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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이 연구는 외국인 기업이 남북경협에 참여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
가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되었다.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는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경협이 재개될 경우 잠재적으로 부상할 수 있는 주제이다. 그동안 외
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 문제는 주로 개성공단 국제화에 대한 논의를 중심
으로 이루어졌다. 외국인 기업의 개성공단 진출 문제는 2005~16년 간헐적으
로 검토되었으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외국인 기업이 남북경협에 참여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검
토하고 이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① 외국인 기
업의 남북경협 참여가 검토될 수 있었던 이론적 배경과 정책ㆍ산업적 유인을
분석하였고 ② 중앙 및 지방 정부의 대북 정책과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
사례를 조사하였으며 ③ 경제통합 과정에서 해외국가들이 외국인 기업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였는지 분석하였고 마지막으로 ④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
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ㆍ비제도적 방안을 검토하였다. 외국인 기업의 개성
공단 진출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하되,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사업 참여 문제
에 대해서도 일부 검토하였다. 연구에서 분석하는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
여 방식은 외국인 기업이 남한을 경유하여 북한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남북경협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다.
제2장에서는 외국인 기업이 남북경협에 참여해야 하는 필요성을 주제로 이
론적 배경과 정책적ㆍ산업적 수요를 검토하였다. 이론적 배경으로는 평화경제
론, 경제평화론, 외국인 투자의 경제성장 논의를 검토하였다. 정책적ㆍ산업적
수요로 남북경협사업의 경제적 유인, 새로운 남북경협 방식 모색, 북한 개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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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조달 및 북한 개발 이익의 국제사회 공유,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 가
능 분야 등을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남북경협 관련 정책 구상을 검토하였으
며,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 경험을 조사하였다. 먼저 중앙정부의 남북경
협 국제화 전략과 경협사업을 소개하였다. 중앙정부의 국제화 전략으로는 한반
도 신경제구상과 동북아 협력, DMZ 국제평화공원,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 개성공단 등
을 검토하였다. 지방정부의 남북경협 국제화 전략으로는 인천광역시, 강원도,
경기도의 남북경협사업과 외국인 투자 유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외국
인 기업이 경협사업에 진출하고자 했던 사례와 쟁점을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해외사례 중 사회주의 경제와 자본주의 경제가 교류협력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기업에 대한 대우와 경제적 파급효과를 조사하였다. 중국-홍
콩의 경제통합 과정에서 체결된 CEPA와 중국-대만의 경제교류를 위해 체결된
ECFA의 외국인 기업에 대한 규정과 처우를 분석하였다. 또한 독일 통일 과정
에서 외국인 기업의 동독에 대한 투자와 역할, 파급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들
사례는 남북경협에 외국인 기업이 참여할 경우 예상 가능한 그들의 역할과 제
도적 보장 방법,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정보가 된다.
제5장에서는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법ㆍ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남북경협 국제화와 관련하여 주요 경로별로 적용되는
법제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남북경협에 외국인 기업이 참여할 경우 적용되는
법제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외국인 기업이 남북경협에 참여하는 유인과 장애요
인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남북경협 법제의 쟁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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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종합한 결과 외국인 기업의 참여는 남북경협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에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기업에도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남북경협에 대한 관심과 참여 유인은 비교적 충분한 편이다. 하지만 정책적ㆍ
법적 환경이 이를 지지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 외국인 기업의 참여는 남북경협을 질적ㆍ양적으로 성장시키는 한편, 남북
경협의 안전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의 참여가 한반도 평화를 전제
로 하기 때문이다. 평화경제론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한반도 평화가 남북은 물
론 국제사회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경제평화론 측면에서 보았
을 때도 외국인 기업의 참여는 남북경협의 규모를 키움으로써 남북한이 경협에
서 얻는 이익을 키우고, 결과적으로 경협을 지속하도록 함으로써 한반도 지역에
항구적 평화를 촉진하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에 대한 경제적 유인으로는 북한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남북경협사업을 통해 간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꼽을 수 있다.
먼저, 대북 투자는 시장 선점 효과, 저렴한 임금, 풍부한 광물 자원, 지리적으로
인접한 남한, 중국, 일본의 대규모 시장 등 경제적 유인이 충분하다. 그리고 외
국인 기업은 남북경협에 참여함으로써 이미 구축된 남북한의 법ㆍ제도적 인프
라를 활용할 수 있고, 남북협력기금 및 투자 보장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
며, 조세 혜택ㆍ한반도에서의 무관세 반출입 등을 통한 비용 절감 그리고 이를
활용한 한국의 FTA 협정의 간접적 활용 등의 유인이 있었다. 실제로 이러한 배
경을 바탕으로 2016년 개성공단이 완전히 폐쇄되기 이전까지 많은 외국인 기
업이 개성공단 진출을 희망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외국인 기업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책적ㆍ법적 환경은 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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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정부의 한반도 정책이 주변 국가로의 확대와 그들과
의 협력을 지향하며, 잠재적으로는 외국인 기업의 참여에 대한 수요가 있음에
도 외국인 기업을 고려한 구체적인 사업 구상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
다.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외국인 투자
자들에 대한 정책과 이러한 계획에 대한 충분한 마케팅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건이 조성되면 초기에는 정부가 주도하여 성공적인 시범사업을 마련할 필
요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남북경협의 가장 큰 맹점은 불확실성이 많
아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남북경협 관련 법제가 아무리 효과적으로 마
련된다 하더라도 현실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시장 선점 효과만으로 남북경협
에 참여하고자 하는 외국인 기업은 많지 않을 것이다.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남북경협사업의 현실성을 단계적으로 제고해나갈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개방’과 ‘남북한의 특수성’이 양립될 수 있는 남북경협
모델 구상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 문제를 이론ㆍ정책적으로 검토하고,
외국인 기업의 입장 및 관련 해외사례, 법ㆍ제도적 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보았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차별점이 있다. 또한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 경로를 유형화하여 유형별로 제기될 수 있는 쟁점과 이슈들을 정리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 정부의 남북경협 추진 정책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
대한다.

6 •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 활성화 방안

차례

국문요약 ······································································································3
제1장 서론 ································································································15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6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20
3. 연구의 내용 ···························································································25

제2장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의 필요성 ··········································29
1. 이론적 검토 ···························································································30
가. 경제평화론과 평화경제론 ······························································30
나. FDI 주도 경제성장론 ·····································································40
2. 정책적ㆍ산업적 수요 ············································································45
가. 경제적 유인과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 ································45
나. 새로운 남북경협 방식에 대한 모색 ················································49
다. 북한 개발 비용 조달 및 북한 개발 이익의 국제사회 공유 ·············51
3.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와 북한의 경제 여건 ······························52

제3장 중앙ㆍ지방 정부의 대북 정책과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 ······57
1. 중앙정부 ································································································58
가. 문재인 정부의 남북 협력 국제화 전략 ···········································58
나. 개성공업지구 ··················································································74
2. 지방자치단체 ························································································79
가. 인천광역시 ·····················································································79
나. 경기도 ·····························································································81

차례 • 7

다. 강원도 ·····························································································83
3. 외국인 기업 ···························································································87
가. 외국인 기업의 북한 투자에 대한 관심 ···········································88
나. 외국인 기업의 대북 투자가 어려웠던 이유 ····································92
4. 소결 ·······································································································96

제4장 해외사례: 경제통합과 외국인 기업의 역할 ······································99
1. 중국의 경제통합과 협력, 그리고 외국인 기업 ···································101
가. 중국-홍콩 CEPA와 외국인 기업 ·················································103
나. 중국-대만 경제협력과 외국인 기업 ·············································111
2. 독일 통일과 외국인 기업 ····································································117
가. 제도 ······························································································117
나. 투자 사례와 쟁점 ··········································································122

제5장 외국인 기업 참여를 위한 법ㆍ제도적 개선 방안 ··························125
1. 남북경협 국제화: 경로별 적용 법제 ···················································127
2. 남북경협 시 적용되는 현행 법제와 특징 ············································129
가. 남북경협 법제 일반 ······································································129
3. 남북경협 참여의 혜택과 비용: 현행 법ㆍ제도를 중심으로 ················139
가. 혜택 ······························································································140
나. 비용과 장애물 ··············································································148
4.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 관련 쟁점과 개선 방안 ·······················150
가. 남북경협 지원ㆍ보장의 범위 ························································152
나. 남한 현지 법인 설립 거부 문제 ····················································154

8 •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 활성화 방안

다. 경제적 인센티브의 실효성 확보와 개선 ······································156
라. 실효성 있는 분쟁해결 절차 마련 필요성 ·····································159
마. 남한 기업의 과도한 경쟁 노출 문제 ············································159
5. 소결 ·····································································································160

제6장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163
1. 연구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64
2. 정책 제언: 남북경협 국제화 방향 ·······················································170

참고문헌 ··································································································175
Executive Summary ············································································189

