로 필요한 조치는 통신교류를 저해할 수 있

는 각종 빔 규정들을 실정에 맞도록 개정 및 보완하는 일이 필요하다. 많은 학자

·趾0'l 주장하듯이 국기-보안1핍과 납북교류협럭에 관한 법률 간의 상충되는 힌은 해

결이 되어야만 할 것이다- 다만 통신교류 단계에서의 남북통신망의 접속과 운엉

온 주로 전용회선의 게념으로 양단寺에서의 제한된 통화가 될 것이므로, 법규상

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선 교류름 해니-가는 데에 있어서 당장에 큰 지장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 류의 폭이 확데되어 통화량이 많아지고, 공중망의

상효접속과 통신이 가능하게 되면 보안법 등의 규정의 실효성읗 물론 그 필요성

또 한 의문시될 것이다.

또한, 남북간의 통신교류를 위해서는 남북의 통신망의 상호접속을 위한 기술정

보 의 상호제공, 기술표준의 일치 내지는 상호연동을 위한 조치, 각종 비용의 산정

5) 대북투자에 대한 환경분석, 뱁제도 고 찰 그 리고. 비곡]·적한 투자빙-향 동 세부사항에 데헤서

는 企洪澤(1993)을 찹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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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정산방법의 결정 등이 필요하며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남북 양측이 합의

해서 통신협정의 형태로 운영해야 한다. 이 통신협정은 최근에 남북간에 합의된

「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에 추가해서 「세부합의서」의 형식으로 작성 운용되

어야 할 것이다. 이 통신협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돌은 COlTT의 권고를 따른

각국의 주관청간에 맺는 국제통신협약들과 동서독간에 체결하여 운영하여 왔던

통신협정으로 참고하면 될 것이다·6) 이 論考에서는 구체적인 협정 포함내용을 열

거하기 보다 , 통신협정을 체결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원칙

파 방향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로, 남북간의 통신은 국내통신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점이다.7)기본합의서

도 남북교류는 기본적으로 특수한 상황에 처한 국내적인 교 류라는 점을 강조하였

으며, 국제통신으로 간주될 경우 정산요금에 대한 상호 입장이 상반되어 갈등이

초래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즉, 초과발신 측에서 초과발신 분수에 비례하여 정

산지불을 하여약 하므로, 남북간의 통신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그리고 남한으로부

터의 발신이 많을 것이 당연하므로, 북한측의 정산수입 확보욕구가 증대될 수 있

기 때문이다. 이러한 북한 측의 정샨 수억금은 북한내부에서 부당하게 일반회계

로 전용되어 남한측이 원하는 통신분야에 재투자되지 앓을 가능성이 크 다. 따라

서, 독일의 경우와 같이 연간 단위로 북한측의 초과 통신업무에 대한 定額을 지

불하며 북한측의 통신망 확충과 개선을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이 필요할 젓이다

(강인수, 1992).

둘째로. 통일과 통합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다고 할 때 남북의 통신망 구성과

운용체제 측면에 있어서 양측의 채택기술과 장비가 상호간에 호환성이 있어야 하

며, 더 나아가 동일한 시스팀으로 구축이 된다면 막상 통일이 되어 남북의 통신

망이 완전히 일원화되고 통합되는데 있어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의 절감을 기대해

6) 기술적인 표준, 상호접속을 위한 정보 및 통신망 공개, 번호계획 그리고 비용의 산정과 정

산방멉 등이 동신협정에서 다루어져야 할 주요한 내용들이다.

7) 기술적으로는 국가식별변호 등의 문제로 해서 국제통화로 간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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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을 젓이다. 따라서 북한지역의 통신망의 확충-북한 자체의 노 력에 의하

든지, 혹왼 남한의 지원을 받든지 간에 - 에 있어서, 남한의 통신망 체제를 따르도

록 유도해 나가는 점도 신중히 셍각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국산 전자교환기를

유리한 조건으로 수출하도록 하든지, 또는 남한지역에서 철거된 교환기 등의 통

신장비 둥을 무상지원하는 둥의 조치 또는 지원의 제도화가 아울러 병행되면 좋

을 것이다.

세께로, 남북간의 이혜를 증진하고, 상호접촉의 기회를 늘리며 북한측의 기술기

준을 제고시키기 위해, 인적교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젓이다

이러한 인적교류는 초기의 교 류단게에서도 게속 관심을 가지고 촉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헌재 통신분야에서는 한5(통신에서 개발도싱-국의 통신기술자들을 초

청하여, 각종 통신기술을 교육하는 고]-정을 운영중에 있으모로, 이런 과정을 활용

하여 북한의 기술자들을 초청 교육할 수 있는 제도적 창구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

다.

나. 通信+鳥力

(1) 南北問의 通信綱 接續 擴大

남븍간의 겅제교류에 따른 기업위주의 통신량이 점차 늘어납에 따라 공중통신

의 수요도 점차 늘어나게 될 것은 자연스런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님-북

간의 통신 접속을 확데해야 하며 통신망 구축단계에 따라 서울-평양 구간 둥 통

화량이 많은 기간전송로부터 확충하머, 대도시를 연결하는 시외전화망 구축 그리

고 인구밀접지역에 대한 가입자망의 확충 그리고 주번지역에 데한 공중전화 설치

확대 동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통신밍'의 확충 및 현대화를 위해서는 남북간

의 업무분장에 따른 협력사업의 전개가 따라야만 한다. 즉, 전송로 및 가입자 망

의 구축시 북한측은 관로(철도나 도로 변)의 제공 및 토목 긴설공사 등 노 동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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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부문에 기여를 하며, 통신망장비의 제공 및 설치 등 기술집약적 부문은 남한

이 지원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2) Ri證惱1幕靈

남한이 비교우위에 있는 기술을 연수나 세미나 등의 방법으로 북한에 제공할

수 있을 젓이다. 해당 기술로는 전자교환기 운용, 망관리, 광전송장치 등을 들 수

있으며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한국통신에서 운용 중에 있는 개발도상국 통신기

술자 교육과정 등을 활용하여 북한 기술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젓이

다. 
.

이런 교육서비스의 제공과 기술의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첨단기술의 군사적 목

적으로의 남용가능성 등을 종합 고 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에 대

한 이러한 인력개발지원과 기술협력은 통일과 통합을 전제하고, 남북간의 격차를

줄이며 막상 통일이 되었을 때 남북의 신속하고 경제적인 통합을 목표로 하는 젓

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이다.

다각적인 협력사업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분야로는 남북한 통신기술 정보의

교 환, 북한 통신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런 제공, 통신전문가 학술세미나 정기 개최,

연구기관간 상호교류의 확대 등을 시도해 볼 만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은 초

기의 남북통신교류를 통해 상호간의 신뢰와 노 력이 인정되고 난 후에라야 현실적

으로 실현가능성이 있다 하戚다.

(3) 南4h슴+p 및 4h韓地域 開發事業에 대한 通信支援

남북간에 합의 결정되는 사업에 대한 통신지원은 명분도 설 뿐 아니라, 해당

사업수행을 위해 통신지원은 필수 불가결 하기 때문에 상호 합의에 의해 비교적

관철되기가 쉽다고 판단된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아도 지역개발사업은 지역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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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기 떼문에 소위 사상오염의 위험도 일반 사업에 비해 낮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

사업의 초기에는 y
'

1존 통신시설이나 이동성과 신속성이 보장되는 위성통신 시

설 등올 활용하여 사업을 지윈하며, 점차 고 정 무선망(마이크로 웨이브)과 유선

망을 확충해 나가는 전략이 합리적이다. 북한 지역의 지역개발 사업이나, 자유무

역지대 개발 사업 등에서의 사업성과에 따라 납한이 추진하는 해외사업의 남북

공동진출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남북간의 비교우위에 따른 업무분장

과 보수배분에 특히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다. 遍信統습

(1> 通憎綱 計劃

이 단게는 통일이 가시적으로 보이든가, 통일이 되먼 진입해야 할 최종 단게이

다. 이 단게에서는 남북간의 지역격차의 해소 및 양 지역 겅제의 균형적인 발진

(주로 북한 지역의 겅제개발의 급속한 추전 형태가 필 것이다)을 위해 필히 선헹

되어야 할 북한지역의 통신하부구조의 신속한 구축을 위해 진 역량울 집중해야

할 단게이다. 실질적으로 볼 때, 북한지역의 통신망 구축은 과거 납한에서 80년대

에 이 한 급속한 통신망의 양적인 확데와 비숫한 양상을 떨 젓이다. 다만, 통일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적절한 기술의 체택으로 인해 남북간의 통신망 구조가

특히 가입자게에서 상이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근본적 인 통신망의 체게는 같거나

유사해야 좋을 것이다.

단기간에 項쳐서 급속히 통신망을 건설하여 운용을 개시하여야 하므로 계획단

게에서 ·구체적인 게획이 다 서 있다 하더라도 현지의 사정을 실제로 분석하고,

필요할 경우 수정도 해 나가야 한다. 급박하게 이러한 일을 수행할 경우 졸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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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망계획 및 건설이 이루어지고, 결과적으로 계획의 수정 또는 기건설된 통신

망의 재구축 등으로 인해 많은 시간과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

서 통일전의 통신망계획 수립시, 여러가지 가능한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式 계
5

획을 작성하고(contingency p lans) 실시 결과에 따라 신축적인 변경을 쉽게 가할

수 있는 계획을 애초부터 작성해 두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신축적

인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급작스럽게 변화해 가는 통신기술의 발전을 염두에

두고 향후의 기술발전을 가정해 본다튼지 기술발전에 될 수 있는대로 중립적인

계획흘 세워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다.8)

(2) 裝옮의 m速

치밀한 계획이 서있고, 또 신속한 계획의 변경 또는 수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더

라도 많은 양의 통신망장비가 音은 시간 내에 구매되고 설치 · 운영되어야 한다.

