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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분야를 막론하고 모든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당사자간 분쟁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국가 간 수출입규모가 확대되면서 무역클레임은 더욱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로

발생되어 갈수록 해결방안 마련이 쉽지 않다. 특히, 남북한 간 상거래는 남북관계의 특수

성과 일종의 ‘북한리스크’ 요인 등으로 사업추진에 있어서 예측 불가능한 위험과 불확실

성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남북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해온 많은 기업

들에게 북한 측 거래파트너와의 클레임 발생우려는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해왔다. 남북한

간 상업적거래 규모는 초기 2천만 달러에도 미치지 못했으나, 최고치에 달한 2012년에 약

19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양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그 과정에서

2000년 ‘4대 경협합의서’ 체결 등 교역1) 및 협력사업2)의 제도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당

국간의 노력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나, 여전히 반출입 절차, 결제, 통관, 통행 등 각 분

야별 문제점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즉, 북한체제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제약요소 등으

로 인해 질적인 발전단계 접근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거래당사자간 실질

적 분쟁해결 방안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비록 지난 2010년 ‘5.24조

치’3) 및 2016년 개성공단 중단 이후 남북관계가 별다른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장기 경색

국면을 이어가고 있으나, 이럴 때 일수록 남북경협 재개에 대비하여 분야별 문제점들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다.

그동안 남북한 간의 상거래 분쟁해결 방안에 대해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는데,

이들 선행연구는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먼저 남북한 간 클레임 해결방법

으로써 중재제도의 효과성과 제도적 정착방안에 대한 연구들이다. 김광수(2008/2014)4), 서

정일(2004)5), 신현윤(2007)6), 이주원(2008)7), 오현석(2019)8), 정응기(2019)9) 등 다수의 연

1) 남한과 북한간의 물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및 전자적형태의 무체물의 반출⋅반입을 의미( 남북교류협
력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

2)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의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 4항)

3) 2010년 5월 24일 정부가 발표한 남북교류협력 중단조치로 북한선박의 우리해역 운항 불허, 남북교역 중단,
우리국민의 방북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취약계층을 제외한 대북지원사업 보류 등이 취해졌음.

4) 김광수, “남북상사중재 제도의 발전방향”, 중재 가을호, 대한상사중재원, 2008. 9.; “개성공단에서의 남북상사
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24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14.5.

5) 서정일, “남북상사중재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제도운영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학회 세미나 및
토론회 자료집, 한국무역학회, 2004.8.

6) 신현윤, “남북상사중재의 현황과 과제”, 남북상사중재업무 세미나 발표자료집, 대한상사중재원, 2007.12.
7) 이주원, “남북상사중재에 있어 중재인선정방식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18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08.3.
8) 오현석, “남북 투자분쟁해결의 법적쟁정에 관한 고찰”, 중재연구 제29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19.6.
9) 정응기, “개성공업지구에서의 투자분쟁해결”, 저스티스 제171호, 한국법학원, 20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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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에서 개성공단을 포함한 남북경협 관련 상사분쟁 발생시의 중재를 통한 해결방안과

이와 관련한 현안 및 이행과제들에 대해 분석하였다. 두 번째는 남북교류협력 관련 당국

간 합의서 및 북한의 법제도 분석 등을 통해 문제점과 분쟁발생시의 대응방향에 관한 연

구이다. 장명봉(2004)10), 최석범(2007)11), 신현윤(2016)12), 조영승(2019)13) 등의 연구에서

북한의 상사중재제도 현황 및 대외경제중재법 등 관련 법․제도, ‘남북 4대 경협합의서’

의 성격 및 의의 분석을 통해 분쟁발생시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세 번째는 양안관계를

비롯하여 각국 중재제도 비교를 통한 남북한 간 분쟁해결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연구들이

다. 최명길(2006)14), 신종호(2010)15), 양효령(2017/2018)16) 등은 중국과 대만 간 상사분쟁

해결 관련 제도 마련 및 이행현황 분석을 통해 남북경협에의 적용방안과 시사점을 제시하

였다.

이에 반해 ‘남북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이하 ‘남북경협’으로 통칭)을 추진하는 민간기업

입장에서의 클레임발생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 중점을 맞춘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남북경협 추진 기업들의 클레임 관련 대응현황과 계약서상의

분쟁해결 조항 유형 등을 분석하여 그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효율적인 개선방향을 살펴보

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남북한 간 상거래의 추이와 구조 그리고, 교류협력 관

련 남북한 법⋅제도적 체계를 고찰하고, 제3장에서는 남북경협 현장의 클레임 유형과 계

약서상 분쟁해결 조항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개선방향 및 시

사점을 제시하였다.

Ⅱ. 남북경협 구조 및 분쟁해결 관련 법․제도 현황

1. 남북경협 발전추이 및 구조

지난 1989년 이후 ‘5.24조치’로 인해 교역이 중단된 2010년까지 거래유형별 남북교역은

10) 장명봉,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에 관한 일고”, 중재 겨울호, 대한상사중재원, 2004.11.
11) 최석범, “북한 대외경제중재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8권 제1호, 한국관세학회,

2007.2.
12) 신현윤, “북한 대외경제중재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집행상의 문제점”, 저스티스 제154호, 한국법학원, 2016.6.
13) 조영승, “남북 4개 경협합의서의 공법적 검토”, 공법학연구 제20권 제2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19.5.
14) 최명길,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양안교류법제의 시사점”, 법학논총 제18권,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2.
15) 신종호, 중국-대만간 교류협력의 특징 및 남북관계에 대한 시사점, 경기개발연구원, 2010.12.
16) 양효령, “중국과 대만 양안 간의 경제교류 협력 법제의 특징과 남북경협 법제 확립의 시사점”, 동북아법연
구 제11권 제2호,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7.9.; “중국 해협양안 중재센터 중재규칙의 특징과 남북상
사중재위원회 중재규칙 제정의 시사점”, 중재연구 제28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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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거래 87.4%, 비상업적거래 12.6% 등 상업적거래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초창기에는

해외중개상을 통한 간접형태의 일반교역에 집중되었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 농수산물,

광산물 등의 위탁가공교역을 중심으로 교역당사자간 직접교역이 증가하였고, 개성공단처

럼 북한지역에의 직접투자 단계까지 이르는 등 질적인 측면에서도 일정부분 성장하여 왔

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동 기간 상업적 거래규모는 개성공단사업 관련 거래가 42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일반교역17) 39억 달러, 위탁가공교역 31억 달러 순으로 이루어졌다.