차례 • 9

표 차례

표 3-1.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관련 언급 내용 ·····················61
표 3-2.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 전후 전략 비교 ·······························72
표 3-3. 개성공단을 방문한 외국인 기업 ····················································88
표 4-1. 중국 투자 이익금 회수 방법에 따른 효과 ···································107
표 4-2. 외국인 기업의 중국 진출과 CEPA를 활용하여 홍콩을 경유한 진출 시
우대사항 ······················································································108
표 4-3. 중국 시장 직접 진출과 CEPA를 통한 진출 비교(은행) ··············109
표 4-4. ECFA 추진 경과(2010~15년) ····················································113
표 4-5. ECFA 협정문의 구성 ···································································113
표 4-6. 중국 시장 직접 진출과 ECFA를 통한 진출 비교(은행) ···············115
표 4-7. 동독 기업의 소유 유형 변화(1991~98년) ··································119
표 4-8. 독일의 공기업 민영화 제도 ·························································121
표 5-1. 투자 경로와 관련 세부 법제와 합의 사항 ···································128
표 5-2. 남한의 개성공업지구법: 외국인 투자 관련 부문 ························133
표 5-3.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 외국인 투자 관련 부문 ························135
표 5-4. 남북경협 관련 주요 합의서(일자 순) ···········································137
표 5-5. 남북협력기금 대출제도 상세 내용: 남북교역 자금 대출 ············142
표 5-6. 남북협력기금 대출제도 상세 내용: 경제협력사업 대출 ·············142
표 5-7. 세금 규정 비교: 외국인 직접 투자와 개성공업지구 규정 ···········144
표 5-8. 한국 FTA의 역외가공지역(OPZ) 분류 및 규정 ··························148
표 6-1. 연구 주요 내용 종합과 정리 ························································168

10 •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 활성화 방안

그림 차례

그림 1-1. 외국인 기업이 대북 투자를 하는 다양한 방식 ··························22
그림 1-2.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 방식 ···········································24
그림 1-3. 연구의 내용 ················································································26
그림 2-1.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와 평화경제, 경제평화 ···············31
그림 3-1.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 ·························································60
그림 3-2.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 ·························································67
그림 3-3.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 ···································68
그림 3-4. 개성공업지구 개발총계획 ··························································78
그림 3-5. 개성공업지구 토지이용계획 ······················································78
그림 3-6. 통일경제특구 계획안 ·································································83
그림 3-7. 산업형 교류발전지구 계획안 ·····················································83
그림 3-8. 원산-금강산 관광개발지구 ························································85
그림 3-9. 국제관광자유지대 구상도 ··························································85
그림 3-10. 동해관광공동특구 구상안 ··························································86
그림 4-1. 4장의 구성 ···············································································100
그림 4-2. CEPA 홍콩(외국) 기업이 투자하는 과정 ································104
그림 4-3. 외국인의 중국 직접 투자 규모 ················································105
그림 4-4. 외국인 기업의 홍콩 투자와 홍콩 기업의 중국 투자 ················105
그림 4-5. 홍콩 내 외국인 기업 수 추이 ···················································106
그림 4-6. 1995년 민영화된 동독 기업의 소유 분배 ·······························118
그림 4-7. 1992년 서독과 외국인 기업이 동독의 국영기업을 인수할 때
중요시한 요인 ··········································································119
그림 5-1. 외국인 기업의 대북 투자: 세 가지 경로와 관련 법제 ·············127
그림 5-2. 개성공단 관련 법체계 ······························································131
그림 5-3. 개성공단 외국인 투자 절차 ·····················································132

그림 차례 • 11

그림 5-4.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사업 참여 경로: 현재와 확장 ············153
그림 6-1.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사업 참여 경로: 남북한 CEPA로의 확장
·································································································166
그림 6-2. 중국-홍콩, 대만 사례와 새로운 남북경협 모델 ······················173

12 •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 활성화 방안

글상자 차례

글상자 1-1.‘남북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서 전문’의 일부 내용 ····················17

글상자 차례 • 13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연구의 내용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외국인 기업의 개성공단 진출 시도는 공단이 가동(2005년)되어 경제적인 성
과를 내면서 시작되었다. 다수의 외국인 기업이 개성공단 진출의 수익성을 가늠
하며 외국인 부지 진출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중국의 인공손톱 제조사인 천진진
희미용실업유한공사(국내 법인 데싱디바)와 섬유봉제업체인 성거나복장유한공
사(국내 법인 SW성거나), 독일계 다국적 자동차부품회사 프레틀(Prettl) 등이
개성공단 입주를 신청하여 허가를 얻었다.1) 합판 제조회사인 린이백천목업유
한공사도 한국토지공사에 개성공단 외국인 기업 용지 입주계약을 타진하였고
다국적 기업인 킴벌리클라크도 정책당국에 대북 투자 문제를 문의하였다. 그러
나 이들 기업 중 한국토지공사와 개성공단 입주계약을 체결(2007. 8. 27)한 기
업은 데싱디바가 유일2)했고, 그마저도 입주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실제 투자로
는 이어지지는 못했다. 당시 우리 정부는 외국인 기업의 개성공단 진출 문의가
이어지자 이를 정책적으로 장려하기 위하여 미국기업을 대상으로 개성공단투
자설명회(2007. 10)를 열겠다는 계획까지 수립했으나 실제 개최하지는 못했
다.3) 그만큼 외국인 기업의 개성공단 진출의 벽은 높았고, 남북 정세는 우호적
이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대선 공약(2012. 12)으로 개성공단 국제화
를 내세우면서 외국인 기업의 개성공단 진출 논의는 급진전되었다. 박근혜 정
부는 “남북한 간 호혜적 경제협력 및 사회문화 교류를 업그레이드”하겠다며
“개성공단의 국제화와 지하자원 공동개발 추진” 공약4)을 제시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 국제화가 개성공단의 질적 성장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
1) 김혜진(2007), p. 25.
2)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2007. 9. 11). p. 1.
3) ｢개성공단을 두드리는 외국 기업들｣(2007. 9. 6),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9. 2).
4) 국민의힘 공약자료실,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공약자료집｣, p. 35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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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생각하였다.5) 정치ㆍ경제ㆍ사회적 불확실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외국
인 기업이 개성공단에 투자할 경우 공단의 안정성에 국제적 신뢰를 높일 수 있
고 북한의 핵실험 등 안보적 불확실성이 커지더라도 외국인 기업이 안전판으로
작용하여 개성공단 가동을 지속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남북이 개성공단 국제화, 즉 외국인 기업의 개성공단 진출 허용에 합의
한 것은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2013. 4. 3~9. 16)되면서부터이다. 2013년 한
미가 키리졸브 연합 군사훈련을 실시(2013. 3. 11~21)하자 북한이 이에 반발
하며 김양건 노동당 대남담당비서 명의로 담화(2013. 4. 8)를 발표하고 북한
근로자 5만 3,000명을 철수시켰다.6) 이후 남북은 총 7차례 ‘개성공단 정상화
를 위한 남북 실무회담’을 개최하여 정상화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2013. 8.
14)하였다. 그 합의문에서는 개성공단 국제화와 관련하여 ‘외국인 기업의 유
치, 개성공단 운영 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제3국
수출 시 특혜 관세 인정, 공동 해외 투자설명회 개최’ 등의 사항을 합의하였
다.7) 이 합의는 남북경협에 외국인 기업이 참여하도록 하는 최초의 남북 간 합
의였다.
글상자 1-1. ‘남북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서 전문’의 일부 내용
3. 남과 북은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해 국제적 수준의 기업 활동 조건을 보장하고,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공단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① 남과 북은 외국 기업들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장려한다.
② 남과 북은 개성공단 내에서 적용되는 노무ㆍ세무ㆍ임금ㆍ보험 등 관련 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③ 남과 북은 생산제품의 제3국 수출 시 특혜관세 인정 등 개성공단을 국제경쟁력이 있는 공단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한다.
④ 남과 북은 공동 해외 투자설명회를 추진하기로 한다.
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13. 8. 14), ｢남북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서 전문｣, 통일부 보도자료(검색일: 2021. 7. 28).

5) ｢박근혜 대통령, “개성공단 국제화 위한 혁신적 변화 필요”｣(2013. 5. 1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28).
6) 박영자(2013), pp. 169~173의 내용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7) ｢남북, 개성공단 정상화 넘어 ‘국제화’ 합의했다｣(2013. 8. 1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28).