즉, 장비구매의 금격한 증가가 펄요하게 되고, 이러한 급격한 증가는 효율적인 건

설공정관리, 물자재고콴리 등이 선행되지 않으면 상당한 비용의 증가가 불가피해

질 것으로 보이므로 세밀한 준비가 묄요하다.9) 다만, 이 문제는 그동안 한국통신

등의 기간통신사업자들이 80년대 이후 계속되어온 급속한 양적인 통신망 확충에

서 얻어진 노 우하우가 있으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비교적 용이하게 극복

할 가능성은 크 다고 본다.
t

고

장비의 조달과 아울러 콴로의 건설, 통신구 설치 등 기초토목 및 건설공사 등

의 규모도 작지 曾다. 통합단계에서 통신망 구축을 위해서는 통신망 장비의 조달

8) 북한의 지리적 특성을 감안할 때, 유선망 보다는 무선기술을 활용한 위성통신, 이동통신,

개인통신 등의 기술이 남한에 비해 훨썬 폭넓게 사용될 것이며, 유선 간선망도 지리적인

특성을 고 려하역 구축필 것이라고 전망을 할 수 있다.

g) 실제로 독일의 경우, 정상속도보다 삐-른 속도로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 약20% 정도의 추

가비용이 들었다는 추정결과가 있다. 이러한 비용의 예로 통신망 계획의 외부 발주를 들

수 있다. 정확한 추가비용의 추정은 볼가능하지만, 분명한 것은 동일한 시설을 구축하더라

도 정상속도보다 빨리 구축하기 위해서 더 많은 비용이 든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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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설치에 앞서 이런 기본적인 토목구조의 설치가 필요한 바, 이런 류의 건설공

사는 통신교류 및 협력 단계에서 기초적인 작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원해 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人7]에 대한 敎育訓鍊

북한에서 그 동안 전기통신 분야에 근무하딘 인력의 활용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불가피하다. 헌지의 사정을 잘 알고 있을 뿐 아니 라 어치피 현지 인력의 고 용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기 떼문이다. 또한 남측의 입장에서도 북한지역의 통신사

업을 수행하기 위한 잉여인력을 정확한 필요시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확보하거나

유지할 수 없는 것도 당언한 문제이다. ·

문제는 이들 북한지역의 통신인럭들의 기술 수준이다. 즉, 그들의 통신지식은

극히 제한적이며 이미 낙후된 기술에 데한 지식뿐이므로 신규셜치될(주로 첨단시

설이 될 것임) 시설에 대한 지식은 교 육훈련에 의해 얻을 수 붸에 없는 형편이

틸 것이다. 독일의 경우, 동독지역의 통신인릭을 합병을 통해 홉수한 후 이들에

대한 기술교육에 상당한 시간과 노 력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

었음을 상기해 볼 가치가 있다. 독일의 경우 동독지역의 통신인럭에 대한 교육을

지속함과 병행하여 당장에 필요한 기술지식은 동독지역으로 배치된 서독의 통신

인릭(주로 중간 관리자급 이상)들이 보충해 주는 형식을 취하였다. 상기 제시된

북한의 통신기술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과 적절한 수준의 통신기술 협력은 통신통

합단게에서 절실히 펄요하지만 단기간에는 절대로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기술인

력을 미 리 북한 지역에 배치하고 훈련시켜두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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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財源謁達 및 事業主體 렬s

재원조달 문제는 비용의 부담과 사업수행주체, 교류, 협력, 통합에 펄요한 비용

의 규모 그리고 거시경제 상황 및 정부정책 방향 등의 요인에 의해 여러 방법을

쓸 수 있을 것이지만, 성공적인 남북간의 통신교류, 협력, 통합을 위해서는 필수

적인 요소이다. 현재, 정부의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교류 및 협력과 관런하여 손실

보조, 자금대출, 지금보증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으며,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될 수 있는 재원이다.IO) 일반재원으로 활용이 가능한 또 다른 재원은 한국통

신 주식매각 대금의 일부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현재 우리의 대규모 사회간

졉자본건설을 위한 예산의 확보 및 기타 대규모 공공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본의

소요가 막대하여 현실적으로 충분한 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북한의 정치적 자세에 대한 비교적 안정된 예측이 어려우며 그에 따른 남

북간의 교류와 협력사업의 규모와 범위 그리고 소요예산 등에 대한 예상도 크게

어긋날 수 있는 상황에서 막대한 자금을 유휴자금으로 비축만 할 수도 없는 상황

이어서 어려움이 더하다.

통신교류와 협력사업만을 위해, 한국통신 둥의 당기순이익 중 일정액을 남북통

일 대비 적립금으로 비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방법은 남북

간의 실질적인 통신교류와 통신협력사업이 진행되고 있을 경우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남북교류와 협력 그리고 통합단계 전단계에 걸쳐서

국가의 주도적 사업자인 한국통신이 독일의 경우와 같이 북한지역의 통신망 구축

과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있기 때문이다. 독일의 경우,

동독과 서독에 다른 정책규제 구도를 가지는 방안, 전체 독일에 한개의 정책규제

구도가 존재하되 2개의 사업자가 지역적인 분할을 하는 방안, 그리고 심지어 동

독의 신속한 재건을 위해 외국사업자에게 면허를 주어 동독지역을 책임지게 하는

방안 등을 강구했으나,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은 서독의 국영기업인

DBP Telekom으로 하여금 막대한 자금과 기술력 그 리고 기술인력을 활용하여 동

10) 전홍택, 전게서 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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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의 통신망을 건설하고 운영하게 한 젓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좁은 국토나 한

정된 국력 그리고 제한된 통신기술과 인력 등을 고 려할 떼, 주도적 기간 통신사

업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 나가는 젓이 가장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특히 10어

년 후의 광대역 종합정보통신망(B-ISDN)을 고 러하면, 전국적인 고도의 광대역

서비스를 일관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간통신망의 구축과 운영을 한국동신이

책입지도록 하는 것이 좋을 젓이다w 그러나 이 방법은 통신교류나 협력사업이 似

는 상황에서 라대한 적립금을 유효적절하게 계속 활용해 나갈 방법을 강구해 寺

지 않으먼, 막대한 기회비용의 손실의 우러가 있어 신중해야 할 깃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국공채의 발헹, 남북통일판런 세骨의 신설 또는 부가, 그

리고 외채의 조달 등을 들 수 있으나, 이는 거시경제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

므로 경제부처에서의 신중한 검토를 거치서 절정되고 시행묄 문제들이다. 다만

한가지 분멍한 것은 어느 한가지 방법만을 사용할 수도, 혜서도 안된다는 젓이다.

남북교류와 협력의 단게를 보아기.면서 필요한 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지원규모를

책정하는 일이 앞서야 할 젓이다.

]rn. 緖 論

이상에서 피상적이나마, 남북간의 통신교류와 협력에 있어서의 어러 문제점들

과 이에 데한 수개의 대안을 개략적으로 고 찰하어 보았다. 정치 군사적으로 대립

하고 있는 남북간의 적대적인 관게가 언제 해소되고 통일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

이다. 자는 기존의 공산국기·骨이 꽁괴된 젓과 같이 갑작스럽게 통열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예측하는가 하먼, 혹자는 연방제 둥의 중간단게를 거치는 점진적 인

통합파 통일이 될 것이라고 하기도 한다. 언제 통일이 이루어지든, 통일은 민족적

인 염원.이자 겅제적으로도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과업이다. 통일의 비용이 막

대하고 많은 갈등이 생길 젓은 분멍하다. 이러 한 모든 젓은 경제적, 비겅제적 통

일 비용이며, 교 류와 헙 릭의 단계에서 주력하어야 할 젓은 남%간의 격차의 최소

화를 지향하이 북한의 방을 유도함과 동시에 통합시의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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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고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이 자체적인 노 력을 통해 통합을 전제로

하여, 남한과의 격차를 미리 해소하고 통일시에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통신

의 여러가지 측면에서 유도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았다. 현재의 북한의

상황과 독일의 경험을 고 려하여, 우리가 채택해야 할 방안들로는 남북간의 격차

와 상호정보 및 신뢰의 결여로 인해 통신교류, 통신협력 그리고 통신통합의 단계

로 구분하여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젓이 꾈요하다고 보았다.

먼저 통신교류에 있어서는 이산가족간의 교 류를 시작으로 북한의 지역적인 경

제개발계획에 참여하여, 국지적인 통신망의 구성과 운영으로 확산한 후, 본격적인

공중통신체제로 지향해 나가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통신협력 단계에서는 교 류단

계의 통신망접속을 확대하고 그 사용량을 증대시키며, 기술협력과 남북합작을 시

도 해 나가볼 만하다고 제시하였다. 특히 이 단계에서는 궁극적인 통신통합을 전

제로하여 장기간에 걸친 개발이 필요한 인력에 대한 교 육훈련과 기술지원, 그리

고 통신망체계의 남한과의 정합성 유도 및 지원, 그리고 기초 토목시설 구축의

유도 및 지원의 필요성울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통신통합 단계에서는 통신망 구

축, 장비조달, 인력개발 등의 문제에 았어서 사전에 시나리오별 세부계획을 수립

하고, 상황의 변동에 따른 지속적인 보완수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통일 후의 사업구도와 관런된 재원조달 방안을 간략히 언급하였다.

통일 후의 바람직한 통신사업구도는 주도적 공기업인 한국통신으로 하여금, 기존

의 통신망구축과 운영에서 얻은 기술력과 인력, 확고한 자금력 등을 십분 활용하

여, 북한지역에서 시급하게 요청혁 통신하부구조의 구축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10여년 내에 실현될 종합정보 통

신망과 관련하여 남북한 전체를 통털어 일관된 고도통신망을 구축 운영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시하였다. 통신교류, 협력, 통합 등에 필요한 자금조달에 있

어서는 사업주체와 사업규모, 기타 거시경제변수에 의해 가변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 였으며, 구체적인 방법들로는 남북헙력기금의 활용, 한국통신 매각대금의 활

용, 한국통신의 수익 중의 일정액을 적립금으로 예치 그리고 기타의 방법으로는

세금의 신설 및 부가, 국공채의 발행, 외채의 조달 방법 등을 조합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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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P Telekom, Telekom 2000자료, 19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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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4b韓問 海路開脫方案 硏究

전 일 수*
김 진 구**

I 
. 머리말

n 
. 7(후W 佛]面

m. 沿岸海運 (Cabotag이

IV 南北韓間 海路構築의 基本要素
V. 南北韓間 海路開設方案 提示

VI. 結論'

1 . 머리말

남북한은 1991년 12월 13일과 1992년 9월 17일, 2차에 걸친 남북경제교류협력

합의서에서 남과 븍의 수송부문과 관련되어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겯하고 해

로, 항공로를 개설하기'로 합의하였다(남북교류협력 부속합의서 제1장 3조). 남·

북한간의 항로개설에 있어 경로상 2가지 방법이 고 려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용선

이나 편의치적선을 이용하여 적접 취항시키는 직접경로와 제3국을 이용하는 간

접경로가 있다.