2005년부터 개성공단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상업적거래에서 개성공단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하기 시작해 2006년에 40%를 넘어섰고, 2008년에는 52.8%를 기록함으로써 일반교역

과 위탁가공교역을 합한 규모보다 커지게 되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2015년까지 이어졌다.

반면, 남북한 간 상거래는 무관세 혜택과 저임금인력 활용이라는 혜택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 특수성과 법․제도적 한계, 인프라 문제 등 북한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제약요인으

로 인해 정체를 면치 못하였다.

<표 1> 남북교역 중 상업적거래 현황

(단위 : 천 달러)

17) 일반교역은 남한과 북한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 등의 이
동(반출․반입)”을 의미함.

구 분
순수교역 경제협력

전 체
일반교역 위탁가공 개성공단 기타

1989-97 1,229,529 232,873 - 1,462,402

1998 72,701 70,988 - 38,853 182,542

1999 89,416 99,620 - 47,028 236,064

2000 110,529 129,190 - 33,631 273,350

2001 111,389 124,924 - 18,856 255,169

2002 171,782 171,177 - 24,967 367,926

2003 223,670 185,009 - 21,121 429,799

2004 171,324 175,959 41,686 47,522 436,492

2005 209,778 209,729 176,736 93,298 689,541

2006 304,130 252,958 298,795 72,185 928,069

2007 461,411 329,912 440,677 199,173 1,431,173

2008 399,427 408,309 808,445 95,684 1,711,866

2009 256,141 409,714 940,552 35,708 1,642,115

2010 117,862 317,558 1,442,856 10,989 1,889,266

2011 226 3,704 1,697,632 765 1,70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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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 조치 이후 일부 인도지원 물자를 제외하고는 반출입 실적이 전무한 상황을 감안하
여 2015년까지의 통계를 활용하였음.

* 통일부 통계를 토대로 저자 작성

남북교역 중 실질적인 상거래라고 할 수 있는 순수교역(일반교역 및 위탁가공교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일반교역은 북한산 농림수산물 및 광산물 등을 중심으로 한 반

입이 주를 이루었는데, 2007년에 461백만 달러로 정점을 나타냈다. 일반교역이 전체교역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이전까지 80%이상으로 나타났으나, 이후 위탁가공 관련 물

품 반출입 등이 증가하여 50~60%대로 하락하였으며, 2005년 이후에는 개성공단 반출입

물품 증가로 10~20%대 이하로 떨어졌다. 교역 초기에는 철강금속제품 및 광산물이 주로

반입되었으나, 1998년 이후에는 북한산 농수산물 품목이 일반교역을 주도하였다. 위탁가

공교역은 우리기업의 추가적인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리스

크가 적고, 양질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꾸준한 성장을 나타내어

2009년에는 410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북한은 남북경협 진행과정의 오랜 노하우와 중국과

의 경제협력사업 추진경험 등을 통해 위탁가공에 필요한 기초적인 인프라를 구비하고 있

으며, 관련 근로자의 생산성도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18) 대상분야도 초기에는 섬

유제품 및 생활용품 등으로 한정되었으나, 점차 농수산물 가공품, 전자·전기제품, 전기배

선, 운반용 기계류 등으로 다양화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전체 교역업체수 역시 1989년 32

개사에서 2008년에 1,354개사로 대폭 확대되었는데, 분야별로는 일반교역 574개사, 위탁가

공교역 187개사, 개성공단 관련 495개사 등으로 구성되었다.19) 가장 비중이 높은 일반교

역의 경우 2008년을 기준으로 농수산물 425개사, 광산물 52개사, 철강금속제품 17개사,

섬유류 6개사, 기타 74개사로 농수산물 취급업체 수가 73.3%를 기록하여 가장 많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위탁가공교역은 전체의 약 86%로가 섬유류 관련업체로 분포되었다.20)

18) 중소기업연구원, “남북중 3각 협력모델연구”, 2015 연구용역물, 통일부, 2015.3., p.78.
19) 통일부, 관세청 통관기준 통계자료(사업자등록번호 기준)
20)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남북교역 25년사, 2016.12., p.112.

구 분
순수교역 경제협력

전 체
일반교역 위탁가공 개성공단 기타

2012 843 - 1,961,195 4 1,962,042

2013 589 - 1,132,174 136 1,132,899

2014 178 - 2,337,809 520 2,338,507

2015 183 - 2,703,565 553 2,70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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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북한 상사분쟁해결 관련 법․제도 및 규정

(1) 남북경협 관련 합의서 체결현황

1) 개요

남북은 과거에 각자의 입장에서 자체적으로 교류협력 관련 법제를 마련하여 적용해왔으

나, 1990년대 이후 당국 간 공식회담이 점차 증가하면서 당국 간 ‘남북합의서’ 체결과 발

효절차 이행을 통한 법적효력 부여,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각자의 관련 하위법제 정비 순

으로 교류협력 법제를 구축해 왔다.21)

<표 2> 2000년 이후 남북 당국 간 주요 경협합의서 체결현황

일 자 명 칭

2000. 12. 16

남북사이의 투자보장 관련 합의서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제방지 합의서
남북사이의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2002. 12. 8
개성공업지구 통신 합의서
개성공업지구 통관 합의서
개성공업지구 검역 합의서

2003. 7. 31 남북 원산지 확인절차 합의서
2003. 10. 12 남북 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 합의서
2004. 1. 29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 출입 및 체류 합의서
2006. 6. 6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 합의서
2007. 7. 7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 세부합의서
2007. 10. 4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남북정상선언
2007. 11. 6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 합의서

* 임수호 외, 남북한 CEPA 체결의 중장기 효과 분석과 추진방안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12., p.51.