제1장 서론 • 17

이후 남한은 남북이 합의한 개성공단 외국인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적극적
인 행보를 보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러시아에서 개최된 G20 회의에 참석하여
이탈리아 재계에 개성공단 직접 투자를 권했다.8) 또한 G20 서울 콘퍼런스에
참석한 대표단(G20 회원국 재무부, 중앙은행 관계자, 국제금융기구 관계자 등
31명)의 개성공단 방문을 추진하였는데, 이 역시 개성공단의 안정성과 경쟁력
을 홍보하여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일환이었다.
국회에서도 법률을 개정해 외국인 기업의 개성공단 투자를 지원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2014. 1)
하여 ㉠ 외국인 기업에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낮은 금리의 융자와 북한 투자 재
산에 대한 보험을 제공하고 ㉡ 북한지역에 투자하더라도 ｢외국인투자 촉진법｣
에 근거하여 조세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 외국인 투자지원센터를 설립ㆍ운영
(2014. 9)하여 지원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였다.9) 대출 지원과 보험 제공, 조세
감면 등은 개성공단에 진출한 국내기업에 부여하는 우대조치에 준하는 것이었
다. 특히 5ㆍ24조치로 국내기업의 개성공단 진출은 제한이 많았던 반면, 외국
인 기업은 5ㆍ24조치와 무관하게 진출이 가능해서 국회의 외국인 기업 진출
지원은 다소 파격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에서도 개성공단 국제화는 활발하게 진척되지 못했다. 5ㆍ
24조치와 개성공단 국제화 논의가 충돌하면서 외국인 기업의 개성공단 진출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외국인 기업이 개성공단에 진출할 경우 신규투자
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5ㆍ24조치의 취지(북한이 천안함 피격 사건
에 대해 의미 있는 사과를 하기 전까지 남북경협을 잠정 중단한다)를 위배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10) 이후 외국인 기업의 개성공단 진출 논의는 개성공
단 폐쇄(2016. 2)를 계기로 전면 중단되었다.

8) ｢개성공단 진출 외국기업, 국내 투자와 똑같이 세 감면｣(2013. 10. 3),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27).
9) ｢한국 여당 의원, 개성공단 국제화 지원법 발의｣(2013. 10. 3),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28).
10) 임강택, 이강우(2016), p. 34; 조동호(2013b),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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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는 개성공단을 재개할 경우 남북이 임의로 폐쇄하지 못하도
록 국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남북한 간의 정치ㆍ안보적 문제가 5ㆍ
24조치 이행과 개성공단 잠정 중단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남북경협이 완전히
중단되었다. 외국인 기업이 남북경협에 참여할 경우 남북한이 정치ㆍ안보적 이
유로 경협을 중단하기 어려워지고, 그만큼 남북한의 경제적 통합은 정치ㆍ안보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11) 외국인 기업이 남북경협에 참여하
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공유되었다. 그러나 대북
제재와 코로나19로 남북경협이 재개되기 어려워지면서 실질적인 조치로는 이
어지지 못했다.
이 연구는 외국인 기업의 개성공단 진출 논의를 더욱 발전시켜 외국인 기업
이 남북경협에 참여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라는 물음에서 시작되었
다. 2005~16년 동안 검토되었으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던 외국인
기업의 개성공단 진출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하되, 이를 조금 더 확장하여 남북
경협에 외국인 기업이 참여하는 문제도 일부 검토하였다. 외국인 기업의 남북
경협 참여는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경협이 재개될 경우 잠재적으로 부상할 수
있는 주제이다. 본 연구는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 문제를 처음으로 다룬
연구라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점이 있다.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의 시의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대부
분의 남북경협이 2010년에 중단되었으며 개성공단 가동마저 2016년에 중단
되었다. 당장 남북경협을 재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남북경협에 외국인이 참여
하는 것을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남북관계는
예상치 못하게 중단되었던 것처럼 급속도로 진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남
북경협이 언제 재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새로운 방식의 남북경협에 대해 모
색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남북경협이 중단된 이후, 미ㆍ중 갈등 심화,
보호무역주의의 부상, 공급망 재편으로 인한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 등 남북
11) ｢정세현 “개성공단, 남북이 함부로 못 하게 국제화시켜야”｣ (2021. 2. 1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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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여건이 개선되
어 남북경협을 재개하는 경우, 이를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
색이 필요하다. 연구진은 남북경협에 외국인이 참여하는 것이 남북경협의 질적
개선과 안정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
협 참여에 대한 연구는 대북 정책 구상에 대한 정책적 상상력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이 연구의 목적은 외국인 기업이 남북경협에 참여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검
토하고 이를 촉진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① 외국인 기업의 남북
경협 참여가 검토될 수 있었던 이론적 배경과 정책ㆍ산업적 유인을 분석하였고
② 중앙 및 지방 정부의 대북 정책과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 사례를 조사
하였으며 ③ 경제통합 과정에서 해외국가들이 외국인 기업을 어떤 방식으로 활
용하였는지 분석하였고 마지막으로 ④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를 촉진하
기 위한 제도적ㆍ비제도적 방안을 검토하였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이 연구에서는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남북경협 국제화’라는 용어 대신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는 외국인 기업의 남북
경협 참여와 남북경협 국제화의 개념을 구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
으로 남북경협 국제화라고 하면 세 가지 개념으로 사용한다.
첫째, 외국인 기업이 남북경협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 개념은 본 연구에서 분
석하는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둘째, 남북경협의 기반이 되는 법ㆍ제도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
이다. 이는 경협 관련 법ㆍ제도를 국제관례와 규범ㆍ규약에 맞추어 개선하는
것에 국한된다. 구체적인 예로 남북한 CEPA 체결12)을 꼽을 수 있는데, 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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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는 남북경협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제적인 수준으로 경협 제도
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
와 관련된 법ㆍ제도의 개선 방향을 검토하기는 하지만, 남북경협 관련 법ㆍ제
도 전반을 국제적인 수준에 맞추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셋째, 남북경협의 특수성에 대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는 것이다. 국제사회
에서 남과 북은 독립적인 국가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대내적으로 남
북 간 경협은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아닌 민족 내부 거래라는 특수성을 갖는
다. 국제사회가 이를 공인하고 지지하는 경우에도 남북관계의 국제화라는 용어
를 사용한다. 대표적인 것이 문재인 정부에서 주장한 ‘DMZ 국제평화지대화’
인데, 이 구상에서는 국제사회의 보장을 통해 DMZ를 평화지대로 전환하고 군
사적 충돌 가능성을 해소하여 한반도 전쟁 위기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때 ‘국제’라는 용어는 국제사회로부터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지지를 얻는다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13)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국제화의 첫 번째 개념에 해당하므로 국제화라는 용
어보다는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다만 일부 내
용에서 남북경협 국제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모두 남북경협
에 외국인 기업이 참여하는 것을 칭한다라는 점을 밝힌다.
이 연구에서 분석하는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 방식은 외국인 기업이
남한을 경유하여 북한지역에서 하는 남북경협사업에 참여하는 것이다. 외국인
기업이 대북 투자를 하는 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그림 1-1 참고). 첫째,
외국인 기업이 남한 정부나 남한 기업이 주도하여 추진하는 남북경협사업에 참
여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외국인 기업은 남북경협사업 참여 시 법ㆍ제도적으
로 남북 간의 합의사항을 따르게 된다. 둘째, 가장 단순한 투자 방식으로 외국
인 기업이 북한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외국인 기업이 북한과 협상
12) 임수호 외(2016), p. 18.
13) 조한범(2019. 10. 2), ｢DMZ 국제평화지대화의 의의와 추진방안｣,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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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사업을 추진하므로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을 따르게 되며 남북경협과는 무관
하게 추진된다. 셋째, 외국인 기업이 남한이 아닌 제3국을 경유하여 북한에 투
자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외국인 기업은 해당 국가와 북한이 맺은 외국인 투자
방식을 따라야 한다. 해당 국가가 북한과 합의한 외국인 투자 방식이 없는 경우
에는 북한이 규정한 외국인 투자 방식을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역시 남북경협과
는 무관하게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진다. 이 연구에서는 첫 번째 방식, 즉 외국
인 기업이 남한을 거쳐 북한지역에서 하는 남북경협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을 주
로 검토하였다.

그림 1-1. 외국인 기업이 대북 투자를 하는 다양한 방식

자료: 저자 작성.