초창기 남·북한간의 교역은 해·외 중개상을 사이에 둔 순수한 간접교역 형태였

지만 차츰 해외 현지법인, 해외 지사를 통한 간접 형태로 발전하여 paper com pa-

n y 를 통한 간졉교역도 행해지고 있다. 1991년 9월 남·북한의 UN동시 가입후 부

터는 북한의 합영회사와 직교역을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도 대부분의 교역은 간

접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W 海運産業硏究院 硏究委員

拳 拳 서울經濟硏究院 責任硏究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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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한민국정부는 대북교역 물자 수송은 북한 원산지 확인의 필요성 떼문

에 선적지는 제3국이 아닌 북한의 항구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직접

수송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납북교한]을 통한 남북한 경제공동체 증진에 도움이

되고 원산지 확인에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 나 물품의 운송은 선빅확보가 어

렵고 북한항만에서의 선적기일 지연 등으로 어러움이 잖은 까닭에 1회 거래량이

1선복 이상인 경우에는 남·북한 교익물자 수송에 제3국적선을 이용한 직수송이

많이 채텍되고 있TI)

남·북한간의 해로개설 추진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 려해야 할 사항으로서는

법률적 차원과 지리 · 환겅적 요소를 살 조화·적용시겨 국제적 미·曾엾이 납·북한

교역당사자들이 추구하는 목적 이 원만히 달성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런하여 검토되어야할 주요 연구사항은 일반적으로 국가간의 통상, 항해 또는

해운협정시 예외적으로 취2하는 연안운송·무역권(cobotage)를 어떻게 해결하는

가에 있다고 하或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선 국내외 빕률 관계를 한국의 지리 ·

촨경 특성에 맞도록 적용상의 문제를 연구·고찰해 본 후 남·북한 해로개설 싣무

상의 문제를 취급해 보고자 하며 이어서 남·북한 헤로 운영활성촤를 위한 협 력

증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 IS準 9 考1察

1. 適用範圍

Id-·북한간 해로 개설의 목적을 남·북한간 교역증진과 겅제교류 협력에 있다고

할 때, 우선적으로 당사자간의 교 역에 있이서 내국간 거呵로서의 국제적 공인될

필요가 었다.

1) 별일우1, 「1라북경제교류헙력 실무인-내」. 19%. pp. 58, 9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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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국내법상 남북한간 교역은 원칙적으로 내국간 거래로 취급되그 있다.

-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대한민국 헌법 제1조>

- 남.북한간의 교역을 반출·반입으로 규정(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

2조)

- 쌍방의 관게가 나라와 나라간의 관계가 아님을 명시(남북간 합의서 전문)

2) 남·북한간 청산계정방식 채택 및 교 역의 경우, 무관세 혜택부여는 IMF

및 GATT 협정위반이라는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

- IMF협정 제8조 제2항(a) : 국가간 지급협정 등 경상거래 지급제한 부

과금지

- GATT협정 제1조 : 수출입의 최혜국(Most Favored N8tion : MFN)대우

는 모든 국가에 동등하게 부여할 필요 있음.

(3) 상기 문제에 관한 대책으로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

함으로써 국제적으로 내국간 거래로 공인을 받을 수 있도록 對外 통상협

력 강화가 필요하다.

- 0ATT협정 제25조에 근거한 예외인정 요청 등

m GATT협정 저]25죠 내용 : 동헙정에 상정되지 아니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동 협정이 각 체약국간에 부과하고 있는 어떠한 의무라도 총회의 2/3이상 동의

를 얻어 적용, 면제 가능함(Waiver조항)

예 : 동서독의 경우 포츠담 협정(1945.8) 제14조에서 독일을 단일 경제단위(sin-
고

g le econom ic un it)2 규정한 것을 GATT, EC 등이 인정했음27,

2. 海路開設에 關聯한 國內)E去

2) 통일원, 
「남북경제교류 확대에 따른 대응정책방향 검토」, 199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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뵨 절에서는 남·북한간 해상항로 개설과 관린하여 국내외 관계법 및 판래사항

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장 근접관계가 있는 국내범으로서는 「남북교류협력에 콴한

W률」이 있고 국제법상으로는 국제언합 해양법협약과 통독판례법 연구도 적용범

위에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겠다.

1) 南4b交浦1鳥力에관한法佯3)

싱-기법률을 다른 %률과의 관계에 적용함에 있어 우위에 두어 우선조항으로

취급하고(제3조), 교역은 북한과 제3국긴- 물품의 중계무역을 포함하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 정부투자기관 또는 대외무역법에 6하여 무억법의 허가를 빌은자

를 교역당사자로 정한다(제12조). 결제업무의 취급기관은 제무부장관과 헙의하이

통일원장관이 지정하고 남·북한간 선빅-운헹을 위해서는 통일원장관의 승인이 필

요한데 선叫파 그 승무원의 출입관리는 출입국 괸리법 제69조 내지 제76조의 v-

정을 준용하게 되었다.4)

교역에 관하어 이 뱁에 규정되지 않온 사항에 대해서는 데통령령이 정하는 데

외무역법 둥 항로게설에 있어서도 무역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수 있울 젓이다.

물품의 반출입에 대해서도 데통령령이 정하는 비- 따라 조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에 관한 ]偏률을 준용할 수 있다. 그러 나 물품의 반입에 있어서는 관세법

에 의한 과세규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수입부과금에 관한 규정은 이를 준용하

지 않도록 되어 있다.

특히 남·북한 해로개섣에 있어서 고 려할 사항으로 남·북한간의 투자, 물품의

반·출잃, 기타 경제에 괸한 협력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거래에 관해서는 대통령

령 이 정 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T但률을 준용할 수 있을 것이다.

(1) 외국환 관리법

3) 제정 90. 8. 1 볍율 제4239조 : 개정 90. 12. 27 법률 제4268호<정부조직법

12. s 법륩 제4522효<출입국 관리법 V.

4) 상세한 사항은 남북교류협럭에 관한 법 骨 제]9조 부터 제21조까지 침·조.

개정 92



南4h韓 海路開設 方案 硏究 llf

(2) 외자 도입법

(3) 한국 수출입은행볍

(4) 수출보험법

(5) 대외경제협력기금법

(6) 법인세 · 소득세법

(7) 조세감면 규제법 
'

(8) 수출용 원 且 한 관세 등 환급에 콴한 특

상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을 준용할 시에는 대통령령으로 그에 대한 특

례규정을 정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다(제26조).

해로개설에 있어서 선박운항상 실무자들의 관점에서, 통신업무 및 검역한계 규

정도 세관 및 출입국 관리규정과 연계하여, 행정적 · 제도적 차이에서 올 수 있는

C.g.1(세관·검역 및 출입국 관리) 수속절차상의 규정도 상세히 협상하여 운영상

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젓이 중요하다.
궁

2) 束西獨潤 %i 에 관한 條約(1972. 5. 26 체결)

남·북한간의 해로개설과 관련하여 우리는 독일이 경험兎던 통행교류·교역 및 해

로통행에 있었던 문제점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에게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

다.

더욱이 동.서독의 통행문제에 관한 조약은 해로 뿐만 아니라 육로와 내수로에

걸쳐 다양한 교통수단의 이용을 규정하고 있어서 북한의 내수로 이용과도 연계

하여 이 문제에 대한 독일의 입법적 경험의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로개설은 곧 교 역문제와 관련되므로 GATT를 위시한 국제무역법규가 남북

교역에 적용되어 제3자의 간섭을 받을 염려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예컨대 B . 中해운협정에서 당사국간의 배타적 항로운항에 미국 등이 간섭했던

사실로 미루어볼 때, 남.북한간 해로개설과 콴련한 교역법제의 입안시에는 서독

이 EC조 약에 특별규정을 두어 동독과의 교역 이 국제무역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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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컨딘 것을 참작해야 하戚다.

즉 국제무역 협상에서 독일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남·북한간의 교 역이 특수한

취급을 받을 수 있도록 V 력해야 할 짓이다. 따라서 힌행 국제무역헙정(예 : OR협

상)에서 님-·북한간에 대한 특별의정서 내지는 양해각서를 협상참가국과 체결하이

현행 국제무역법규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겠다

또한 국내범적으로는 어타 국가간의 교 억파는 달리 취급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5) 예컨디 교역결제방식으로는 7상무역 또는 칭산계정을 설정하어 문제해결

을 도모할 수도 있겠다-

즉 초기에는 구상무.역헝식으로 하다가 관 가 진행되면 상호칭산계정설치로 운

영해 나아갈 수도 있겠으머6), 당분간 상대방 선빅의 항만시설 및 입 · 출항과 관런한

제반 비용에 대한 면제를 위헤서 균동 선복에 기준한 호헤조치도 가능하겠다.7)

동서독건w 해로통헹에 관한 3개 조 항중 체 약국간 최혜국(MFN) 대우와 관련한

깃으로 화물의 운송과 하역을 위해 항만 및 해로통행시설을 상호 이용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어느 일방체약국은 그의 항만에서 타방국의 선박을

제3국가의 선박과 그 여객 및 화물에 부여되는 데우보다도 不利하지 않게 대우

하도록 하며 더욱이 수화물의 발송, 수수료 및 관세료 징수, 항만의 자유로운 이

용을 허락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 해로개섣에 있어서도 日 · 中 해운헙정S), 북한·中 통싱-항해 조약9)

한·中해운협정10) 및 동서독간 통헹조약 제29조(1)항에서도 MFN 대우와 관련한 내

용 등울 참조하여 유사내용을 힙의할 수 있을 젓으로 판단된다w

언안운송 또는 무역 (Cabotage or coas tal trading)은 韓·中, El · 中 해운협정 및
團 J그

) r 남북교-智1럭에 관한 t i] 偏·」, 제3조.

6) 「독일 통인괸게1個 연구」. 탄] 제처. 199'J . pp. ]%-131.

7) 전일수, 「남북한 해 운항vI·언게 및 개발)·u-안」, P 몽인데비 남북한 교 통 및 관광 심포지움」,

교 롱개발언31-원, 93.9., p. 73

8) 1 74. 11. 3 조인, MFN 데우 조항, 제4조.

9 ) 1961. 11. 24 체약, MFN 괸-런조항 : 3-7조와 ].1조.

10) 93. 5. 27 MFN 관련조항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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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중국간의 통상항해조약 등에서 모두 적용배제조항이 명기되어 있으나11) 우

리의 처지와 유사한 동·서독간의 해로통행 조약을 살펴보면 일방국의 국기를 게
n

양하고 타방국으로 들어가거나 통과 선박의 화물 또는 여객의 운송이 허용되었

다. 다만 타방국의 항만간에 있어서 ca bota ge 는 관련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이 제29조 제2항에 명기되어 있다.

한편 남·북한간의 교역에 있어서 상대방이 발행한 서류를 상호 인정하는 젓이

묄수적이라고 하겠다. 예컨대 일방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이 旗國船 국적증명서

'

묘 .

, 모국
협정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조문화시켜 행정 절차상의 신속한 업무로 보다 효율

적인 해운·항만의 운영 ·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어느 일방국의 선박이 상대편의 연안에서 조난, 기타 긴급사태 조우시에

는 필요한 원조 제공 및 조속한 통고를 하여야 한다. 이때 해난사고 또는 긴금사

태 해결을 위해 원조한 물자가 상대방 국내에서 소비되기 위해서 반입되지 않는

한 면제해 주는 것이 통상관례이다.13)

남·북한간 해로개설 방안을 전술한 제 공통 조항에서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

있고 우리의 실정에 맞도록 좀 더 구체적인 조 항을 삽입하는 경우 법률체계에서

의 입법상 별 문제가 엾을 젓이다.