특히, 경제분야에 있어서는 2000년 12월 남북사이의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

해결, 청산결제 등에 관해 남북사이의 투자보장 관련 합의서 (이하 ‘남북 투자보장합의

서’),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

서 , 남북사이의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이하 ‘남북 상사분쟁해결합의서’) 등

‘4대 경협합의서’를 체결하였다. 지난 2001년 6월 국회동의를 거쳐 2003년 8월 발효된 ‘4

대 경협합의서’는 북한의 대남 경협사업에 있어서도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다.

21) 법무부, 중국과 대만의 교류협력 법제 연구, 2008., pp.51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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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보장 및 상사분쟁 관련 합의서

이상의 ‘4대 경협합의서’ 중 ‘남북 투자보장합의서’에서 남북은 각자의 법령에 따라 상

대방 투자자에 의한 투자를 허가하고, 해당 투자자산을 보호하되 그 투자자 및 자산에 대

해서는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기로 합의하였다.22) 특히, ‘남북 상사분쟁해결합의서’는 경제

협력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해결 과정과 절차를 명시하였는

데, 처음으로 상사중재기구를 통해 해결하고자 ‘남북상사중재위원회’ 설립에 합의하였다.

즉, 남과 북이 각각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동 위원회를 구성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

는 한 중재판정을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지역의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집행

하도록 하였다.23) 동 합의서 발효의 후속조치로써 2003년 10월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

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를 채택하고, 발효일로부터 6개월 내에 상사중재위원회를 구성하

기로 합의하였다.24) 그리고 이는 쌍방 각기 합의서 발효절차를 거쳐 2005년 8월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를 경유하여 발효통지문을 교환함으로써 정식 발효되었다. 이를 통해 남

북경협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에 대해 1차적으로 당사자 간 ‘협의’의 방법으로, 2차

적으로는 ‘중재’와 ‘조정’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25) 남북

한 간 사법공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경협관련 상사분쟁이 발생할 경우 아직

까지는 기 합의된 남북상사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절차가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26) 반면, 현재까지 ‘남북상사중재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으며, ‘남북상사중재위

원회 중재규칙’도 제정되지 않은 실정에서 청산결제 사안이나 상사분쟁 발생 시 원활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남북 투자보장합의서 에 따르면 북한이 임의대로 남한

의 투자자산을 수용 또는 국유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 2011년 북한은 금강

산국제관광특구법 을 채택하는 등 기 마련된 합의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다.27)

(2) 북한의 대외경제․무역 관련 법제 및 분쟁해결 조항

1) 개요

북한의 대외관련 법제는 외국의 대북한 교역 및 투자에 적용되는 가장 근본이 되며, 북

한이 대외경제개방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28) 1984년 이후

외국인투자법 , 합영법 ,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 등 대외경제 관련 법규를

22) 신종호, 전게서, p.30.
23)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제16조
24)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제14조
25)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제1조
26) 신현윤, 전게논문, 2007.12., p.1.
27) 최장호 외, 북한의 무역제도 연구 : 남북한 CEPA 체결에 대한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8.12., p.47.
28) 이기회, “남북경제협력과 관련된 북한의 대외경제법제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28권 5호, 2003.12., 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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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하였으며, 1990년대 들어서 대외경제계약법 , 대외민사관계법 , 수출입상품검사법 ,

무역법 , 기술수출입법 , 대외경제중재법 등의 제정을 통해 대외무역제도 체계화에 중

점을 두었다. 이 시기 제․개정된 법제들의 특징은 북한 대외무역의 원칙 제시 및 절차

확립, 분쟁해결의 원칙과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무역과정에서의 정치적 비중을 줄여나간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29) 특히, 1995년 대외경제계약법 , 대외민사관계법 제정을 통해

대외경제계약의 원칙과 이행, 분쟁해결 방안을 법제화하였고, 1999년 대외경제중재법 을

채택하여 대외무역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절차를 마련하였다. 외국인 투자와 관련해서

합영법 과 합작법 에는 ‘합영기업’과 ‘합작기업’의 출자방식과 심의기관, 정관, 이윤송

금, 책임소재, 우대정책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투자란 외국투자자가 경제활동

을 위해 북한에 재산, 재산권 또는 특허에 투자하는 것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은 합영30), 합

작31), 단독의 형태로 투자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32) 투자자는 반드시 서면계약서로 계

약을 체결하고 정부부문에 설립허가를 신청해야 한다.33) 한편, 2010년 이후에는 외국인

투자법 · 외국인기업법 (2011년), 무역법 · 세관법 (2012년), 수출입상품검사법 (2013년),

합작법 · 합영법 · 대외경제중재법 (2014년) 등이 새롭게 개정되었다.

2) 국제무역․투자분쟁 관련 법령 현황 및 조항 구성

북한에서 국제무역분쟁 관련 해결제도는 북한 민법 , 민사소송법 , 대외경제중재법 ,

대외민사관계법 등의 국내 법․규범들, 개별국가들과 체결한 조약들, 국제무역 분쟁해결

과 관련한 다자조약들 및 국제관례 등에 기초하고 있다.34) 북한 ‘대외경제성’ 소개에 따

르면 북한에서 투자과정 중 발생한 분쟁은 먼저 협상을 통해 해결할 것을 추천하고, 협상

으로 해결불가 시 조정, 중재, 심판 등의 방식으로 해결하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서 국

제중재, 제3국 중재 신청도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35)

중재에 관한 법적 근거인 대외경제중재법 은 북한의 대외중재와 관련한 기본법이며,

합영법 , 합작법 , 외국인투자법 등 외국인투자관계법이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던 분

쟁해결수단으로써의 중재제도를 총괄하는 성격을 가진다. 이와 함께 외국인기업의 대북투

29) 최장호 외, 전게서, p.41.
30) 북한기업과 외국기업의 공동투자, 공동경영을 원칙으로 하고 당사자들이 출자한 재산과 재산권에 대한 소유
권을 가지며, 독자경영활동을 하고 경영활동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해 자기 등록 자본으로 책임진다.(북
한 합영법 제5조)

31) 북한투자자와 외국투자자가 공동 투자하지만 북한 측에서 단독으로 경영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외국 상대의
출자 몫을 상환하거나 이윤을 분배하는 형태임.