외국인 기업이 남한을 거쳐 북한에 투자하는 방식에도 다양한 유형이 있을
수 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방식은 외국인 기업이 국내에 외국인 투자 법인을
설립한 뒤 그 국내 법인이 북한에 재투자하는 것이다(그림 1-2 참고). 외국인
기업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면 전부 또는 일부 지분은 외국인이 소유하게 된
다. 본 연구에서 이를 기본형으로 검토한 것은 현행법상 외국인 기업이 남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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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경우, 남북협력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중
국-대만, 중국-홍콩의 사례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이 사용되었는데, 중국의 개
혁ㆍ개방 초기에는 외국인 기업이 대만, 홍콩을 거쳐 중국에 투자하였다. 이 외
에도 외국인 기업이 남한에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직접 북한에 투자하는 방식
도 검토하였다. 구체적인 것은 제5장에서 더 논의하겠다.
경제적 측면에서 외국인 기업이 남한에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국내에 법인을 설립해야 고용과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외국인 투자가 남한 경제
와 연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 외국인 기업이 남북경협사업이나 북
한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는 남한 경제와의 연계성이 약해지고, 그만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줄어들게 된다.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가 우리 경
제에 성장동력이 되게 하려면 남한에 법인을 설립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기업이 국내 법인을 설립할 때의 지분율은 개성공단의 관례를 따르
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14) 개성공단의 경우, “외국 업체가 개성공단에 입주하
기 위해서는 국내에 법인을 설립해야 하며, 외국 지분이 50% 이상 참여하면 외
국 기업으로 분류되어 외국 기업 용지를 분양받아야 한다”15)라는 암묵적인 규
정을 두었다. 외국인의 지분이 50% 이상인 경우, 주요한 경영 의사 결정을 외
국인이 하므로 외국인 기업이 소속된 국가의 경제와도 긴밀하게 연계되는 효과
가 발생한다. 이는 정책당국에서 외국인 기업을 남북경협에 참여시키려고 했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또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지분이
10~50%인 경우도 외국인 기업으로 간주한다면, 다소 행정적인 혼란이 발생함
이 불가피하다. 지분의 10%를 외국인이 소유한다는 규정의 강제성이 그리 크
14) 물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국내 법인 또는 기업의 주식이나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외국인이 소유하는 경우 외국인 기업으로 간주하기는 한다. 그러나 외국인의 의사결정이
기업의 경영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에서 개성공단의 관례를 따르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외
국인의 의사결정이 경영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침을 중시하는 이유는 제2장에서 추가 서술하겠으나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가 경협의 안전판 역할을 하고, 경협사업에 부족한 투자 재원을 조달하
며, 남북경협을 양적ㆍ질적으로 확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이다.
15) 김혜진(2007), p. 25.

제1장 서론 • 23

그림 1-2.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 방식

자료: 저자 작성.

지 않은 반면, 남북경협사업에서 외국인 기업에 할당된 자원(토지, 노동자 배분
권 등)은 제한적이어서 외국인 기업과 내국인 기업 간의 경쟁 과열이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연구의 편의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이 지분의 일
정 수준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모두 외국인 기업으로 간주하기로 하였다.
지리적으로는 경협사업이 한반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한한다. 한반
도를 벗어나는 사업에 외국인 기업이 참여하는 것은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예
를 들어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들 수 있는데, 이 사업은 남ㆍ북ㆍ러 다자협력사
업으로 남북경협에 외국인 기업이 참여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부적절해 보인다.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는 남북이 합의한 경협사업에 외국인 기업이 참여
하므로 우리 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외국인 기업의 경협사업 참여가 남한 경제
와 연계된다는 본 연구의 전제를 위배하기 때문이다. 또한 연구 전반에 걸쳐 개
성공단에 외국인 기업이 진출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논의되었는데, 이는 기존에
추진되었던 외국인 기업의 개성공단 진출 사례를 들어 설명하려는 것이지, 외
국인 기업의 남북경협사업 참여를 개성공단으로 제한하려는 것은 아니다.
시기적으로 볼 때,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는 북한 비핵화 논의가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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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진전되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상당 부분 해제되거나 국제사회의 동의
를 얻어 남북경협 재개가 가능해진 시점에야 이루어질 것이다. 국제사회의 대
북제재가 유지되어 남북경협도 재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인 기업의 경협사
업 진출을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또한 정치ㆍ외교ㆍ안보적으로 안정
되지 않아 대북 투자에 손실을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기업이 남북경협에
참여한다고 가정하는 것도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 결과적으로 외국인 기업의
경협 참여는 북한 비핵화 문제가 진전을 이루고 남북경협사업에 대한 국제사회
의 지지가 형성된 이후에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연구방법은 문헌조사와 전문가 면담을 주로 하였다. 전문가 면담은 주한미
국상공회의소, 주한일본상공회의소, 국내 대북 투자 컨설팅 기업, 개성공단관
리위원회 등 외국인 기업의 대북투자와 긴밀하게 연관된 곳에서 진행하였다.
분석 기간은 개성공단 국제화 논의가 시작된 2005년부터 2020년까지이다.

3. 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크게 다섯 부분으로 구성된다.
먼저, 제2장에서는 외국인 기업이 남북경협에 참여해야 하는 필요성을 주제
로 이론적인 배경과 정책적ㆍ산업적 수요를 검토하였다. 이론적 배경으로는 평
화경제론, 경제평화론, 외국인 투자의 경제성장 논의를 검토하였다. 정책적ㆍ
산업적 수요로 남북경협사업의 경제적 유인, 새로운 남북경협 방식 모색, 북한
개발 비용 조달 및 북한 개발 이익의 국제사회 공유,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 가능 분야 등을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남북경협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기업의 외국인 기업 협력 전
략을 검토하였다. 먼저 중앙정부의 남북경협 국제화 전략과 경협사업을 소개하
였다. 중앙정부의 국제화 전략으로는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동북아 협력, DM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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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연구의 내용

자료: 저자 작성.

국제평화지대,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
특구,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 개성공단 등을 검토하였다. 지방정부의 남북경
협 국제화 전략으로는 인천광역시, 강원도, 경기도의 남북경협사업과 외국인
투자 유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기업 차원으로는 외국인 기업이 경협사업에
진출하고자 했던 사례와 쟁점을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먼저 해외사례 중 사회주의 경제와 자본주의 경제가 교류협력
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기업에 대한 조치를 분석하였다. 중국-홍콩의 경제통합
과정의 CEPA에서 외국인 기업에 대한 처우를 분석하였고, 중국-대만의 경제
교류 과정의 ECFA에서 외국인 기업의 참여 역사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통일
과정에서 양 지역에 이루어진 외국인 기업 투자에 대한 대우 사례로 독일 통일
을 소개하였다.
제5장에서는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 촉진을 위한 법ㆍ제도적 개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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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남북경협 국제화와 관련하여 주요 경로별로 적용되는
법제를 살폈다. 다음으로 남북경협에 외국인 기업이 참여할 경우 적용되는 법
제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외국인 기업이 남북경협에 참여하는 유인과 장애요인
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남북경협 법제의 쟁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제6장에서는 외국인 기업의 참여 가능성을 전망하고, 연구 내용을 종합하여
정책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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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의 필요성

1. 이론적 검토
2. 정책적ㆍ산업적 수요
3.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와
북한의 경제 여건

1. 이론적 검토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기업의 개성공단 참여를 검토한 주된 이유는
외국인 기업의 참여로 남북경협의 안정적인 추진이 보장되고, 우리 경제에 도
움이 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이 절에서는 이런 논의와 관
련된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였다. 외국인 기업의 경협 참여와 관련된 학술적 논
의로 평화경제론, 경제평화론,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한 경제성장론 등을 꼽을
수 있다. 각 절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가. 경제평화론과 평화경제론
외국인 기업의 경협 참여는 남북경협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기여한다고
여겨졌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외국인 기업의 경협 참여가 남
북경협을 질적ㆍ양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외국인 기
업의 참여 자체가 남북경협의 안전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를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한반도 구상과
연계하면 외국인 기업의 참여가 남북경협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평화경제
론’으로 요약해볼 수 있다. 평화경제는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우리 경제도
성장하고 번영할 것이라는 구상이다. 외국인의 남북경협 참여와 평화를 연계할
수 있는 이유는 외국인 기업이 남북경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 정
착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외국인 기업은 다양한 해외 생산 시장을 두고
투자 결정을 하므로 군사ㆍ안보적 이유로 투자 손실 위험이 있는 경우, 곧바로
다른 대체 해외 투자시장(예를 들어 베트남, 캄보디아 등)에 투자하게 된다. 그
러므로 외국인 기업이 남북경협 참여를 희망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외국인 기업의 경협 참여를 유도한다는 것
은 한반도에 최소한의 평화가 보장되어 있고 정책적으로 외국인의 투자를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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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수익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국인 기업의 참여가 남북경협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 것은 ‘경제평화’로 요
약해 볼 수 있다. 경제평화는 경제적인 번영이 평화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는
구상이다. 외국인의 경협 참여를 경제평화와 연계할 수 있는 이유는 외국인이
경협에 참여할 경우 경협 규모 확대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후술하겠으나 평화
경제론과 달리 경제평화론에 대해서는 다양한 학술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2-1.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와 평화경제, 경제평화

자료: 저자 작성.