3) 海論關 國際梅事 協約

남·북한간의 해상항로 개설을 추전함에 있어서는 것은 남·북한 각국의 해사관

11) 일.중 및 한·중 해운협정 공히 제7조에, 북한·중 통상항해조약은 제8조에 ca bota ge 적용

배제 조항이 명기 되어 있음.

12) 5 · 中은 제2조와 5조
, 韓·中해운협정에는 제4조, 北韓·中國간의 통상·항해조약에는 제10

조, 그리고 동.서독간 통행조약에는 제80조에 얌국 발행서류의 상호인정에 관한 내용이

있음.
13) B . 中은 제8조, 韓·中해운협정과 북한·중국간 통상항해 조약은 공히 9조에, 그리고 동·

서독간 통행조약은 제31조에 해난사고시 원조제공 및 통고의무조항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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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법률 체계에 차이가 있어서, 입법 절차상의 문제와 정치 · 제도적 차이에서 야기

될 수 있는 실무상 효율적인 문제가 참작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초기에서

모두 극복할 수 없으므로, 국제교역에서 쌍방이 준수해 오고 있는 기존의 해양관

련국제협약에서 부터 협싱-의 공통점을 모색해 나아간다먼, 보다 헌실적이고 쌍방

간의 해로개설방안에 용이한 초기의 접근방법이 강구될 수 있겠다.

남.북한간의 혜로개설은 연안운송을 피할 수 없는 지리 · 환경적 주어진 어건

임을 우선 고 려 하어야 할 젓이 다. 연안운항선박들은 그들 운항시간의 대부분을,

항만의 운영과 관런하어 보내게 된다. 에 컨데 발틱해 연안운항선빅4 경우 在

港時間(porttime)이 전체운송파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의 60%를 차지하고 있으

므로141) 항만에서의 효율적 하억작업과 항내 운항중 발생할 수 있는 해양오염의

방지와 안전운항 대책에 주의가 요망된다. 연안운송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국제협 약이 제정되었지만, 그들을 비준하는 문제는 국

가의 개省적 사항이므로 해잉·환경보호와 해상안전운항은 공동 추구의 과제임을

인허하여 납.북한간의 협 력방안을 고 찬해 보는 젓은 의의가 있을 것이다.

(1) 旣存 海上安全 및 汚染과 關聯한 南· Ib韓問의 +Ay]關係

북한 해운법 제10조에 의하면, %한이 숭인한 해사관계1컵의 국제협 약은 북한

해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同法은 fE한 북한의 수수역에서

선박으로부터 오물을 버리거나 해수 또는 데기를 오염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

(제38조)하여 해양촨겅보호를 법률화시켜 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해사

감독기관은 신빅1헹의 안전에 대해서 확인 의무 규정을 두어 관련사건이 심할

겅우 항행을 중지하거 나 또는 적재 량, 항헹구간을 제한할 수 있는 엄중한 조 항

(제14조)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우리니-라의 선박안전법, 해양오염 방지법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과 유사한 젓으로 쌍방이 관련한 국제해사협약을 살펴보면

14) 「Manfred ZiiChcial, 「Milrkets for Regional Maritime Transport in Euro pe j, institute o f Shi p.

p ing Economics an d Lo g istics, Bremen, 1992., p.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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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표와 같다

<표-1 >g 해상안전 및 해양오염관련 국제협약에의 남·북한 가입현황

l 1982

l 지78

l 1972

l 1974

l ,,,,

l ,,,,

l 1,,4

l ,969

l ,,,,

l ,,,,

l ,,,,

l ,990
I

.

출처 : 이용회

협 약 명

UNCLOS, 유엔해양법협약

MARPOL, 해양오염방지협약

COLREG, 해상출동예방규척협약

SOLAS, 해상연명안전협약

STO(W), 선원훈련·증명 · 관리기준협약

LDO, 런던덤핑협약

MARPOL, 유류오염방지협약

공해개입협약

OSC, 컨테이너선안전협약

CLS, 민사책임협약

기금협약

유류오영의 애방, 대응 및 협력의 국제협약
團

"

해양환경보전분야", 「남북한 헙력에 대비한 해양정 呵

7

역 연 看'

가

가

가

가

가

가

가

오 소해양연구소

/& 1

가

가

가

가

미

가

미

가

가

가

미

한

명

입

입

입

입

입

입

입

입

입

입

입

4 시1

가

가

가

가

미

미

미

미

미

미

미

한

명

입

입

입

업

입

입

입

입

입

입

입

비 고

p. 15.

상기표에서 보듯이 남·북한은 해상안전 및 해양오염 방지와 관련한 5개의 국

제협약에 동참하고 있으므로 해상분야에서의 협력근거는 마련되어 있는 실정이

다.

남.북한은 공히 UNCLOS(국제연합해양법 협약)을 서명하여 1982년 채택된 이

후 10여년의 기간동안 국제관습법+h되어 가고 있는 동 협약의 목적을 준수해야

하는 월장에 있다.15) UNCLOS(1982)는 해양의 제문제가 인류 모두에게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이를 평화적으로 이용하고 해양환경의 연구, 보호 및 보존을 증

진하기 위한 해양의 법적 질서를 확렵함이 바람직스럽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15) UNCLOS는 1982년에 60개국의 비준서를 기탁한 후 1년 경과 후 발효하게 되며, 1993. 5월

헌재 56개국 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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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협약은 해양법의 뱁전화와 이의 점진적 빌7이 모든 국가간에 평화, 안전 및

해양환경의 보효와 보존을 위한 우효관게의 강화에 기여함을 표명하고 있다. 따

라서 세계 모든 인류의 경제적, 사회적 진보를 증진하는 취지에 따라 남·북한간

의 해로개설을 위한 힙상에서도, 전술한 국가간의 공익을 추구한다는 취지를 공

감하고 있다고 볼 수 았으므로 그 협 력의 2거를 投을 수 였다고 하겠다.16)

국제해상인명안전협 약 및 1973 /78 
'MARPOL

협약 등에서는 선可으로부터 발생

하는 해양오염과 해상에서의 선박 및 인명에 미치는 안전성을 규정하어, 사건 발

생시 관련 국제협약의 권리와 의무를 함께 수헹해야 할 공통점을 안고 있다. 따

라서 이 분야에 있어 남·북한 씽-방이 공동해난구조, 공동규제기준의 셜정 둥올

시헹할 수 있는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밖에도 쌍방은 1991넌부터 UNEP가 추진하고 있는 북서태평양지역 해양환

경보전 프로그렘(N0WPAP)의 딩-사국으로 일본, 중국, 러시아와 함께 동헤 및

서해의 해양환겅을 위한 협력계획의 수립과 기본조약 및 판련 부속서의 체걸에

노 릭하고 있다. 남·북한은 각각 2차31]의 회의에서 해양촨경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납·북한간의 제안을 비교해 보면, 해양오염 방지 대책을 위한 기술이전과 사업

추진의 조직 등에 데해 공조체제의 협럭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해로개설 방안의

헙상단계에서 해상안전과 헤양오염 방지릅 위한 쌍방간의 협력방안을 구축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도 교 촨·촬용가능할 것이다.l'0

(2) 해로개설과 관련한 향후 납·북간 해사협력 방안

국제해사 협약 중 해상충돌예 방骨칙파 선원훈런 · 중멍 · 관리의 기준협약은 남·

북한 해로개셜과 관련하여, 기존의 국제해사협약에서 효력이 발생되고 있는 부문

을 남·북한 당사자간의 협상에서 직접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16) 해양혼f깅의 보호와 보존의 소지구적 또는 지 역 적 헙 력은 1982. UNCLOS 제197조-201

조, 그 리고 션박기일의 오염은 - 협익) 211조 참조.

17) 이용희. 전게서 pp.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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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데, STO(W)에 기초하여 선원의 자격증과 훈련수준을 상호 인정하여, 헌재

공급부족인 남한의 선원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북한의 해사관련 교육기관18)에

서 교육·훈련을 받아 자격증을 취득한 선원들을 남한의 선박에 숭선시키는 방안

이 모색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젓이 가능할 경우, 남·북한 선원간에 서로 다른

체제속의 섕활에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가 다국적 선원이 승선하여 운항되는 선

박에서 항상 문제되는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이질적 문화차이에서 오는 인종간의

오해와 갇등보다 훨씬 덜 심각한 것이므로 선박운항상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걸쳐, 다국적 선원이 승선한 선박에서의 승무생활중

나타난 현상을 보면, 이념의 체제가 다름으로써 문제가 되었던 점은 극소수에 지

나지 않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문화적 차이와 의사소통의 어려움 및 오해에서

오는 문제점들이 선박운항의 안전에 적지 않았음은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이라

하겠다.

북한 항만법 제1장에 의하면, 항만사업과 관리운영은 선박의 안전운항을 보장

할 수 있도록 해사관련의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사업에도 기

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이 송인한 항만콴계의 국제협약은 해운볍에서 지적

한 것처럼 북한의 항만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하여 북한의 국제협약범위와

그 적용조건 및 효력관계를 밝히고 있다. 남·북한 해로개설을 위해서 해사정책과

친선협조 관계를 구축한다면, 보다 구체적안 국내법상의 차이를 용이하게 협상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항만법 제3장에는 항만관리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해양·항만의 오염과

항행규칙, 충들예방규칙 및 개항질서법 등을 취급하고 있다. 이는 해상오염방지

와 안전을 추구하는 본절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국제해사협약 수준

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할 때 당사자간 해로개설 협상에 별 다른 문제가 엾을

18) 북한의 선원양성 교육기관으로서는 평양운수대학, 평양운수전문학교, 평양고등운수학교,

나진해양고, 남포해양고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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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다만 지역적 성-황과 시행규칙에 있어서 규정의 표현과 실무상 또는 선박

운항상 비헌실적인 경우가 있음을 잉·지하고, 남·북한 각 항만정보와 언안항행에

필요한 자료를 국제 협약사항에서 규정할 수 없는 局地[8J 특수사항을 미리 상호

교 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동법 3 장의 내용중 항만당국의 허가없이 측심, 전파팀-지, 무선통신의

사용금지 규정 이 있는데 통상적인 국제적 관례에서 특수사정이 없다변, 측심은

항헹의 목적만이 아니라 하역작업중에도 조석의 차이와 하역진행 상테에 따라

수시로 사용할 수 있는 사兮으로서, 필요이상의 금지사항은 안전에 저해가 될 수

있음을 입벱시 실무·운항상 문제빌생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납북한 해로 설과 관런하어 실무차원에서 고 려되어야 할 사안의 하나로서 항

만국통제(port s tate con trol : PSC)가 있다.13) 특히 북한선박은 매우 노 후화되어

있어 상당수의 선박이 ILO협약의 선박섣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외국

항만에 입항하는 겅우 항만당국에 의해 공해유발선박 혹은 안전도가 미비된 위

힘선박으로 간주되어 억류되는 수가 밀은 것으로 알러지고 있다.