32) 북한 외국인투자법 제2조
33) 商务部国际贸易经济合作研究院, 对外投资合作国别（地区）指南-朝鲜（2017年版), 2017., p.43.
34) 장명봉, 전게논문, p.15.
35) 商务部国际贸易经济合作研究院, 전게서, 2017., 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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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대한 분쟁해결을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외국자본과 기술을 유치하기 위한 법적․제도

적 보장장치 역할을 하고 있다.36) 동 법은 ‘중재합의’, ‘중재부 구성’, ‘중재절차’, ‘재결집

행’ 등 총 6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99년 7월 제정된 이래 2차례 개정이 이루어

졌다. 2008년 1차 개정에서는 유엔국제무역거래법위원회(UNCITRAL)의 국제상사중재모

델법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을 상당 부분 수용한 바 있다.37)

또한, 가장 최근인 2014년 개정의 특징은 중재의 대상과 적용범위를 확대한 측면에서 찾

을 수 있는데, 주요내용은 첫째, 중재위원회를 기존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 및 ‘조선해

사중재위원회’에서 ‘조선콤퓨터쏘프트웨어중재위원회’를 포함하여 지정하였으며,38) 두 번

째로, 대외경제중재의 당사자로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을 추가

하였고,39) 세 번째는 적용범위를 대외경제활동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확대하였다.40)

이밖에 북한의 대외경제계약법 과 외국인투자 관련법상 분쟁해결 조항을 보면 ‘당사자

간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을 시도하고, 이에 따른 해결방법을 찾지 못한 경우에 한해 중재

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41) 한편,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외국자본과 기술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 중에서 주목할 만한 사항이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 정책의 추진인

데, 2013년 5월에 제정된 경제개발구법 에서는 분쟁해결 관련 별도의 장을 마련하여 신

소,42) 조정, 국제중재 및 재판에 의한 분쟁해결방법을 규정하고 있다.43) 이를 통해 분쟁해

결에 대해 “중재합의에 따라 북한 또는 외국의 중재기관에 중재를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

할 수 있으며, 중재절차는 국제중재위원회의 중재규칙에 따른다.”44)는 조항을 통해 국제중

재에 의한 분쟁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표 3> 북한의 대외무역 및 투자 관련 법규상의 분쟁해결조항 현황

36) 신현윤, 전게논문, 2016.6., p.196.
37) 신현윤, 전게논문, 2016.6., p.207.
38) 북한 대외경제중재법 제3조
39) 북한 대외경제중재법 제5조
40) 북한 대외경제중재법 제2조
41) 북한 대외경제계약법 제42조
42) 자기의 권리와 이익에 대한 침해를 미리 막거나 침해된 권리와 이익을 회복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북
한 신소청원법 제2조)

43) 북한 경제개발구법 제7장(제59조～62조)
44) 북한 경제개발구법 제61조

구 분 조항 내 용

대외경제계약법 42조

계약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

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정한 중재절차에 따라

해결한다.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제3국의 중재

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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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내용은 다른 경제특구법령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1년 나선경제무역지대

법 ,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법 과 2013년 경제개발구법 에 이어 2014년 개정된 대외경

제중재법 에서도 ‘제3국의 중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북한 당국이 외국인투자자

의 신뢰 확보를 염두에 두고 외국의 중재판정을 수용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나타낸 것으

로 볼 수 있다.45)

<표 4> 북한의 특수경제지대 관련 법규상의 분쟁해결조항 현황

45) 신현윤, 전게논문, 2016.8., p.208.

구 분 조항 내 용

경제개발구법
60/61
/62조

(조정에 의한 분쟁해결) 관리위원회 또는 해당기관의 분쟁당
사자들의 요구에 따라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
당사자들의 의사에 기초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조정
안은 분쟁당사자들이 수표하여야 효력을 가진다.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 분쟁당사자들은 합의에 따라 경제무
역지대에 설립된 우리나라 또는 다른 나라 국제중재기관에 중
재를 제기할 수 있다. 중재는 해당 국제중재위원회의 중재규
칙에 따른다.

(재판에 의한 분쟁해결) 분쟁당사자들은 경제무역지대의 관할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경제무역지대에서의 행정소
송절차는 따로 정한다.

라선경제무역
지대법

81/82
/83조

황금평․위화
도경제지대법

72/73
/74조

구 분 조항 내 용

외국인기업법 30조

계약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
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조정, 중재, 재판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외국인투자법 22조

외국투자기업노동법 47조

외국투자은행법 32조

외국투자기업회계검증법 47조

합작법 23조

합영법 46조

토지임대법 42조

종합무역장관리법 39조 계약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
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중재 또는 재판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가공무역법 42조

국제철도화물수송법 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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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남북경협 관련 클레임 사례분석

1. 남북경협 추진시 클레임 유형

일반적으로 무역거래에서 클레임이란 거래당사자 일방의 계약불이행, 또는 이행지체로

발생하는 손해를 구제받기 위해 손해당사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한다.46) 무

역클레임의 청구내용으로는 금전배상을 청구하는 손해배상금, 해약변상금 또는 가격 인

상․인하를 요구하는 경우, 금전 이외의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형태의 계약해제,

화물의 반환, 부족분의 추가 송부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의 내

용의 병행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 있다.47)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북경협은 2003년 8월

‘투자보장 합의서’를 비롯한 남북경협분야 ‘4대 합의서’가 발효되고, 2005년 10월 개성에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가 개설되는 등 제도적 여건이 개선되면서 단순교역 및 위탁가

공교역에서 북한 전 지역을 대상으로 농수산업, 경공업, 광업은 물론 IT 분야로까지 협력

사업의 범위를 확대 발전시켜 왔다. 이 과정에서 한때 약 1,300여개를 육박하는 많은 업

체들이 북한과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유형의 클레임 사례에 직면하게 되었으나, 그

대부분은 북한 측 일방에 의해 처리되어온 실정이다. 남북한 사업주체간의 상사분쟁은 북

한 측의 대외무역 경험 및 인식 부족, 내부의 물류인프라 부족 등 여러 가지 요인을 배경

으로 발생된다고 볼 수 있다. 경제제도와 상관습이 다른 당사자 간 경제협력사업을 추진

하는 과정에서 납기지연, 품질불량, 수량문제, 대금결제 문제 등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

는데, 그 유형을 몇 가지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거래당사자간 계약사항에 대한 북한 측 위반에 따른 경우로 동일 품목의 중국

산 및 남한 내 시장가격 동향, 북한 내 생산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존 계약단가를 일방적

으로 인상하여 통보하는 유형이다. 두 번째는 대상물품의 하자와 관련된 클레임으로 남북

교역 초창기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되었으나, 반입물품의 품질불량으로 인한 클레임 문제

46) 박성호, 무역클레임과 상사중재, 유원북스, 2016., pp.15-43.
47) T. R. Newan, "Claims-Made Coverage: What is a Claim?," FDCC Quarterly, Vol. 63 No. 1, 2012., p.4.