먼저 ‘평화경제론’을 살펴보자.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이 주장한 “평화는 땅
이고, 경제는 꽃이다”16)라는 말은 평화경제론의 핵심을 잘 보여준다. 평화경제
론은 평화가 없이는 경제가 융성할 수 없으며, 평화가 자리하면 경제가 꽃을 피
우게 된다고 본다. 직관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논리이다. 우리나라 경제가 사
상 최대치의 수출 실적을 기록한 것은 한반도에 평화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만약 우리나라가 전쟁 중이라면 반도체와 자동차, 디스플레이 패널
등의 수출은 중단되었을 것이며 경제성장도 기대해보기 어려울 것이다. 외국인
1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19. 8. 28), ｢평화 없이 경제 꽃을 키울 수 없다｣,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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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남북경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반도 정세가 안정되었을 때 남북경협은
더욱 성장할 수 있다.
실증적인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Haque, Santhirasegaram, and Younis
(2007)는 평화 지수를 개발하여 70개 개발도상국의 사회적 안정 수준을 평가
하고 평화와 안정이 물리적ㆍ인적 자본 축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
하였다.17) Deyshappriya(2015)도 독자적으로 평화 지수를 개발하여 126개
국가의 평화 수준을 평가한 뒤 이를 경제성장률과 연계하여 평화가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얻었다.18)
안보 불안정이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실증적 사례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꼽을 수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국내기업의 주식 가격, 해외
차관 금리, 환율 등이 규모가 비슷한 외국계 기업에 비해 낮게 평가되는 현상을
말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큰 논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Suh and Sim(2007)은 2000~04년 한국을 포함한 17개 국
가의 기업 자료를 비교한 결과, 한국 기업의 주가가 낮게 책정되었음을 밝혔고
이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예라고 지적하였다.19)
다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을 두고는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일
각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한 원인은 한반도 안보 불안이라고 지적하
나, 다른 일각에서는 안보 불안은 북한의 도발 직후에 일시적으로 주가 지수와
환율의 변동폭을 키우지만, 지속되지 않으므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오히려 코리아 디스카운트 자체는 한국 기업의 부정
적인 기업지배구조와 경영이 원인이라는 주장도 있다.
남북관계 악화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고 보는 선행연구를 살펴보
면 박진영, 김종배(2017)는 북한의 핵실험이 산업별 주식 종목에 부정적인 영