따라서 해싱-안전과 오염은 한반도 ca bota ge 에 있어서 공동이헤관게사항이므로

썅방이 지역해운특성에 맞도록 협정핀 검사지침에 따라 검시·절차를 엄밀히 적용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쌍방간의 해로개섣과 교 역의 성립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법제도와

운항 실무싱-의 괴리를 극복하는 것은 보다 안전한 해상운송과 보다 깨꿋한 해양

환경으로 납·북한간의 해로개설이 성립省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111. 沿岸毒運(Crfbota落0)

前 章에서는 남·북한간의 해로개셜에 필요한 법률적 범위와 분야를 고 찰해 보

19) 오는 94넌 4월 1일부터 아시아·태평양지 역 PSC에 대한 양해갹시가 발효될 예 정으로 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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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다음은 三面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 내에서의 교역에 있어서 해운의 유

기적 기능을 제고할 수 있을' 젓인가를 고 찰해 보고자 한다. 오巷기간동안 분단된

상태로 경제지리 · 환경적 여건과 교역형태 및 수단에 있어서도 각각 다른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효율적인 남·북한 해로개설 방안의 구축은 생산부문별 비용절감

과 효율성제고를 위해 냠·북한 모두에게 우선적인 과제이다. 연안해운(cabotage)

은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의 한 방편이면서도 직교역을 위한 해상운송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무엇보다도 Cabotage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할

젓으로 보인다. Cabota ge 는 한 국가의 항만간 물품, 여객의 운송 뿐만 아니라 무

역 · 보험 등을 포함한 상업적 측면의 고 려는 물론 공간의 범위와 시대적 배경 및

국가간의 상대적 지리여건에 따라서 이해 관계가 달라지는 것이다. 다수의 전통

적 해운국(Traditional Martime Countries : TMCs)들로 구성된 EC내에서의 ca bo-

tage를 살펴보는 젓은 각기 다른 환경에 처한 역 내 각국의 ca botage에 대한 입

장차이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에따라 남·북한간의 Cabotage를 어떻게 해로개설

방안에 적용시키느냐에 하는데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 沿岸海遍의 槪念

EO의 경우 일반적으로 ca bota ge 란 어느 한 회월국이 그의 해외영토를 포함하

여 국내 항만간의 해상여객이나 물품을 운송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연안

해운과 관련한 모든 경제활동 부문에 있어서 중요한 권리가 부여되어 있으머 제

한적이긴 하지만 국가차원에서 연안관계의 적용제외조항을 준수하는 것으로서

대부분의 EO 회원국 중 남부에 있는 국가들이 이에 속한다(예 : 프 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및 스 페인)%20)

EO Cabotage란 EC 전체로서 한 연안해운의 지역단위가 된다. 이 지역 內에서는

20) Vincent Power, EC Shipping Law, Llo y d's o f London Press Ltd., pp. 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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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개별 적용제외 규정이 없어지고, 단일 내부적 EC시장이 수립된다. 실제로

EC 차원의 지역화된 집단적 연안해운은 존속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예킨데 유엔 무역개발최의(UNCTAD)의 정기선 동멩 행동v-범에 관한 헙 약

Code o f Conduct for Liner Conferences)을 제외하고는, ca botage의 필요성을 인정

하는 EC남부에 위치한 국가들과 그렇지 않은 북부국가들간에 ca bota ge 의 실효성

보다는 그 구성의 단순성에 더 의의가 있었다고 하凍다. 그러나 EC 가 매否의 명

백한 간섭적 방법을 채텍할 겅우, 분%의 위험을 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 라 해

운에서 EC가 개별 상데국에게 헹사할 수 있는 기득의 도딕적 권리마저 상실하게

될 짓이다.

상업적 관점에서 고 찰해 보면, C bot 呵0 의 교역 량은 게省국가간 교역의 척도

로 서 이용될 수 있는 젓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활동은 화물, 여객 및 원양 공

금품을 포함한 모든 해운촬동과 관린을 갖게 되는 데, Cabota ge 는 데다수 국네

2항만간은 물론 본토와 그 부속 도서지방간에도 이루어진다. 한편 도서지역간에

성립될 경우에는 주요 화물보다는 여객운송이 데부분이다.Zl)

예킨대 우리의 경우 약 3,000여개의 도 서를 갖고 있는 반도국가로서 남북한간

의 해로게설과 관런한 ca bota ge 의 게발은 해상 물자교역의 목적 뿐만 아니라, 한

반도 주번국가들과 연계된 셍활·관광교통항로로도 이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고 찬이 있어야 하겠다. 일찌기 ca bota ge 의 장점을 살려 물자교억의 성공으로 국

가경제에 일조兎을 꾼만 아니라, 더 니-아가서 친숙한 해양생촬의 권역촤를 이룩

兎던 전통적 해운국가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겅우도 ca botage의 장점을

용·발전시키는 겅우 국민 복리증진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유익한 방안이

될 젓이다.

Cabota ge 의 장점으로서는 국적선데 유지와 고 용증데, 도서 또는 오지간 공공

업무상의 필요성 및 국가안보상의 중요성을 들 수 있凍다. 예컨디 진술한 EC회

21) V. Power·
, 진게서, p.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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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국의 남부 5개국의 경우 이러한 전략상의 이유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장

력한 정책적인 지원을 도모함으로써 ca bota ge 의 장점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에 있어 ca bota ge 의 폐지는 해상국 국적선사의 이윤감소를

초래하여 국적선대 유지는 고 사하고 선원의 고 용감소를 야기시켜 헌재의 유익한

ca botage서벡스가 더 이상 제공될 수 없다는 젓이다.

이와 상반된 견해를 가진 EC회원국의 북부에 위치한 국가들은 ca bota ge 화물·

여객운송에 있어 비용상승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하고 있다. 왜냐하면 정부정

책에 의한 보호와 비경쟁적인 시장은 어디서나 애외없이 가격상승의 요인이 된

다는 것이다. 설혹 여객 · 화물선적에 부과된 운임율이 개방항로 보다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 해당국가의 보조로 그 운임이 국가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낮게 유지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해운에 있어서의 보조는 해운의 비효율성을 초

래하는 까닭에 ca bota ge 에 있어 보조항로는 비효율적인 노 후선박으로 운항하게

되어 EC의 연안해운 선대는 타지역보다 더 노 후화된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다.

특히 ca botage는 EEC 조약 7조의 형평성(equality)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

는데 예컨대 그리스 선박온 영국연안에서 ca botage의 적용이 배제되지만 그 반

대의 경우는 성렵이 안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m22)

우리의 입장에서는 전술한 ca botage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하여

남북한 실정에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이 구축되어야 하갰다. 남북한간에

있어서 개별적 지리 . 경제 및 교역형태와 제도·법률 으로 많은 차이가 있기 때

문에 EC회원국들의 ca botage논쟁에 대한 오랜 역사적 경험과 개별적 사례를 고

찰하여. 두 국가 체제이지만 내국간 거래로 취급되어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비교분석적 방법으로부터 최선의 해로개설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22) V,Power, 전게서 p.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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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C 曾員國 個別國家의 Cabotagelb較

Cabotage의 기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회원국은 그리스, 이탈리아, 프 랑스,

포루투칼 및 스 페인이었고, 부정적 견해를 가진 국가는 省지움, 덴마크, 독일, 아

일喉드, 네일란드 및 영국이었다. ca bota ge 기농에 데한 테도에 따라 이들 국가를

좀 더 구체적으호 목적상 구별해 4면 디.음 표에서 처럼 4가지로 大別할 수 있

다.

<표-2> EC회원국들간 각기 다른 기능의 Cabota ge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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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botage 기능에 데혜서 2정 적 긴헤를 갖고 있는 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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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bota ge 기능에 대해서 부정적 견해를 깃·고 있는 국가

- Bel g iun7
,
Gemlan y, Ireland, U.K. & Netherlilnd

Cabota ge 기능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국가

- Donmi1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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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Vincent Power
, EC Shi pp in g l.aw 」,

'1 
992. pp. 210-215에서 정리

(1) 일반적 특성으로 ca bota ge 의 기능을 인정하는 국가들은 많은 섬을 갖고

있어 해상 또는 항공이외의 운송수단으로는 왕래가 어려운 지역을 소유한 국가

들이다. 예를 들면, 그리스의 Ae Eean, S pa in의 Baleahcs, France 의 Corsia, Ital y 의

Sicily 및 Sardinia와 이탈리아 그리고 그리스와 같이 긴 해안선을 소유한 국가돌

이다.

프랑스는 Petit ca bota ge 와 Grand ca botage체계를 갖고 있다. 전자는 프 랑스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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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간의 연안무역에 관련되는 것으로 /J·규모의 연안해운이라 할 수 있으며 남·북

한의 경우 각각의 입장에서 뵤는 ca botage기능이라 할 수 있겠다. 후자는 지중해

內의 프랑스 항만과 프랑스의 해외 영토간의 무역에 관런되는 것으로서 예를들

면 Guade1ope와 Martinique관계이다. 이때의 무역을 내국간 거래로 취급되어 반·

출입되는 물품에 대해 관세면제 등이 적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대규모의 연안해

운 기능을 하는 젓에 대해 관세면제 등이 적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g

대규모의 연

안해운 기능을 하는 것으로 Grand ca botage의 원리도 남북한간의 해로개설 방안

과 관련되는 ca botage문제해결에 이용될 수 있는 한 예가 되겠다.

그리스는 다수의 군도 소유국으로서 국제교역의 38.5%가 ca bota ge 와 관련되어

있어 남한의 ca botage비을 22%에 비하면 더 활동적으로 연안해운에 종사하고

있어 그 중요성도 남북한보다 많다고 할 수 있겠다.

이탈리아는 ca botage가 23%로서 그 비중이 그리스보다는 낮으나 건 해안선을

끼고 있는 지리적 여갼때문에 연안무역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스페인은 ca botage관련한 교 역관계 비중이 56.6%로서 매우 광범위한 연안해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포르투칼은 전통적으로 연안무역권을 타국에 대해서

제한해 왔지만 1988년 이래 자유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2) 일반적으로 EC회연국 중 북부에 위치하는 국가들은 많은 군도를 갖고 있

지 않은 국가들로서 ca bota ge 의 중요성이 적은 국가들이라 할 수 았다.