구 분 조항 내 용

금강산국제관
광특구법

41조

국제관광특구 개발과 관리운영, 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의견상이는 당사자들 사이에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
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합
의한 중재절차로 해결하거나 공화국의 재판절차로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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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특히, 반입 비중이 높은 농림수산물의 경우, 품목 특성상 생

산․보관, 선적․수송 과정에서의 변질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 북한은 보관시설이

열악하고, 체계적인 품질관리 시스템이 미비하여 품질하자와 관련된 클레임이 자주 발생

한다. 세 번째는 계약물품의 납기관련 클레임으로 이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항만시설과 연

결 도로망 등 사회간접시설 부족과 물류체계 미비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자본주의 시장경제시스템 하의 유통경로 및 단계별 판매마진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다고도 볼 수 있다.

이처럼 북한과의 사업과정에서 다양한 유형의 클레임들이 발생하고 있으나, 합리적인

처리방법 및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황인데, 남한업체의 클레임 제기에 대해 묵살

하거나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오히려 해당업체에 대해 거래중단 압력

등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8) 이밖에 합영 또는 합작사업

의 경우에도 북한 측이 시장경제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익배분이나 재투자, 회계처리

및 감사 등의 부분에서 갈등요인이 발생한다. 이러한 클레임 발생 상황에서 우리업체들의

대응유형 역시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북측의 결정적 하자에 의해 품질․수량 관련 문제

발생시 차기 제공분에 이를 감안하는 상계방법으로 합의하거나, 또는 상호 거래기간이 오

래되고 거래관계가 밀접한 일부 업체들의 경우는 반송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클레임을

제기하는 사례 등이 있다. 반면, 대부분 업체들은 거래중단을 우려하여 제대로 클레임을

제기하기 보다는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는 등 소극적 입장에서 마무리되는 상황으로 전개

되었다.49)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년 조사업체의 47%가 북한과의 분쟁 발생

시 다음 거래에서 타협점을 찾는 수동적인 입장을 취했으며, 25.5%는 일방적으로 피해를

감수한 것으로 나타났다.50)

<그림 1> 남북교역업체 상사분쟁 해결 방법

* 한국무역협회, “남북교역 2009년 평가․2010년 전망”, Trade Focus 제9권 10호, 2010. 3., p.25.

48)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남북교역․경협업체 실태 설문조사 결과” 2014.4.
49)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전게자료, 2014.4.
50) 한국무역협회, “남북교역 2009년 평가․2010년 전망”, Trade Focus 제9권 10호, 2010.3.,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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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남북경협 현장에서 발생되는 여러 클레임 유형과 대응실태에 대해 살펴보

았는데, 이러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대외거래 관련 북한의 인식부족과 제도 및 절차 미비

등에 기인한다. 분쟁발생시 공식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우

리기업들은 사전에 발생소지를 줄이는 것이 최선이며,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 가능한 것이

계약체결시 분쟁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사전 협의하여 명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

다. 이에 계약체결과정에서의 클레임 발생 요인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 교

역․경협업체들이 북한과 체결했던 관련서류의 세부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향후

개선방향을 모색하는데 활용하고자 한다.

2. 남북경협 계약서상의 분쟁해결 조항

그동안 남북경협 현장에서 체결되었던 실제계약서 중 분쟁해결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35건을 대해 사업유형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사업분야는 크게 일반교역, 위탁가공교

역, 북한 내륙투자 협력사업 부문으로 분류하였고, 일반교역 15건, 위탁가공교역 및 내륙

투자 관련 각각 10건의 계약서를 활용하였다.

(1) 일반교역

일반교역은 남북한 간 매매계약에 의한 상품거래로, 대금결제 또는 물물교환 조건으로

상품을 북한에서 반입하거나 북한으로 반출하는 거래형태를 의미한다.

<표 5> 일반교역 계약서상의 분쟁해결 조항 구성내용

구 분 조 항 내 용
A형
(6건)

협의에 의한
해결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호간 이익을 원칙으로 하여 이행과정
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쌍방이 협의하여 해결함.

B형
(6건)

남북상사중재
위원회에
의한 해결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분쟁은 쌍방 협상의 방법으
로 해결하며, 안될 경우 북남이 맺은 상사분쟁에 관한 합의서
에 따라 ‘북남상사분쟁위원회’에서 해결함.

C형
(3건)

기타

-계약 이행과정에서 상호간 문제가 발생하면 ‘민경련’의 최종
합의안에 따름.

-계약 이행과정 또는 해외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협상방
식으로 우호적으로 해결하며, 법적분쟁 발생시 제3국법으로
조정 해결함.

-계약 이행과정에 발생하는 분쟁은 호혜의 원칙에서 협상의 방
법으로 해결하며, 협상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해당나
라 준법기관에 중재하여 해결함.

* 일반교역 계약서상의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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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초기에는 주로 철강금속제품 및 광산물이 반입되었으나, 2000년대 이후에는 농수산

물 품목이 주를 이루었다. 계약체결은 간접교역의 경우 중개인을 통해서, 직접교역의 경우

북한의 대남경협 지정창구인 ‘민족경제협력연합회’(이하 ‘민경련’)를 통해 이루어졌다. 분

석대상 계약서는 총 15건이며, 농수산물 분야 8건, 광물(모래 포함) 분야 7건 등이며, 분

쟁해결 조항의 구성내용에 따라 크게 3가지 형태로 구분해 보았다. <표 5>에서 보는 바

와 같이 15건의 분쟁해결 방법을 구분한 결과, 구체적 방법의 제시 없이 쌍방의 협의에

의한다는 단순내용만이 명기된 사례가 6건이었는데, 이중 5건이 농수산물 분야였다. 또한

남북이 합의한 상사중재위원회에 의한 해결을 명시한 경우 역시 6건인데, 대부분 광물분

야 계약 건으로 확인되었다. 그밖에 ‘민경련’의 합의에 따른다는 경우와 제3국법 및 제3

국 준법기관의 중재를 통해 해결하도록 명시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거래과정에서 제3

국(중국)법인을 당사자로 내세워 체결한 사례였다.