17) Haque, Selvarathinam, and Younis(2007), pp. 208-212.
18) Deyshappriya(2015. 10), pp. 135-147.
19) Suh and Sim(2007. 7. 10), pp. 62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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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침을 보였다.20) 또한 장국현(2005)도 1980~2005년 한국의 주식시장
을 분석하여 안보 불안 등 다양한 이유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경우 주
식 투자자가 감당해야 하는 위험 프리미엄이 대폭 증가함을 보였다.21) 이들 연
구는 한반도 안보 불안, 특히 북한의 대규모 군사도발이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키워 불확실성 증대로 이어짐을 보였다. 다만, 북한의 대규모 군사도발이 중장
기적으로 주가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반면, 남북관계 악화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무관하다는 연구를 보면, 김치
욱(2011)은 한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남북관계와 연관이 있는지를 분석하였
는데, 남북관계 변화와 외국인 투자액 변화 간의 상관관계를 찾지 못했다.22)
이 연구는 남북관계 악화가 중장기적으로 외국인 투자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보여준다.
낙후한 한국 기업 지배구조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일 수 있다는 통념
에 반대되는 연구도 있다. 박현수(2005)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기업의 지배
구조의 연관관계가 낮음을 보였고, 오히려 한반도 안보 불안이 원인일 수 있다
고 주장하였다.23) Suh and Sim(2007)도 한국보다 기업지배구조가 더욱 열악
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 수준이 낮은 신흥국 기업의 주가와 한국 기업의 주가
를 비교하여 기업의 지배구조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될 수 없음을 보
였다.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한반도 안보 불안이 단기적으로 주가와 환율의 변
동성을 키우는 방식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영향을 주나, 중장기적으로 주가
와 환율의 저평가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볼 수 있다. 특히 단기적
으로 안보 불안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 발사를 하면 외국인의 주식 매도가 늘어
20) 박진영, 김종배(2017), pp. 133~140.
21) 장국현(2005), pp. 165~187.
22) 김치욱(2011), pp. 219~252.
23) 박현수(2005), pp.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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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 환율이 치솟으며 외국인 투자가 감소한다는 언론 보도가 빈번하게 나온
다.24) 또한 국제신용평가사는 한국의 신용도를 평가할 때마다 북한 리스크를
고려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의 신용도가 저평가되기도 한다.25)
만약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남북경협이 추진된다면 단기간 내에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즉 기업 주가와 해외 차관 금리, 환율의 변
동성 확대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외국인 기업이 남북경협에
참여할 경우,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대외 신인도가 증가하면서 코리아 디스
카운트가 더욱 빠른 속도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경제평화론을 살펴보자. 경제평화론이란 두 경제주체 간의 경제협
력을 통해 평화 정착을 공고히 하는 것을 말한다. 경제협력이 커질수록 양측이
누리는 경제적 이익이 커지고, 경제적 이익이 커질수록 이를 지속하려는 유인
이 커지면서 평화가 더욱 확고하게 정착되는 것이다.
경제평화론에는 시장경제 평화론(Capitalist Peace) 또는 상업적 자유주의
(Commercial Liberalism)라는 이론적 배경이 있다. 상업적 자유주의 또는
시장경제 평화론은 각 국가 간 상업과 교역이 확대될수록 국제평화의 가능성이
커진다고 본다. McDonald(2009)는 자유무역은 지역의 평화를 촉진한다고 주
장하였고,26) 중국과 대만의 경제 교류는 평화를 촉진하고 체제 차이로 인한 갈
등이 고조될 압력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고 보았다.27) 또한 조 민(2009)은 시장
경제평화론은 선(先)자유시장ㆍ후(後)민주화를 원칙으로, 개방적인 시장과 경
제적 이익 추구가 지역 간의 갈등과 분쟁을 방지한다고 보았다.28) Hegre,
Oneal, and Russett(2010)도 무역은 평화를 증진시키며, 분쟁의 심화는 무역
24) ｢“하필 외국인 떠나는 때”… 계속되는 北 도발, 증시에 찬물 끼얹나｣(2020. 3. 30); ｢北 핵ㆍ미사일 중
단 선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2018. 4. 21) (모든 온라인 기사의 검색일: 2021. 9. 25).
25) ｢S&P, 한국 신용등급 ‘AA’ 유지…“북한 리스크가 변수”｣(2020. 4. 22); ｢무디스 “北 리스크로 인한 ‘코
리아 디스카운트’ 완화돼”｣(2019. 10. 4) (모든 온라인 기사의 검색일: 2021. 10. 9).
26) McDonald(2009), pp. 129-130.
27) Ibid., p. 263.
28) 조 민(2009), p.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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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축소시킴을 보였다.29) Hegre, Oneal, and Russett의 연구는 무역이 평화
를 증진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Keshk, Pollins, and Reuveny(2004)30)와
Kim and Rousseau(2005)31)의 방법론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
하여 오히려 무역이 평화를 증진하였음을 보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서보
혁 외(2020)는 현재의 무역뿐만 아니라 앞으로 무역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가 평화를 더욱 증진시킨다는 대일 콥랜드(Dale Copeland)의 주장을 소
개하였다.32) 서보혁의 논리를 따른다면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는 남북
경협의 규모를 더욱 확대시킬 것이기에 한반도 평화 정착에 이바지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경제평화론의 대표적인 예로 유럽공동체를 꼽을 수 있다. 유럽은 1870~1945
년 두 번의 세계대전과 한 번의 대규모 전쟁을 치렀고 상당한 수준의 인적ㆍ물적
피해를 보았다. 1951년에 유럽 6개국(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네덜란드, 룩셈부
르크, 벨기에)이 전략 자원이었던 석탄과 철강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에 합의하
면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가 탄생하
였다. 이는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로 성
장하였고, 1992년 유럽경제공동체는 다시 유럽연합(European Union)으로 성
장하였다. 1951년부터 현재까지 자원, 자본, 노동, 상품, 서비스 등이 단일 시장으
로 통합되는 동안 유럽에서는 대규모 전쟁이 발생하지 않았다. 경제협력이 평화
정착으로 이어진 것이다.33) 이 역사적인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경제평화론이 확
산되는 데 기반이 되었다. 외국인 기업이 경협에 참여할 경우 경협 규모는 확대된
다. 만약 경제평화론이 현실적이라고 한다면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도 한
반도 평화 확산에 기여할 것이다.
29) Hegre, Oneal, and Russett(2010. 11. 25), pp. 763-774.
30) Keshk, Pollins, and Reuveny(2004), pp. 1155-1179.
31) Kim and Rousseau(2005. 9. 1), pp. 523-543.
32) 서보혁 외(2020), p. 46.
33) 옥우석(2019), pp.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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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경제적 협력이 평화 정착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아시아판 경
제공동체 구상으로 남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 일본과 미국 등 6개국이 참여하
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을 발표하였다. 철도를 중심으로 경제협력을 확대
하여 평화 정착이 더욱 공고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는 것이 구상의 취지였
다.34)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
지지 못하였는데, 여기에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2019. 2) 결렬 이후 남북관계
의 급격한 악화, 대북제재에 따른 철도 협력 추진의 어려움, 코로나 확산(2019.
12)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외 협력 중단 등이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주변국이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실질적
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던 것은 한반도에서는 경제평화론이 작동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준다. 동북아의 정치ㆍ경제 환경이 유럽과 차이가 크게 나기 때
문에 한반도에서는 유럽과 같은 경제공동체 구상을 통한 평화 정착이나 경협
확대를 통한 평화 정착 노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유럽공동체의 경우,
1951년 논의가 시작되어 2021년까지 약 70년 동안 이어진 데 반해, 남북은 경
제협력과 공동체 형성을 논의해온 역사가 짧고35) 관련 사업도 단절적ㆍ분절적
으로 이루어졌다. 남북교역은 1988~2016년까지 28년 동안 지속되다가 중단
되었다. 교역 외 남북경협은 1998년 금강산 관광을 시작으로 2016년 개성공
단 가동 중단까지 18년 동안 지속되다가 중단되었다. 단일 사업으로 보면
1998년에 시작된 금강산 관광은 2008년 관광객 피살 사건을 계기로 11년 만
에 중단되었고, 2005년에 조업을 시작한 개성공단은 12년 만인 2016년 중단
되었다. 유럽에 비해 남북경협사업의 연속성이 약한데 각 경협사업이 12년 이
내에 중단되었다. 북한은 한편에서는 경협의 경제적 이익을 누리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군사적 도발을 해가는 방식으로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확보하려고
하였다. 남한도 전반적으로는 정경분리 원칙을 고수해가면서 경제평화론을 확
34) 옥우석(2019), p. 12.
35) 1988년 노태우 정부의 7ㆍ7선언으로 관련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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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려 하였으나, 군사도발의 수위가 적정수준을 넘어갈 때는 경제관계를 단절
했다. 금강산, 개성공단, 남북교역 대부분이 이런 악순환을 비켜가지 못했다.
이런 연유로 한반도 상황은 유럽과 달라 경제평화론을 실행하기에는 부적합하
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고 본다.
경제평화론은 제한된 환경에서만 추진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 Bonfatti
and O’Rourke(2018)는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자원 의존이나 수입 의존도
는 전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였다.36) 구체적인 예로 제1차 세계
대전이 무역이 확대되고 각국의 상호 의존도가 커지는 과정에서 발발한 것을
꼽았다. McDonald(2004)는 자유무역이 아닌 일반 무역은 자주성에 대한 지
지로 이어져 전쟁의 시작과 군비 확충을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것
이 무역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전쟁이 발생한 제1차 세계대전의 상황을 설명해
준다고 주장하였다.37) Martin, Mayer, and Thoenig(2008)도 무역이 평화
를 증진시키는 경우는 ‘무역이 경제성장에 기여하여 무역 중단에 따른 피해가
큰 경우’, ‘분쟁이 무역 중단이나 감소로 이어지는 경우’, ‘지도자가 합리적인
경우’, ‘수출입 규모가 유사하여 상호 호혜적인 경우’, ‘무역에서 양측이 차지하
는 비중이 각각 큰 경우’ 등을 꼽았다.38) 완전히 상반된 주장으로 Li and
Reuveny(2011)는 무역을 통한 경제적 의존성의 심화가 평화가 지속되는 것
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39)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경제평화론은 제한적인 환경에서만 작동한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정치적 연관성이 높은 국가 간에 협력이 이루어지는 경
우, 경제 규모와 무역 규모가 유사하고 양측의 협력이 상호 이익이 되는 경우,
경제협력을 지속할수록 이익이 커지고 그 이익이 미래에도 지속되는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경제평화가 작동한다고 볼 수 있다.
36) Bonfatti and O’Rourke(2018. 5. 18), pp. 2222-2257.
37) McDonald(2004. 8), pp. 547-572.
38) Martin, Mayer, and Thoenig(2008. 7), pp. 865-900.
39) Li and Reuveny(2011. 7. 28), pp. 437-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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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와 연계해보면, 외국인 기업이 경협에 참
여하여 경협 규모를 양적ㆍ질적으로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특정 조건이 충족되
지 않는다면 평화를 지속하는 안전판으로서 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
해볼 수 있다. 경제평화론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우선 외국인 기업의 투자가 상
당하여 경협 규모가 양적ㆍ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또 외
국인 기업의 경협 참여로 인한 남북경협의 확대가 평화 정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남북 간의 정치ㆍ경제 체제가 유사해야 하며, 남북교역과 경
협이 상호 이익이 되는 호혜적인 형태여야 하고, 경제협력을 지속하는 것이 미
래의 이익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현재처럼 남북 간의 정치ㆍ경제 체
제가 상이한 상황에서 이러한 경협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
요할 것이다.
지금까지 외국인 기업의 참여로 남북경협의 규모가 확대되는 것이 평화의
지속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런 논의와는 다른 측면에서 외국인
기업이 남북경협의 안전판 역할을 한다는 논의도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자.
정책당국은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가 남북경협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고 판단하였다. 남북경협은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안정적으로 성장하지 못
하고, 불안정성을 노출하고 위축되기를 반복하는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다.40)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는 북한이 한미군사훈련에 반감을 품고 개성공단 가
동을 임의로 중단시켰다. 이때 정책당국은 만약 외국인 기업이 개성공단에 진
출해 있었다면, 한미군사훈련을 핑계로 개성공단을 일시 중단시키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외국인이 개성공단에 투자한 상황에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공단을 중단시킨다면 대북 투자에 대한 국제 신임도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쉽사리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하지 못할 것이라
는 판단이다. 북한이 남한 기업을 개성공단에서 퇴거시키는 과정에서 공단에
40) 최수영(2014. 12),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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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던 외국인과 남한 주민을 다르게 대우하였는데, 북한의 이러한 행태는 정책
당국의 판단에 확신을 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개성공단에 외국인 기업의 진
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는 더욱 본격화되었다. 남북은 공단 재개 협상
과정에서 남한의 제안으로 개성공단 국제화에 합의하였다.
외국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북한과의 차별화된 대화 채널 역시 남북경협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동안 대북 교역과 투자에서 북한과의 협
상은 민족경제협력연합회(이하 민경련)라는 단일 창구를 통해 이루어졌다. 문
제는 민경련이라는 단일 창구만 있다 보니 남북관계가 악화될 경우 민경련과의
대화 창구가 막히면 다른 창구를 통해 경협 재개를 논의할 방법이 없었다는 점
이다. 외국인 기업이 남북경협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남북이 합의한 체제를 따
라야 하므로 민경련을 통해 북한과 대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남북관계 경색으로 남북의 대화 채널이 막혔을 때 외국인 기업이 보
유한 남한 기업과 차별화된 대북 대화 채널을 활용함으로써 남북경협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경협에 참여하는 외국인 기업은 남북의 대화 채널을 활용
하기도 하나, 이와 병행하여 자국이 북한과 가진 대화 채널도 활용하게 된다.
북한도 경협에 참여하는 외국인 기업을 남한 기업과 동일하게 대우하겠지만,
그 기업을 매개로 새로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차별화된 대우를 할 것
이다. 근본적으로 북한은 외국인과 남한 주민을 구분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따
라서 만약 개성공단에 중국계 기업이 진출해 있다면,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개
성공단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하더라도 중국계 기업이 북한 당국과 대화
채널을 활용하여 경색된 남북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고 경협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결과적으로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가 남북경협의
중단 가능성을 줄이는 안전판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평화경제론은 평화가 경제성장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도 같은 맥락에
서 남북경협의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외국인 기업이 남북경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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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외국인 기업의
참여는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었음을 확인하는 척도가 되는 한편, 한반도 평
화의 정착을 국제사회에 공인해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평화경제론의 측면에서
외국인 기업의 참여는 남북경협의 양적ㆍ질적 확대에 기여할 것이다.
반면, 경제평화론은 경제주체 간의 경제협력 확대가 평화 정착으로 이어진
다고 본다. 그러나 경제평화론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경제협력을 하는 양측의 경제 체제와 규모가 유사해야 하고, 경제협력이
상호 호혜적이어야 하며, 경제협력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미래에도 지속되
리라는 기대가 있어야 한다. 이런 조건은 단기에 남북관계에서 충족되기는 어
렵다. 만약 중장기에 남북관계에서 이런 조건이 충족된다면 외국인 기업의 경
협참여가 경제평화론의 한 축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 외국인 기업의 참여는 남북경협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 외국인 기업이 남북경협에 참여한다면 남북경협에 위협
을 가하면서 남북관계의 우위를 가져가려는 북한의 전략이 지속되기 어려울 것
이다. 외국이 북한과 갖는 차별화된 대화 채널은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지속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나. FDI 주도 경제성장론
남북경협이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 작용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
서 생각해볼 수 있다. 하나는 남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다.
외국인 기업이 남북경협에 참여할 경우 남북경협은 질적ㆍ양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외국인 기업의 참여로 남북경협에 대한 투자 재원이 더욱 많아질 것이
며, 사업의 종류와 협력 방식도 더욱 다양해질 것이다. 또한 북한에 투자하고자
하는 외국인 기업을 남한에도 유치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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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마련될 것이다.
남한 경제는 저성장의 구조화, 성장 위기의 확산, 저출산ㆍ고령화, 양극화를
경험하고 있다. 경제성장률의 경우, 2010년까지 연평균 5% 이상의 GDP 성장
률을 보이다가 2012년부터는 3.5% 이하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41) 이
런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내 경기를 선순환 구조로 전환하고
혁신하여야 한다.42) 외국인 기업의 참여는 남북경협을 더욱 다양하게 전환하
는 계기가 될 것이며, 질적ㆍ양적으로 성장한 남북경협은 우리 경제에 혁신의
기회가 될 것이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북한 경제의 풍부하
고 숙련된 저렴한 노동력이 남한 경제가 강점을 가진 제조업과 결합될 경우 기
대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남북경협이 우리 경제에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것은 북한 경제성장의 성과가 투자 이익금 형태로 우리 경제로 되돌아오
기 때문이다.
최장호, 김범환(2017)은 남북이 7대 경협사업을 중심으로 경제협력을 추진
할 경우 총 30년간 남한의 누적 경제성장 효과가 169.4조 원, 북한의 누적 경
제성장 효과는 249.4조 원에 이른다고 추산하였다.43) 이찬우(2019)도 남북경
협이 남한에 새로운 경제 도약의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44) 에이
스 침대, 유한킴벌리, 태경산업, 아시아종묘 등이 대북 사업에 투자한 것도 새
로운 성장의 기회를 선점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45)
또한 외국인 기업의 경협 참여는 외국인 기업의 남한 진출을 촉진하는 수단
이 될 수 있다. 그동안 남한 경제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 등으로 경제 활
성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남한의 GDP 대비 외국인 투자 유입액은
2018년 0.7%로 OECD 평균인 1.2%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46) 만약
41) 통계청, e-나라지표 국가지표체계, ｢경제성장률｣,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31).
42) 이상규 외(2017. 12), pp. 37~38.
43) 최장호, 김범환(2017), p. 126.
44) 이찬우(2019), pp. 61~92.
45) 법무법인 율촌 북한팀, 매일경제 중소기업부(2018), pp. 13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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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기업이 대북 투자에 관심이 많으나 높은 투자 위험도 때문에 투자를 하
지 못했다면, 그리고 남한을 경유하여 북한에 투자할 경우 투자 위험도를 상당
히 낮출 수 있다면, 다수의 외국인 기업이 남한을 경유하여 북한에 투자하고자
할 것이다. 남한에 투자된 외국인 자본은 우리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
이다. 남북경협은 외국인이 남한 경제에 투자하도록 하는 새로운 채널이 될 수
있다.
한편, 북한에 대한 외국인 기업의 투자 확대는 북한의 경제성장을 촉진할 것
이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투자는 경제성장을 촉진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외국
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로 북한 경제의 성장이 촉진될 것이다.47) 다수의 연구
에서 외국인 투자가 경제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Pegkas and
Panagiotis(2015)는 유로 존(Euro Zone)에서 외국인 투자가 경제성장을 촉
진함을 보였다.48) 남광희, 윤성훈(2005)도 외국인 투자가 자본투자와 기술이
전을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였다.49)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
여는 남북한 경제 모두가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투자는 자본을 확충하고 인프라를 확대해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고용을 창출하고 투자자들이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도록 유도하며,
동시에 투자지역의 소득과 구매력을 상승시켜 결과적으로 투자지역의 경기를
부양한다. 김기화(2005)는 외국인 투자는 북한에 부족한 수입 자본재를 보완
하여 수출주도형 성장모형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음을 보였다.50) 임 진(2014)
은 외국인 투자가 부족한 설비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확대하며, 기술이전으로
생산성을 개선함을 보였다.51)