벨기에는 해안선이 曾고, 독일은 ca botage가 총 국제見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9%, 아일랜드도 단지 2.8%에 불과하여 네덜란드와 함게 ca bota ge 의 중요성이

리 3지 못한 실정이다. 영국은 ca bota ge 비중이 33.1%로 매우 높고, EC회원국

중 가장 큰 연안 무역량 소유국이나 정책적으로 ca bot呵6의 폐지를 강력히 주장

해 1 있는 국가로서, 1988년 제정한 영국 해운볍(The Merchant Shipping Act)

은 연안해운의 적용제외 규정을 두고 있는 타국가에 대해서 보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3) 덴마크는 부분적으로 ca botage를 받아들이고 있다. 총 국제교역에서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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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co botage의 비중이 15%로서 Faroe도서와 국적선 500총톤수까지는 ca bo-

ta ge 를 인정하고 있지만 EC진체적 인 관점에서는 ca bot 呵 를 반대하고 있다. 이

는 낭북한간의 교 역관게에 있어서도 ca bot 呵0 에 관한 데 내·외적 취급에 차별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戚다.

(4) 룩셈부르<L는 해안선이 웠는 국가이기 때문에 ca botage와 관런한 문제제

기의 필요성이 없는 국가이다.

지금까지의 ca botage에 대한 비교분석을 종합해 보면 프랑스의 pe tit ca botage

(소규모 언안해운)파 gran d ca bota ge (대규모 연안해운)의 기능구분이 대 내·외적

관게의 남북한간 해로개셜 방안에 잘 응용해야戚다. 즉, 남·북한 개별적 ce b어

ta ge 에 대해서 GAT'r 및 IMF 와 관련한 무역결제방식 둥에서 야기될 수 있는 불

공정 거래의 문제가 발셍되지 않도록 남북한간의 C bota ge 관련사안은 내부적 거

레로 취급될 수 있도록 gran d c botage의 원리를 적용시켜야 하戚다.

좀 더 . 구체적으로는 지리적 요소외- 관런한 그리스와 남한의 유사성, ca botage

중요성에서 유사한 점이 밀은 북한과 Group(2)에 속하는 여러 EC회원국, 그리

고 정책적으로 특이한 ca bota ge 취급을 하고 있는 영국의 겅우와 부분적 타협안

을 채택하고 있는 덴마크의 유연성 등의 장접들을 잘 선명하는 경우 남북한간

해로개설에 유용한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 젓이다.

l%r. 南4t韓間 海論構築의 基本要素

앞에서 살펴본 ca botage는 납북한간 해로개설에 있어서 정수라고 할 수 있다.

ca bota ge 기능은 해당 헤로개설에 필요한 여러가지 요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

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이러한 요소 중 우선적으로 납북한간 물자의 직접교역에

필요한 항로개설 · 운엉을 위한 구체적 세부사항을 살펴보기로 하자.

남북교류협력 부속합의서에서 합의돈1 해로개설을 위한 항만으로서 북측은 남

포, 나진과 청진항을 러시아와 중국의 중게무역항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UN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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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두만강유역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조 성으로 무사

증 제도를 시행, 나진항과 청진항에 외국선박의 자유입항을 허용한다고 하였다.

여기서는 남북교역 규모 증가 및 남북 경협 본격화에 따라 해로 추가개설까지

고 려한 남북한갑 해로개설 방안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향후 교 역에 이용될 선박,

상대편 항만시설 및 육상체계 등과 연계된 종합적 수송체계의 시각에서 광범위

한 걸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Ib류의 交易可能 港濁

남북한간의 효과적인 해로 개설을 위해서는 남북한간의 교역가능상품이 어느

항만을 이용하는 것이 용이하며 품목별 화물운송량에 따라 투입할 선박의 종류

와 크 기는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할지가 결정되어야 하므로 북한 해운항만의 현황

과 특성을 고 찰함은 이러 한 목적에 부합될 것이다.

다음의 표는 해운이 남북한간 전체 운송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정도를 비교하

기 위한 것이다.

북한의 항만관계조직은 해운부 산하에 해운총국, 항만총국, 갑문총국, 연해총국

의 4국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중 항만총국은 8개 무역항의 항만시설과 하역작업

을 관리하고 있으며 3개의 항만건설사업소도 관장하고 있다.

<표-S> 해운·항만분야의 개요

구 분

해 상 물 동 량

해 운 선 복 량

항 만 처 리 능 력

무 역 항

철 도 총 연 장(lon)

도 로 총 연 장

남 한

4 억 1,318만톤(1991)

782만0/T(1991)

3억 8,470만톤

27

6,435

56,481

북 한

1,800만톤(1989)

51만G/T(1991)

3,020만톤

8

5,024

23,000

대비 (남/북

23.o

15.3

12.7

3.4

1.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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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유일한 원유도입항인 신W항(Single Point Moorin g 이용으로 20만 OWl'

의 유조선이 양하작업가능)을 제외하고는 최데접안능력이 2만 0WT인 청진과

남포항이 최대 항만이며 북한에는 컨테이L-1선, LPG/LNG(서해갑문)의 준공으로

(1986) 최대 5만0WT선박이 통과가능토록 항로 수심이 개선되어서, 바지선을 이

용하여 평양까지 운송로 교 역가능한 항만을 고 찰해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4V 북한의 8대 무역항 현황

t

d

항 구

동

해

안

P

A-1

헤

7

1나 l

Al l

부두긴이

(m)

l 754

L.除.
l 1.384

2,515

455

1,6릴0

1,630

1,890

)----- i-

l 70이

l [
IJ98

최데수심

9

10

l--

l//
] - l

10

23

7.9

7.9

13.5

10

12

h안능끼하%능 1 AliM· l
l(徑) l (A) l (B) l
l l (·/IT) ] 빤 이
l---.--l a

- -

- - - l

l 1만본 1 80이 300 1

l i ·l.· l ·l.히
l ].만톤 l l

l 1驅.]. 
. . J

l 1 만톤 1 30이 11이

l l ·VJ.기 ·,l.틔
l.-----l- - - - - l-----l

1 邪만톤 ] 20이 200 1
l l ,l-시 V.l-리
l IKE351團헤
l l , l-의 , l-히
l.-.---l--- . - l-----l

l ] 만톤 1 1 7이 4이

l l ,{-히 ,l-리
l l'團,,l ,,, l
l l ,시 ·

;,l-리
l l 

. L l
l 2만톤 1 16이 13이

l i 徑 1 ·,l-외
Bcv] 240 B혀
l l VI.틔 ,l. 히
l----l--- . - - l----l

l l 2,82이 l,30이

i l ·-l.히 ‥-l-히

l·l · 용兄1 주 요 l 특 t l
l(B/A,%)l 初騎 l l
L團..L L.勒倫圈.l
l 

"" 

l ,

" 

臣, <'l
l l 1머·1멀i 1
l l 1例.) l

- Hd>,Id-, 리-L 2)/ l
l Iq·1] 1付軒(뒈) l.
l-----P.-- l

- l

l 10이원유 1원유正 항 l

] l l J

] 
"" 

l[] L功"'"'"'l
l 1시Y豆, 수 1군항, 수산원양 1
l 1但 1씨 l
l - l - l-------·-.l

l 37.5 1석탄, 시멘 1평양괴. 속도 1

l l , 9·/녀.l% 7)씻3. l
l l 1判 l

l 
'"' 

l l l
주 : 선봉항 취급 유等의 하역능력 및 추1찹량은 합계에서 제외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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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항만시설은 크 게 동해와 서해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동해안에는 주요

항만의 청진항을 포함하여 무역항 4개, 일반항 2개, 어항이 10개 있으며, 서해안에는

주요항만인 남포항을 포함하여 무역항 3개, 어항이 4개로 총 22개의 항만이 있다.

이들 항만의 항만능력은 1991년말 현재 약 3者 20 만톤으로 추정되고 있다.

항만처리능력(시설소요기준)을 보면 북한은 남한의 6%, 취급해상물동량은 7%

정도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외국선박이 입항할 수 있는 무역항을 보면 남한은

27개이나 북한은 8개에 불과하며 남한의 컨테이너수송실적이 세계 10 위권이내에

(1991년 269만 TEU로 세계 9위)있으나 북한은 컨테이너물량이 극히 미미하여

전용처리시설도 엾는 실정이다.

북한은 대외교역의 부진으로 인한 외항해운수요의 부진과 함께 동서해안으로

분리된 연안해운의 취약성때문에 항만의 수요가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1989

년 무역항만의 하역능력은 3,020만톤이나 시설이용율은 시설능력의 절반 수준에

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남북간 해로개설후 교 역의 활성화로 신

규화물운송수요가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80%이상과 90%이상의 시설

이용율을 보이고 있는 송림항과 흥남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항만에서 시설부

족이 급격하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해로개설 초기에 북한의 이용가

능성이 높은 남포, 청진, 원산과 같은 이미 선정된 무역항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

안과 추가 필요한 개설항로에 따른 항만의 특성에 대해서도 함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장기적으로는 교 역의 규모가 증대하는 경우 현재의 항만시설로서는 절대능력

이 매우 빈약하여 즉각적으로 심각한 체선.체화현상이 유발될 가능성이 매우 크

다고 하겠다. 이는 과거 개방초기에 극도의 체선을 보인 중국에서와 같이 앞으로

의 원활한 경제협력에 애로요인으로 등장하게 될 젓이다. 한편 북한과의 교역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북한항만힉 시설의 절대적 취약성뿐만 아니라 운영

효율성면에서도 크 게 뒤져 있는 실정이므로 이 역시 현대적
.

해상운송에 적합한

대폭적인 정비가 우선적인 과제라고 하겠다. 즉 수송정보의 부족 및 항만관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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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통제기능이 미약하여 치리시설의 여유에도 불구하고 석탄, 광석 등 야적화물

의 적체헌상이 발생하고 있으머 납포항을 비롯한 몇개 항만에서 체선이 심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또한 북한 항만의 겅우 내륙베후연게수송능력의 부족이 화물흐름에 병목현상

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항만배후언계수송능력의 증디도 남북한 겅제협력증대에

있어서 필수적 인 과제라 하겠다. 현재 북한의 내륙운송체제는 철도중심으로 되어

있으나 남북교역물동량의 중대에 따른 군소항만의 부상은 대부분의 내륙연계운

송이 단거리가 될 것이므로 트 럭운송 둠의 수요증대에 부웅하기 위해서는 운송

수단간의 균형있는 받전을 요구한다 하喪다.

아울러 남북 해로개설에 따른 직교역이 원香해지고 활발한 해운물동량증대로

북한의 항만이 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 납한의 항만파의 상호연계성을 고

리 한 ne twork s ystem 을 구축하는 방안도 모 섹해 7어야 할 것이다. 헌재 북한에

는 대형 컨테이너선의 취항이 가능한 항만이 似으므로 북한은 나진항을 장차 대

규모 컨테이너항으로서 발할 계획이나 대규모 컨테이너항의 개발에 따른 규모

의 경제는 의외로 미약한 젓이 실兮되고 있으므로 남한의 광양항이나 부산항을

母港으로 연안 피더서비스를 하는 ne twork의 구축에 의해 경제성을 추구하는 젓

이 개섣항로의 합리적 조정 및 전반적인 항만개발비용의 졀갑을 기할 수 있는

방편이 될 것이다.