(2) 위탁가공교역

위탁가공교역은 북한에 가공임 지급 조건으로 설비 및 원․부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북한에 제공하고, 가공물품을 남한으로 반입(또는 제3국으로 수출)하는 거래형태이다.51)

주요 대상품목은 섬유류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전자․전기류, 농수산물, 생활용품

순으로 구성되며, 일반적으로 계약체결은 ‘민경련’ 산하 분야별 총회사52)와 이루어졌다.

분석대상 계약서는 의류․신발 분야 6건, 농산물 분야 4건 등 총 10건이며, 분쟁해결 조

항의 구성내용에 따라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표 6> 위탁가공교역 계약서상의 분쟁해결 조항 구성내용

구 분 조 항 내 용

A형
(9건)

협의에 의한
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들은 쌍방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함.

B형
(1건)

기타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분쟁은 쌍방 협상의 방법으
로 해결하며, 안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의 유관 법규에 근거하
여 중국유관기관의 중재 처리를 받음.

* 위탁가공교역 계약서상의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작성

<표 6>에서처럼 분석대상 계약서 10건을 살펴본 결과, 일반교역과는 달리 총 9건의 계

약서에서 구체적 방법의 제시 없이 쌍방 협의에 의해 해결하는 내용으로 확인되었다. 그

51)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남북경협 가이드북, 2012.10., p.19.
52) ‘민경련’은 산하에 삼천리총회사(전기․전자 등), 광명성총회사(경공업 및 의료기기 등), 개선총회사(농수산물
등), 새별총회사(의료 및 피복류 등), 명지총회사(지하자원 등), 광복총회사(철도 등) 6개의 총회사를 두고 있
으며, 각 회사별 사업 분야를 구분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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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나머지 1건은 국내업체가 중국에 법인설립 후, 해당 중국법인과 북한회사 간 계약

이 체결된 경우였으며, 중국의 법규와 중국기관의 중재 처리를 받도록 명시하였다.

(3) 투자협력사업

투자협력사업은 남한 사업자가 북한 내륙에 투자하여 남북 사업자 공동으로 영리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한 수익창출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협사업이다. 초기에는 평양 중심의

소규모 제조업에서 점차 북한 전 지역을 대상으로 농업, 경공업, IT 등 다양한 분야로 확

대되었다.53) 일반적으로 계약체결은 ‘민경련’ 또는 북한 내 분야별 회사들과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다. 분석대상은 총 10건이며, 투자방식별로는 합작 9건, 합영 1건이고, 분쟁해결

조항의 구성내용에 따라 크게 3가지 형태로 구분해 보았다.

<표 7> 투자협력사업 계약서상의 분쟁해결 조항 구성내용

구 분 조 항 내 용

A형
(3건)

협의에 의한
해결

계약을 이행과정에서 제기되는 의견 상이와 분쟁은 상호 협의
의 방법으로 해결함.

B형
(4건)

남북상사중재
위원회에
의한 해결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분쟁은 상호 협의하여 우호
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며, 안될 경우 북남이 맺은 상사분쟁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북남상사분쟁위원회’에서 해결함.

C형
(3건)

기타

-계약이행 과정에서 생기는 분쟁은 상호 협의하여 우호적인 방
법으로 해결하며, 안될 경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경제무
역지대법규에 따라 재판기관의 판결에 따라 해결함.

-계약 이행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당사자들 사
이 또는 합작기업공동협의회에서 협의하여 해결함.

-계약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호상 화해와 협상의 방법
으로 해결하며, 안될 경우 피고자 나라 국제무역 중재기관에
의뢰하여 해결함.

* 투자협력사업 계약서상의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작성

<표 7>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분석대상 10건 중 ‘쌍방의 협의에 의해 해결’하는 내용

이 3건이며, ‘남북한 간 합의한 상사중재위원회에 의한 해결’을 명시한 경우는 4건이다.

이밖에 투자대상지역이 북한 경제특구 내에 있을 경우, ‘해당지역 법규에 근거하여 재판

기관의 판결에 의하도록’ 규정한 사례와 ‘합작기업공동협의회’에 권한을 위임한 경우가 있

었다. 또한 해외기업과 공동합작사업의 경우 ‘해당국 국제무역 중재기관에 의뢰하여 해결’

하도록 규정하였다.

53)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전게서, 2012.10.,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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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남북경협 분쟁해결 개선방안 및 시사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남북한 간 상거래 클레임 발생시 이를 중재할 수 있는 실

질적 기구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남북경협 재개에 앞서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무역클레임은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

선의 방법이며,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기

업들 입장에서는 우선적으로 분쟁을 예방하는데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미 발생된

분쟁은 당사자들이 소송에 의하지 않고, 신속․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

다 필요하다.54) 아울러, 정부입장에서도 추후 남북경협 주체들의 실질적 클레임 예방 및

원활한 해결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향후 남북경협 재개에 대

비한 대응방안을 관련 기업 측면과 정부 입장에서 각각 구분하여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남북경협 기업 측면

남북경협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차원에서는 첫 번째, 거래안정성 확보를 위해 중국 등 제

3국 법인과의 협력을 통한 공동 진출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은 거래상대 및

상거래의 특성, 계약내용, 발생가능 분쟁의 성격 등을 복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선의 대응방

안을 준비해야 한다. 앞서 남북경협 분야별 계약상의 분쟁해결 조항에서 본 바와 같이 중

국 등 제3국법인의 형태로 북한 측과 체결한 계약에서는 ‘제3국법으로 조정․해결’ 또는

‘중국유관기관의 중재처리를 받도록’ 명시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유효한 분쟁해결 장치가