46) 곽배성(2019. 11. 20), p. 7.
47) OECD(2002. 9. 24).
48) Pegkas and Panagiotis(2015. 11), pp. 124-132.
49) 남광희, 윤성훈(2005), pp. 25~38.
50) 김기화(2005), pp. 5~20.
51) 임 진(2014. 10), pp.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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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FDI는 수원국에 기술을 이전하고 인적 자원을 육성하는 데 기여하는
데, 주로 지적재산권, 기술, 전문지식의 활용 방안을 전수하는 방식으로 한다.
Borensztein, De Gregorio, and Lee(1998)는 외국인 투자가 기술 이전으로
경제성장을 촉진함을 보였다.52) 외국인 기업이 제공하는 시설과 장비는 투자
수원국 노동자의 생산성을 빠르게 개선시킨다.
다만, 외국인 투자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제도와 사업형태에 따라 상이하
였다. 항상 외국인 투자가 경제성장을 유인하는 것은 아니다. Borensztein, De
Gregorio, and Lee(1998)는 외국인 기업의 기술 이전을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
의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어야 외국인 투자가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였
다.53) 김승원(2010)54)은 금융발전도, 제도수준, 기업경영환경, 자본수익률이 높
을수록 FDI가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보였다. Zhang, Guo, and
Wang(2014)은 FDI 투자국의 수준, FDI 수원국의 시장화(marketization) 정
도, 인적 자원의 수준에 따라 FDI가 수원국의 기술 이전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55) Adams and Opoku(2015)는 법ㆍ제도적 수준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짐을 보였다.56)
이는 북한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 효과적으로 경제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사회경제적 기반을 갖추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 북한에
이루어지는 외국인 투자는 북한의 경제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보다는 북
한의 외화수입을 늘리는 데 기여할 가능성이 더욱 크다.
북한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파급 효과를 키우기 위해 남한이 조력하는 방안
이 있다. 남한이 북한에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단 운영을 위한 법ㆍ제도를 효과
적으로 구축한다면 외국인 투자가 북한의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
52) Borensztein, De Gregorio, and Lee(1998. 6. 1), pp. 115-135.
53) Ibid., pp. 115-135.
54) 김승원(2010), pp. 1~23.
55) Zhang, Guo, and Wang(2014. 2), pp. 572~580.
56) Adams and Opoku(2015. 9), pp. 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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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성공단이 대표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개성공단은 남한의 투자로 충분한
인프라(공장부지, 전기, 상하수, 원료 공급을 모두 남한에서 함)를 갖추었을 뿐
만 아니라, ‘개성공단남북공동위원회’를 통해 개성공단을 운영하는 데서 발생
하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ㆍ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개성공단
은 북한지역에 있지만, 남한에 의해 이미 사회경제적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는
것이다. 외국인이 사회경제적 인프라가 갖추어진 특구에서 북한 노동력과 자연
자원을 이용하여 생산할 경우, 북한도 효과적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
다. 현대경제연구원(2014)에 따르면 2012년 기준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의 생
산성은 1,050만 원으로 동년 북한 노동자 생산성 270만 원의 약 3.8배인 것으
로 나타났다.57) 만약 개성공단이 아닌 다른 북한지역에 외국인이 투자하였다
면 이보다 작은 규모로 생산성 격차를 보였을 것이다.
외국인이 남한을 경유하여 북한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남한이 북한의 경제
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상
술한 바와 같이 북한의 사회경제적 여건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
가 이루어진다면 외국인 투자가 경제성장으로 이어지지 않고 북한의 노동력과
자연 자원을 소모하는 수준에 머물 수 있다. 남한이 북한에 조성한 특구가 북한
에서는 외국인의 대북 투자가 경제성장으로 이어지게 하는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남한을 경유한 대북 외국인 투자는 남과 북이 모두 상생하는
호혜적인 관계 구축의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57) 현대경제연구원(2014. 10. 24), p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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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적ㆍ산업적 수요
가. 경제적 유인과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는 사업의 경제적 유인 때문에 시작되었다.
2005년 개성공단이 가동되고 사업의 수익성이 알려지면서 외국인 기업의 개성
공단 진출 문의가 이어졌다. 경제적 유인을 이유로 외국인 기업이 개성공단에
진출을 원하는 것은 남북한에는 희망적인 일이다. 특히 대북지원과 남북경협이
확대될수록 대북 퍼주기 논란이 가중58)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기업이 남북경협
참여를 타진했다는 점은 더욱 그렇다. 외국인 기업의 참여는 대북 퍼주기 논란
을 불식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개
선에 따른 경제적 잠재력을 보여주는 주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 가능 분야는 ① 남ㆍ북ㆍ중 (삼각 무역 방식의)
일반상품 교역 ② 노동집약적인 제품의 위탁가공 ③ 상품의 북한 판매 ④ 북한
자원 개발 ⑤ 북한 인프라 개발 등이다.
① 일반상품 교역은 현재 외국인 기업이 참여하기 어려운 분야이다. 남북교
역은 무관세 거래의 이점을 활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래 형태이
다. 외국인 기업이 무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북(남)한에서 상품을 무관세로
수입하여 남(북)한에 반입하여야 하는데, 이게 가능하려면 남(북)한에 제품의
판로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남북교역에서 외국인은 언어와 문화적
유사성의 측면에서 강점이 없으므로 외국인 기업이 남북교역에 참여할 유인이
적다. 만약 외국인 기업이 북한산 제품을 자국으로 수입하려 한다면 무관세 혜
택을 받을 수 없다. 결과적으로 남북교역은 외국인 기업이 참여할 유인이 적은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대북제재가 장기화되어 남북한이 직접 교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58) 김근식(2002), pp. 15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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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기업이 남북교역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인이 생길 수 있다. 대북제재 때문
에 남한은 북한에 대한 대규모 현금 지급(bulk cash), 남한 운송수단의 북한
영토 진입 등이 어렵다. 현재 남북교역도 이런 이유에서 중단되었다. 이런 상황
에서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2020년 초에 ‘작은교역’을 제안하였는데, 이 교역방
식에 외국인 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 대북제재로 남한의 운송수단이 북한 영토
에 진입하기 어려운 경우, 작은교역의 한 방식으로 남북이 제3국을 경유해 ‘북
한 ↔ 제3국 ↔ 남한’의 형태로 남북교역을 할 수 있다. 외국인 기업이 제3국에
서 남북을 중계하면서 남북교역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중국이나 러시아 기업이 작은교역 방식의 남북교역에 참여하기 유리할 것이다.
② 노동집약적인 제품의 위탁가공은 외국인 기업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는
분야이다. 실질적으로 2006년부터 개성공단 진출을 타진했던 다수의 기업이
북한의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하기를 희망하였다. 북한의 노동자 임금이 워낙
저렴하다 보니 노동집약적인 제품을 북한에서 위탁생산하여 남한에 판매하거
나, 자국으로 수입하거나, 북한에 판매하는 사업 방식이 경제적으로 이득이 된
다. 저렴한 임금에 더해 북한의 느슨한 생산 규제도 투자 유인이 될 수 있다. 예
를 들어 남한이나 제3국에서 환경이나 안전 등의 규제로 활용하기 어려운 생산
장비를 북한에 반입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은 신규 장비를 반
입하지 않아도 되므로 초기 투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북제재 때문에 북한에 제조업이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어려운 상황
이어서 외국인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분야는 제한적이다.59) 개성공단에 진출한
기업 중 다수 업종은 섬유ㆍ의류ㆍ가죽ㆍ신발제조업으로 전체의 58.9%를 차지
한다. 그다음이 전자부품, 영상 및 음향 통신 장비 제조업으로 10.5%를 차지하
59) 미국의 대북한 제재, 즉 적성국교역법, 수출관리법, 방위산업물자법에 따라 미국의 기술이나 자원이
들어간 제품의 북한지역 반입이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바세나르협정에 따라 일반 산업용 물자 중
‘신소재, 소재가공, 전자, 컴퓨터, 전기통신 및 정보보안, 센서 및 레이저, 항법 및 항공 전자 공학, 해양
기술, 추진 장치’ 등의 북한 반입이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북한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 역시 이들 제재
가 규정하는 품목은 북한에 반입할 수 없으며, 관련 제조업 역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황동언
(2000. 4), p. 65, p. 72.