따라서 납북한해로개설과 관련한 향만의 개발은 남·북 상호간의 겅제적인 편

익 이 추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구축되어야 하겠다. Infrastructure의 구축에

는 4-5년의 )ead t ime이 필요하므로 급증하는 북한의 해상물동량의 처리를 위해

서는 단기적으로 남한이 북한의 항만수요를 제공하며, 장기적으로는 북한항만의

개발에 자본과 기술을 공이해야 할 짓이다. 또한 북한의 항만을 게발할 데 납한

기 업의 북한진출이 가능해진다먼 북한자체도 애로를 타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남한도 북한의 항만 및 관련 infrastructure暑 사용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조성되어 남한의 사회 간접자본에 데한 부하를 겅감시킬 수 있어서 남북 교 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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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협과 함께 그 효과가 승수적으로 증대될 수 있을 것이다.

2. 4b韓의 船隱構或

남북한간 해로 개설에 었어 가능한 교 역상품, 해운항만의 현황과 함께 고 려되

어야 할 것으로서 상대방의 선대구성의 파악 및 투입선복량에 관련된 문제이다.

사회주의 교역의 기본적 개념은 자주·평등·호혜의 무역 관계에 기준한 구상무

역형태로 북한은 자주·평등·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에 입각하여 경제협력의 동시

실현을 위한 포骨적 교역을 제의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이 同級, 同數의 선박

을 투입하는 것이 호혜원칙과 평둥성에 부합되겠지만 현재 북한은 보유선박의

수준이 매우 미미한 상태로서 이의 실현이 어려운 실정이다. 
'

다음 표에서 보는 겻처럼 북한 선박은 1991년 현재 총 98척, 511,0000/T으로

남한의 2,136척, 782만0/T의 약 6.5%에 불과한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선대구성

도 컨테이너선과 LPG /LNG운반선은 企無한 상태이며 일반화물선, 광석살물선,

수산가공물 운반선이 대종을 이루고 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외항화물운송을 교

역상대국의 선박에 의존하고 있다.

<표-5> 북한의 선대구성 추이

l· · l·
( 1975 l
l 1980

l 1985 l
l l

l 1986 l

l l
l 1989 l
l ,990 l
i ·991 i
자료 : Llo

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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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c

7

- . . l
,,,,, l
13(5) l

171(4) l
59(3) l
59(3) [
13(2) i
13(2) l
13(2) i
삐2) l

d's Regis

특수선,

광

er

바

l-석화물선

0(이

34(2)

64 (5)

64(5)

54(4)

90(7)

68(5)

79(6)

79(6)

·

, Smhhcs

- 지, 준설소

일반화물선

19( 7)

75(18)

228(42)

234(43)

243(45)

252(45)

265(46)

278(48)

347(57)

%bles, 각년도

예인선, 차량

수산가공물

운반선

3에 6)

39( 8)

41(16)

42(18)

42(18)

43(20)

37(23)

51(28)

51(28)

단위 : 천0/T(척)

i…l‥l · l
l 5(1니 0(이 82(1이

되이 이이 231(34) i
l 9이 O(0) l 513(69) l
l 9이 O(삐 408(71) l
l 9이 O(삐 406(73) l
l 8이 0(1) ! 406(77) [
l 4이 9(4) ] 396(이
1 12이 9(3) ! 442 (89이
1 12이 9(3) l 511(98이

선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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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북한이 남%해로 개설과 동시에 펄요선박을 갑자기 구비하기는 어려운

어건이므로 우리가 북한의 해상운송의 역 할에 헙 력하여 북한의 선대구성 변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데북한 교역에 이용가능한 선박은 중소형의 다목적선(multipurpose vesse l)을

이용하는 것이 空船題]i'(의 불리함을 제2-]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젓이다. 헌재

북한은 항만시셜의 낙후와 하역시셜의 전근대화로 입항하는 선叫들도 자언히 비

전용화 선박이거나 전근대적 비겅제적 중형이하의 선박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힌재 남한에서 ca bota ge 의 선박평균 총 톤수는 SOOG/T에 불파 하나 해로개싣

후 교역이 활성화되먼 ca botage 종사선박의 항헹거리와 평균 총 톤수도 늘어나

게 省 젓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ca botage는 다른 운송방법과 비교하어 편의성

이나 신속성먼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까닭에 장거리 · 데량화물의 운송에 있어서

도 그 분담율이 높지 않은 실정이나 닙-북겅협의 전전에 따라 전통적인 제약요인

들이 사라지는 경우 그 쟘재 력이 메우 높다고 하戚다. 한 예로 청진항에서 포항

항으로 화물운송을 하는 경우 칟도운송거리는 약 1,200km이나 해싱-운송거리는

650km로서 언안운송에 의해 운헝3리와 운항시간 등의 면에서 획기적인 비용절

감이 가능해질 것이므로 남북한 해로의 실이 헌되면 지금까지의 육상운송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는 반면 ca botage의 수요가 증데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

서 소형선에 의한 빈도수의 증가가 특징인 ca bota ge 에 이용될 선대구성에 있어

서도 전반적으로 선박톤수가 증가될 것이다. 잡화선의 겅우 6-7천톤급, 컨테이

너선은 5-6천톤급, 칠광석, 석탄 등의 Bulk carr ier는 파니-막스급 이하가 필 젓

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 결과 중·소형선 위주로 연안해상운송이 이루어짐으로써 항만체제도 종전의

대형항만체제보다는 다극화된 군소항만체제로 변하게 되어 지방차원 교역활성화

를 도모하는데 일조하고, 지역특성의 해양위락시설을 개발하게 되어 생활·관광교

통항로 개설에도 용이해 질 젓이다. 톡히 한국 정기선 해운업자가 어객 · 유람선업

으로 진출하는 水2P·17J 다각화 ca bota ge 의 기능을 증대하는 바람직한 젓으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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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할 수 있다.

V. 南4t韓閏 海소航論閨脫方案 提示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ca botage의 기능과 요소, 그리고 해로개설에 가

장 직접적인 자료와 특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항만간의 지리 · 경제적 여건들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남북한 해로개설에 따른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南北韓問 海路開設 方案

남북교류협력 부속합의서 제1장 제3조에 의한 해로개설 방안(1항)과 교류, 협

력규모가 커지고 군사적 대결상태가 해소되는데 따라 추가로 해로개설한다는 규

정(2항)에 따라 2가지로 해로개섣방안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1) 남북교류협력 부속합의서 제3조 1항에 의한 해로개설 방안

(1) 남포항은 평양시 서남쪽 약 701懼지점인 대동강 하류에 위치한 북한

최대공업지구인 평양공업지구의 관문이다. 1986년 6월에 완성된 서해갑문

으로 최대 12m에 이르는 간만차를 극복하여 5만톤급 선박의 입출항이 가

능하게 되었으나 접안시셜은 수심제한으로 최대 3만DWT(滿載唯水 11M)

을 넘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상류지역의 황폐화에 따라 土秒가

퇴적되고 준설도 여의치 않아 실제 접안능력은 이보다 필씬 하회하는 것

으로 보도되고 있다. 남포항을 이용한 일반화물의 운송은 인천항과의 교 역

에 별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납포항 8부두를 통하여 상당량의

석탄이 처리되고 있어 인천항 석탄부두와의 교 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

다. 이와 같은 교역전환(trade diversion)이 이루어질 경우 항해거리, 시간

및 비용면에서 상당한 졀감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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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0 억톤으로 추산되는 칠광석 매장량을 비-탕으로한 중공엽 핵심지역에

입지한 청진항은 포항(또는 광양)과의 칠광석 교역이 가능하며 이 겅우에도

호주, 브라질 등에 의존하고 있는 수입선의 다변화를 기할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대규모 선박을 사용함에 따른 여러가지 항만제약조긴을 해소할 수 었

으며 취급의 편리성과 재고비용의 절김을 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청진항은 중국이 겅제개발을 시작한 이래 중국 길림성과 흑룡강성의

對 B 本 및 存콩수출의 창구억할을 해오고 있는 바 부산항과의 일반거4, 양

곡 둥의 교역 이 가능하머 앞으로 나진, 선y 자유겅제무역지대의 개발이 활

성화된다먼 청진항과 나진항으로부터는 부산항을 모항으로 한 컨테이니 피

더서비스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3) 원산항과 H 本 니가타港간에는 月 3-4최씩 정기여객선이 운향되고 있

으며 남북경제협 력의 진전에 따라 원산항은 평양과 서울에 가깝다는 지리적

우위성으로 인하어 판광항으로서 장래성 이 매우 클 젓으로 전망된다. 부산항

곽는 일반잡화 및 수산물 교역을 위한 촤물선운항 및 필요시 카페리 여객선

이 투입도]어 운항될 수 있을 것이다.

2) 남북교류협력 부속합의서 제3조 2항에 의한 추가 해로개설 방안

추가적으로 북한최대의 시벤트 수출항인 해주항과 인천항간의 항로개설이 이

루어지는 경우 항해시간과 거리단축으로 막대한 경비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광양항이 동북아의 세로운 컨테이니 母港(load cen ter)으로 개발됨

에 따라 납포항과 광양항과의 컨테이너 피더서비스가 필요하게 되며 이와 같은

상호언결성을 높이면 항만자체의 개별적 인 힘 이상의 능력을 발취할 수 있게 필

것이다.

아울러 원산항과 속초항간의 어 선 항로가 개설된다면 금강산과 설익-샨을 중

심으로한 관광거점이 조 성될 수 있으머 향후 설될 젓으로 전망되는 속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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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arubino-훈춘간의 소위 民族航路와 연계되는 경우 한반도 동해가 카리브海가

유럽의 地中海처럼 대유람선해역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또한 울산, 광양으로부터 선봉항, 송림항, 원산항간에는 유류품목이 특수부두를

펄요로 하므로 유류터미날을 갖춘 이들 항과 상호보완성이 있는 유류제품의 교

역 이 가능할 것이다.
I

특이할 사항으로 북한은 내륙수로가 발달되어 內河항로의 총연장이 l,3821m에

이르며 서해안의 경우 水量面에서 볼때 하천이용이 가능한 압록강과 대동강을

통하여 해상운송과 연계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河海겸용 bar ge 시스템도 고 려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서유럽 전통해운국들이 pus her-barge를 이용한 내륙수로

항행으로 효과적인 교역을 수행하고 있는 사실로 볼때 우리도 ca bota ge 의 개선

의 한 방편으로 이와 같은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은 다양한 운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탁월한 접근성을 가능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냠.북한간의

운송형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표-S> 교역가능 상품과 지리·경제적 항만특성 관련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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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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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히 북한의 미비된 항만시설과 서해안 지역의 낮은 수심을 고 려할 떼 광양

또는 인천을 모 항으로 하어 북한에 필요한 잡화 또는 컨테이너화물의 피더서비

스를 제공하고 회항시에는 북한에서 수출되는 원자재류를 바지로 운송한다면 수

송의 데량화, 저렴성 뿐만 아니라 투자비의 겅감, 低2水 이접도 함께 살려 ca bo-

ta ge 기농의 장점을 십분 이용할 수 있겠다.