명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북한과 오랜 동맹관계 하에서 지속적인 대북한 교역․투

자를 실시해 왔으며, 북한진출 중국기업들은 자체 이익을 대변하는 ‘조선중국상회’를 설립

해 자국기업 대상 투자·무역 및 도급에 관한 자문과 지원 등을 통해 협상력을 강화하고

있다.55) 현재와 같이 당국 간 분쟁해결 장치 마련이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거나 또는 명확한 해법이 도출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제3국 법인과의 공동 진출방안

은 우선적으로 검토 가능한 현실적 대안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내륙투자기업들은 북한

경제개발구를 중심으로 외국기업과의 합작 등 공동진출을 통해 리스크 분산 및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살펴본 북한의 무역․투자 법규 역시 경제개발구 및 특구

54) 신군재, “부산지역 무역클레임 해결방법 선호도에 대한 실증연구”, 통상정보연구 제8권 1호, 한국통상정보학
회, 2006.2., p.89.

55) 신현윤, 전게논문, 2016.6., p.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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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기업의 경우 ‘국제중재기관의 중재 제기’ 및 ‘국제중재위원회 중재규칙에 의한 분쟁해

결 방식’을 규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을 감소시킨 것을 볼 수 있다. 그동안 점진

적으로 북한당국이 상거래에서 국제기준의 반영을 증가시키며, 무역․투자 분야 등에서

정치적 비중을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제한적 법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북한체제의 특성상 법이 제정되더라도 현실에서 구속력을 갖는 경우가 미미하고, 선언적

ㆍ형식적 성격을 많이 갖는다는56) 사실을 항상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물론, 남․북․중 3

개국 기업이 연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경협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계약내용에 분쟁해결 조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분쟁발생에 대비해 제3자 조정기능을 계약서에 추가하는 것이 필요

하다. 앞의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동안 우리 교역․경협기업들은 북한과의 계약에

서 분쟁조항을 아예 삽입하지 않거나 포함하더라도 대부분 실효성 없는 형식적 내용을 명

기함으로써 문제발생시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남북상사분

쟁위원회에서의 해결’을 명시한 계약조항 역시, 당국 간 구체적 후속조치가 완결되지 않

은 상황에서는 그 효과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선언적 내용에 불과하다. 앞으로 남북한 간

경협이 활발해져 우리기업, 개인, 단체와 북한의 경제기관, 기업소, 단체와의 사이에 무

역․투자․서비스 계약이 체결되면 그 이행, 양도, 변경, 손해배상 등과 관련하여 여러 유

형의 분쟁이 발생될 수 있을 것이다.57) 계약체결 시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상호간의 권

리・의무를 확인하고, 반드시 정식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분쟁해결 조항

을 최대한 빈틈없이 준비하고, 발생 가능한 클레임 유형을 검토하여 상호 교환되는 서류

들의 철저한 점검과 보관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사업 추진과정에서 재산권 침해 및

분쟁발생시, 실질적 해결방안으로써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3국의 상사중

재원을 관할로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협의할 필요가 있다.

2. 정부 측면

한편 정부차원에서는 우선 클레임 해결을 위한 상시 협의시스템 및 제도적 체계를 구

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과의 상사분쟁 발생시 일반적 국제상거래에서의 해결방법에

의할 수 없으며, 민족 내부거래 규정에 따라 남과 북의 어느 한쪽 국내법으로만 처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측면에서 당국 간 합의 공동기구인 ‘남북상사중재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사분쟁을 해결하는 ‘제3의 분쟁해결시스템’을 도출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시

도임에 틀림없다.58) 그러나, 합의서 채택 이후 아직까지 위원회도 구성되지 못한 상태에

56) 법무부, 통일법무 기본자료, 2018., p.3.
57) 서정일, 전게논문, p.118.
58) 김광수, 전게논문, 2014.5.,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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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 역할을 기대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남북한 간 상사중재에 관한 후속조치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당국 간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나가는 노력과 함께 민간차원

에서의 상시 접촉창구를 마련하는 투트랙 전략을 병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차원

에서 중국과 대만의 사례는 매우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양안간의 교류협력

추진체계의 대표적 특징으로는 ‘해협교류기금회(’해기회’로 약칭)’59)와 ‘해협양안관계협회(’

해협회‘로 약칭)’60)로 대표되는 반관반민 기구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 차원

의 공식적인 교류협력 창구 부재를 보완하고 있는 두 기관은 양안 교류협력에 관하여 실

질적이고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 받았다.61)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 중국은 대만과 관련된 민ㆍ상사 분쟁사건을 전담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2015년 12

월 29일 ‘양안중재센터’를 설립하였다. 동 센터는 중국과 대만의 경제ㆍ무역 분쟁 및 양

안 기업 간의 발생하는 경제관련 분쟁을 전담하여 해결하기 위해 중국 최초로 설립된 민

간 중재기관으로서 양안의 경제ㆍ무역교류법제 환경조성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

다.62) 남북한 간에도 이러한 방식의 접근을 위한 반민반관 형태의 남북교역 전문관리기구

를 통해 본격적인 중재절차 진행이전 단계부터 해당 클레임에 대한 상시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 1998년부터 중국 북경과

단동에 ‘민경련’ 대표부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남한 기업들에 대한 비대칭적 협상구조를

형성해 왔다. 아울러, 2013년부터는 민간단체 형식의 ‘조선경제개발협회’를 출범시켜 외국

의 비정부기구, 민간급 협회, 단체, 기업 및 개별 경제인들과 자국 경제단위를 연결하고,

특수경제지대 홍보 및 투자촉진의 기능, 투자관련 합의서․계약서 체결 권한을 부여63)함

으로써 대외창구를 일원화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남북경협 전문관리기구 설립과 신의주

인접 중국 지역(단동, 심양 등)에 동 관리기구가 운영하는 (가칭)‘남북경제협력 지원센터’

를 설립하여 상사분쟁 관련 사안 등에 대한 북한 측 창구와의 상시 협의채널 확보가 필

요하다. 이를 통해 남북교역 및 위탁가공교역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접점에서 이를

지원하고, 남․북․중 3각 협력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특히, 단동은 신의주와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북중 간 경제교류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최

대 접경지역으로 남․북․중 3각 협력의 거점역할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며, 이곳에 ‘지원

센터’가 설립된다면 남한의 중소기업, 중국의 조선족/한족 기업가, 북한 측 사업인력 등이

상시적으로 접촉 및 협의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64) 두 번째로는 본격

59) 대만의 반민반관 비영리 재단법인이며, 실제로는 행정원 대륙위원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중국측 ‘해협회’의
협상파트너로서 민간차원의 양안간 교류협력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60) 대만측 ‘해기회’의 교섭상대로 설립된 사회법인형태의 조직으로서 ‘해기회’와의 접촉을 통해 교류협력과정에서
야기된 제반문제를 협의하는 동시에 양안의 3통 및 정부차원의 협상 분위기를 조성하는 임무를 띠고 있음.