Pusher-bar ge 의 일반적 장점을 이용한다면 수심이 낮은 수역 (예, 남포에서 평

양공업권까지의 內河항로)에 대형바지의 투입 이 가능하며, 비-지를 뒤에서 밀고

가는 형테이므로 조종 용이성과 항내, 內水路 등 해상교통이 혼잡한 장소에서도

안전항해를 도모할 수 있고, Pusher의 총톤수로 승무원수가 결정되므로 선원비를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척의 Pusher에 어러 척의 바지를 이용하여 往復

港 화물량에 따라 바지수를 조정하이 촤물운송을 할 수 있어 p iston 운항이 가능

하다. 또한 북한의 미비된 항만시설을 감안할 떼 향내·하억대기중 해상창고로 이

용할 수 있으므로 일반선叫보다 기회비용의 절감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한국의 ca bota ge 가 비교적 단거리수송이라는 점과 북한항만의 부족한 하역설

비를 고 려할 때 Self-InIoader가 장착된 Pusher-bar ge 를 투입하는 경우 지리 ·

환경적 제약을 해결할 수 있으며 (에, 한진소속의 
"

적데봉호"는 15,000G/T로서

유연탄 수송중> 이는 칠광석, 시멘트, 유·무연탄 동 bulk화물운송 적용가능하므

로 그 활용도가 매우 높다고 히-A다.

이에 따라 북한의 內河水路에 적용가능한 규정을 (「동서독간 통행에 관한 조

약」중 
'

내륙선박통행'편 참조」> 고 찰해 보면 우선 당사국은 그의 영역에서 신속

하고 겅제적인 선빅-운행이 성립될 수 있도록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17조 1항),

內河水路항헹을 ca bota ge 에 준하어 (18조 1 항), 동과운행의 커항으로서 화물운송

시 당해 관청은 ca botage 관련 규정이상의 인가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

다. 운항중 비싱-사태 와 관련해서 선장은 항해중지 및 그 걸정적 인 원인을 관련

관청에 보고하고 (19조 2 항) 해난 둥으로 환적 이 필요한 경우에도 당해 관칭에

통보하고 당해 관청이 현장을 확인한 후 그 효력이 발셍될 수 있음(제19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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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ca bota ge 의 경우와도 같은 절차라고 할 수 있凍다.

동 조 약 제5조(증서의 상호 승인)에 의한 운항항행에 대해서 교 부하는 자격증

명서(제20조)를 남북한간의 관게에서는 內河水路항행 기준으로 하면 될 것이다

(제20조1항참조). 내륙선박이 보세입고화물무역에 관한 국제관례상 허가를 득했

을 시에는 보세입고시설의 통보로서 보세입고 승인이 인정되며(제21조) 內河水

路시 별도로 사용되는 비용(예, 수문, 선박기중기, 선박선착장 등)은 관련 세금

및 수수료 징수를 위한 법규정에 의한다(제22조). 또한 이 조약 제23조에 의하

면, 체약국은 특정지역 (Elbe강 472.6km부터 566.31隱까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내

륙선박통행을 완전히 보장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남북한의 경우에 있어서도 쌍방

이 특정구역(예, 남포와 평양간의 內河水路)의 내수로 통행을 보장하는 규정을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다 하겠다.

2. 南北韓問 還航形態

남북한간 해로개설에 의해 화물운송이 이루어질 때 남북한 선박의 운항형태는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겠지만 크게 공동운항과 독자운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

며 행정지도에 의한 
'

자율공동운항유도'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

의 경제외적 요소가 존재하는 환경하에서 단독운항 보다는 위험분담의 차원에서

공동운항이 바람직스럽다고 하겠다.

남북한 항로에 제3국의 선사의 참여가 배제될 수 있다면 균등선복투입에 의한

공동운항과 균등선복平입에 의한 단독운항이 고 려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3

국 션사의 남북한 항로참여 제지가 불가능하다면 이때는 자유선복투입에 의한

독자운항이나 자유선복투입에 의한 자율공동운하유도(행정지도)로 그 운항형태

가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1) 균등선복平입에 의한 공동운항의 경우 : 균등선복은 적재능력기준과 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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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 후자가 바람직한 젓으로 보인다. 균등선복투입 량이란 일반적으로 동급·동

형의 선박을 의미하므로 1만 중량톤(G/T) 1척 기준시, 5천 중량톤 2척을 투7J하

어 적재능력기준을 적용할 경우 운항 및 운영상의 지장이 초대될 수 있기 때문

이다.

공동운항의 경우는 공평적취가 원칙이나 현재 북한 선데의 구성이 小규모임을

고 려할 떼 비헌실적인 사안이므로 남북 합작투자 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 젓이다.

Da러나 균등선복투입이 전제되는 경우 북한은 선복투입이q- 영려면에서 제약이

별로 없을 것이나 남한선사들은 컨소시움을 통해야 하기 떼문에 적극적이고 자

유로운 엉업활동에 상대적으로 많은 제약을 갖게 될 것이다.

(2) 균등선복투입에 의 한 단독운항의 경우 : 선복투입을 보장 받는 선사는 독
w

자적인 영업망을 갖게 되모로 유리하나 쌍방간에 합의된 균등선복을 신사간에

배분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특헤시비나 찹음의 소지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균등선복이 전제될 경우 남한측 입장에서는 독자운항이 사실상 어리운 실

정으로 남북한 쌍방의 공평적취의 어러움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3국 선사의 납북한 항로한어 제지 불기·시에는 
'

균형선복' 투입이 의미

가 없으므로 
'

자유선복' 투입이 가능할 것이다.

(3) 자유선복투입에 의한 독자운항의 경우 : 자유신복투입으로 독자운항은 해

운자유원칙에 부합되고 선사의 자율적인 엉업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

나 이는 사실상 북한의 경우 헌 실정에서 불가능하므로 북한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으며 납한도 많은 선사에게 개별적으로 자유 배선이 허용될 겅우 과당경쟁에

의한 항로질서 문란이 염 러된다. 또한 Local 촤물의 경우 비용개넘 이 엾는 묵한

선사들이 겅쟁에 개입함으로써 무분별한 운잉하릭-이 에상될 수도 있다고 하凍다.

(4) 자유선복투입에 의한 자율공동운항 유도의 경우 : 자유선복투입과 행정지

도에 의해 자율적으로 공동운항을 유도하는 젓으로서 과당겅쟁 방지가 가능할



南4b韓 海路開設 方案 硏究 149

것이다. 그러나 헌실적으로 우선 북한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으며 많은 선사간에

VI. 結 論

남북한간 직항로개설에 따라 직접교역 이 확대되고 경협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는 ca bota ge 의 개발에 심층적인 언구가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법률

적인 측면에서 남북한간의 ca botage와 관련한 직교역이 국내거래로 간주될 수

있도록 국제해사 관련 협약활동에서 남·북한은 상호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할 것이다. 동서독간 해로통항에 관한 협약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대외적으로 남·북한간의 해로개설이 국내교역의 일환으로 인정받는 것이

선결요건이며, 대내적으로는 남북한 쌍방이 점진적인 접근방법으로 해로운영활성

화를 위한 협력종진이 도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협력증진 방안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互惠平等의 原則

해로운영 활성화를 위한 협력증진은 항해 · 통상 및 해운협력의 구축을 강화하

기 위한 것으로서, 남북한간의 해로활성화 방안에서도 호혜평등의 원칙이 적용되

도록 해야 할 젓이다.

2. COl(稅關·檢疫·出入고管理) 手續節次의 簡素化

남북교류협력 합의서에 따라 남북한은 남한의 인천, 부산, 포항항과 북한의 남

포, 원산, 청진항 사이에 우선적으로 해로개설을 추진함으로서 쌍방간의 직교역

증대를 도모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쌍방간의 해상운송은 교 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양국간의 CRI절차가 간소화되어야 하고 양국간의 기항지도 점진적으로 자유화되

어 ca botage활동에 대한 주체가 단계적으로 자유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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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海佯·海運·港濁情報·資料의 交換

남북한간의 해로개설과 교역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양기상, 해운·항만정보자료,

선사촬동 그리고 내륙운송체제 등에 데한 정보 및 자료교환에 있어서 상호협력

해야 할 것이다.

4. 海浮慰쑤(Maritime Leisure)

해양위락과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 예컨데 원산과 속초간 유람선·관광어객선

을 위한 해로개설과 관광활성화를 통해서 2강산과 설악산 권역의 관광생활교통

항로의 개발도 가능할 것이다. 이는 물지-교역보다 한단게 진보된 것으로서 한민

족 경제공동체 구축을 위한 남북한 해로개설의 진일보핀 단게로 볼 수 있을 젓

이다.

5. 伸縮性 있는 船船投入

남북한간 해로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상교역의 활성도에 띠-라서 산축성 있는 선

박투입 량을 걸정해야 한다. 해로개설 초기에는 북한의 해운산업 미비로 선대투입

에 있어서 당분간 남한 선데가 주V할 것으로 에상된다. 따라서 남북한간의 해

로 설로 교역 이 활성회되먼 점진적으로 북한 선데의 할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럭 방안이 모색되 어야 할 젓이다.

6. 複合運送側面에서의 lAVl

해로활성화를 위한 장기적 방안으로서 화물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북한의

항만과 하역시설, 내륙운송부문까지 자본투자와 기술협릭의 증진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고는 제한된 자료와 시간관계싱- 남북한간 해로개설상에 존재하는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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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문제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했으나 처음으로 이러한 주제에 대하여

접근하였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향후 남북한간의 경협위원회에서 보다 구체적인

협상안이 나오면 더욱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남북한간의

해로개설 방안에서 가장 설무적인 작업은 적정선복량의 투입과 운항상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분석적기법으로 Modelin g 이 실행되어야 하나 북한에 대한 자료와

정보의 부족으로 서술적 분석에 그친 젓이 아쉬운 점이라 하겠다. 장래 좀 더 구

체적 자료에 의해 화물별, 선종별, 선형별, 항로별에 따라 ca botage의 기능을 제

고 하기 위한 효율적 운항과 전략적 운용의 조 화를 이룰 수 있는 총체적인 적정

선복량 분석의 묄요성을 제시하면서 본고를 마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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