61) 신종호, 전게서 p.114.
62) 양효령, 전게논문, 2018.5., p.115.
63) 조선신보 2013.11.29.자 보도. http://m.nocutnews.co.kr/news/1141345
64) 중소기업연구원, 전게논문, p.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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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경제교류 활성화 대비를 위해서 북한이 뉴욕협약, 워싱턴협약 등 국제중재협약에 가

입하도록 적극 설득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이 국제사회에서의 상사중재 관련 신뢰

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제중재제도에 통용될 수 있는 기준을 바탕으로 국제적 해결절

차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 기업과 북한 당국 간 투자분쟁이 발생한 경우 ‘제

3국 중재’ 또는 ‘국제기구에 의한 중재조항’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65) 측면 등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금년 4월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UN협약(CISG)’에 가입함66)

으로써 CISG 90번째 회원국이 된 점은 조심스럽게나마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당국 간 상사중재에 관한 후속조치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북경협 관련 사업주체간 분쟁해결 장치는 그동안의 제도적

개선노력에도 불구,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북한체제가 가지는 근본적 한계요인 등으로 가

시적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추후 남북경협

재개 및 활성화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남북한 관련 법⋅제도적 인프라 현황, 남북경협 현

장의 클레임 유형과 계약서상의 분쟁해결 조항 분석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고찰하였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남북경협을 추진하는 기업차원에서는 첫째, 거래안정성 확보를 위해 중국 등 제3

국 법인과의 공동사업 추진 및 진출방안 모색이다. 북한의 여러 가지 미비한 법·제도 환

경과 미성숙한 시장경제 수준 하에서 상대적으로 북한과의 협력사업 환경에 유리한 위치

에 있는 중국기업 등과의 협력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즉, 그동안

북한이 보여준 사업파트너로서의 남한기업과 제3국기업에 대한 차별적 인식과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남북한 당국 간 합의를 통한 구체적 제도보완 및 실질적 이행

장치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제반여건을 반영한 단계적 접근이 요구된다. 둘째로는 분쟁해

결을 위한 계약내용의 구체적 작성과 분쟁 발생에 대비해 계약조항 내 제3자 조정기능

추가의 필요성이다. 계약체결 시 남북경협의 제반여건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분쟁해결 조항을 꼼꼼히 점검하고, 제3국의 상사중재원을 관할로 지정하는

등 객관성과 공정성 담보를 위한 적극적 협상이 중요하다.

한편, 정부차원에서의 방안으로 남북한 간 상사중재에 관한 후속조치가 조속히 마무리

65) 신현윤, 전게논문, 2007.12., p.13.
66) http://www.uncitral.org/uncitral/en/uncitral_texts/sale_goods/1980CISG_status.html (최종방문: 2019년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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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도록 당국 간 지속적인 논의를 추진해 나감과 함께 민간차원에서의 실질적 협상

창구를 마련하는 투트랙 전략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반민반관 형태의 ‘남북

경협 전문관리기구’의 설립과 북․중 접경지역내 ‘남북경협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북한

측 단일창구에 대응기구로써 상사분쟁 해결 등에 대한 상시 협의채널 마련이 요구된다.

북한이 대남 경협사업 단일창구로 운영중인 ‘민경련’의 북경 및 단동사무소 설치와 외국

과의 무역․투자촉진 창구로써 민간단체 형식의 ‘조선경제개발협회’ 출범․운영 등은 이

에 대한 설득력을 높여주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본격적인 경제교류의

활성화에 대한 사전준비로 북한의 국제중재협약 가입을 설득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국제사회에서의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신뢰성 확보를 통해 남북한 간

상사중재의 실질적 효과를 담보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남북경협에서 발생 가능한 클레임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남북

한 간 그리고 북한 내 관련 법․제도적 현황을 점검하고, 실제 남북경협 현장에서의 클레

임 발생 유형과 계약서상의 분쟁해결 조항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했다는 측면에서

기존 여러 연구들과의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반면, 남북한 간 경제협력이 오랜기간 중단되

고 있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최근 사례 및 데이터 접근에 대한 제약이 있었다는 점은

향후 상황 변화시 추가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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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of Claims for

South-North Korean Economic Cooperation

Jai-Kil Ko

This study is aimed at drawing up improvement measures in connection with the

resolution of claims, one of the major constraints in revitalizing South-North Korean

economic cooperation. To that end, we first looked at the structure of South-North Korean

economic cooperation and the institutional status related to resolving the claims. Also we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the claims in the process of promoting South-North Korean

economic cooperation by companies and the provisions of the claims between the parties

in order to derive any problems. Through these research results, we were able to identify

directions and implications for efficient improvement of the causes of several South-North

Korean economic cooperation claims. First, at the corporate level, there is a need to create

specific details of a contract for resolving disputes and to add additional third-party

coordination functions in the relevant clause of the contract in preparation for the

occurrence of a disput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seek ways to advance jointly with

corporations in China and other third countries in order to secure stability. Second, the

government should continue to discuss ways of promoting South-North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with North Korea so that follow-up measures can be completed as soon as

possible. In addition, a two-track strategy is suggested to provide a practical negotiation

channel at the private level. Also it is necessary to be active in persuading North Korea

to join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treaty in preparation for the activation of full-fledged

economic exchanges.

Key Words : South-North Korean Economic Cooperation, South-North Korean Trade, Trade Claim,

Dispute Settlement, Arbitration, AD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