46 •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 활성화 방안

고,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이 7.3%를 점하고 있다.60) 대부분 외국인 기업
도 이 3개 분야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북제재로 북한에 진출한 외
국인 기업이 제약을 받은 사례는 제3장에서 구체적으로 소개하겠다.
외국인 기업이 노동집약적인 제품의 위탁가공에 참여하려고 하는 경우, 남
한이 북한에 개발한 경제특구, 즉 개성공단과 같은 지역 투자를 희망할 가능성
이 매우 크다. 개성공단은 남한 당국이 주도하여 전력, 상수도, 공단 부지 등 산
업 인프라를 구축하였을 뿐만 아니라 분쟁 등을 안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협
약까지 체결된 상황이어서 투자의 불확실성이 적고 수익성이 높기 때문이다.
③ 상품의 북한 판매 역시 외국인 기업의 관심이 많은 분야이다. 북한 경제와
소득 수준을 고려하였을 때 수요가 큰 전동공구, 펌프 등의 철물과 내구성이 뛰
어난 신발, 옷 등의 의류, 북한지역에서 수요가 높은 콩기름이나 밀가루, 설탕
등의 식료품을 북한에 판매하고자 하는 외국인 기업이 많다.
그러나 이런 제품의 판매를 희망하는 외국인 기업이 선호하는 대북 투자 방
식은 남북경협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들 기업은 북한에 지사나 영
업소를 두고 동남아나 중국 등 제3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북한에 단순 판매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이런 방식은 남북교역의 한 형태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외국
인 기업이 남북경협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며 남한이나 북한 경제에도 도움을
주지 못하므로 지양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기업이 선호하는 ‘③ 상품의 북한 판매’가 남북경협의 한 형태로 이루
어지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을 남한에서 생산한 후 북한에 반입하도
록 하거나, 남한이 북한지역에 건설한 공업특구에서 해당 제품이 생산되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기업이 남한에서 해당 제품을 생산할 경우, 남한
경제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남북교역의 일환으로 무관세 혜택을 누리면서
북한에 반입할 수 있다. 북한지역에 건설한 공업특구에서 해당 제품을 생산하
60)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홈페이지, ｢입주기업 가동현황｣,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26); 변상욱,
이지훈, 이명호(2021), pp. 13~15 등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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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④ 북한 자원 개발 역시 외국인 기업의 관심이 많은 분야이다. 북한에 매장된
자원의 종류와 양이 많아 개발의 수익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자원개발 자체가
향후 북한이 경제개발을 한다고 할 때 도로나 건물 등 인프라 건설의 원료로 수
요가 폭증할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외국인 기업이 선호하는 분야이
다. 예를 들어 석회석 광산에 대한 개발은 북한의 경제발전 초기에 필요한 시멘
트 원료를 선점하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 광산 개발에 투자한 기업은 대부분 중국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영국,
프랑스, 호주, 싱가포르, 홍콩 등 외국인 기업이 북한의 광산 개발에 관심을 보
였고 북한과 직접 협상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 투자가 성사된 곳은
중국 기업 5~6개가 전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61)
그러나 외국인 기업이 남북경협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북한 자원을 개발하는
것은 당장 기대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남북경협사업으로 북한의 자원을 개발한
사례가 없다. 과거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있으나 이들 사업도 단순 교역 수준에 머물렀으며, 실질적으로 북한의 지하자
원을 개발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앞으로 외국인 기업이 남북경협에 참
여하여 북한의 자원을 개발한다고 하면 부족한 개발 재원의 일부를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⑤ 북한 인프라 개발 역시 외국인 기업이 관심을 보이는 분야이다.62) 북한은
발전소, 항만, 철도, 도로 등의 인프라가 매우 취약하다. 이 때문에 대북제재가
해제되고 북한의 경제개발이 시작되는 시점에는 인프라 개발에 대한 집중 투자
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외국인 기업은 초기에 사업이 이루어지는 북
한 인프라 개발에 참여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거두기를 원한다. 인프라 건설은
국가의 기반사업과 연계된 경우가 많아 외국인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61) 정우진(2019), p. 207.
62) ｢북한 인프라 개발에 외국인 관심도 ‘후끈’｣(2018. 7. 1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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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외국인 기업은 설계, 개발 재원 투자, 건설 기
술 제공 등의 형태로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외국인 기업의 북한 인프라 개발 참여를 기대하기 어
렵다. 무엇보다 북한 자원 개발과 동일하게 남북경협 형태로 북한의 인프라를
개발한 사례가 없다. 따라서 외국인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분야도 많지 않다.
현 단계에서는 북한 인프라의 실태를 조사하고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북한 인프라 개발 사업을 추진해볼 수 있으며,63) 이 과정에서 외국인
기업이 참여하는 방식을 검토해볼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북한 인프라 건설
에 필요한 투자 재원의 일부를 외국인 기업이 조달하는 방식으로 외국인 기업
의 참여를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나. 새로운 남북경협 방식에 대한 모색
남북경협이 재개되었을 때, 즉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해제되었을 때 경제 환
경을 고려하면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는 불가피한 면이 있다. 2017~18년
유엔(UN)이 주도하여 대북제재 결의안 다섯 건을 통과시키면서 지역 문제 수준
에 머물렀던 남북문제가 국제화되었다. 앞으로 제재를 해제하고 남북경협을 재
개하는 과정에서 남북문제가 지역에 국한된 문제로 회귀할 것인지, 아니면 국제
화된 수준에 머물러 있을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그러나 제재가 해제되었다는 것
은 북미 간에 북한 비핵화 협상이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었음을 의미할 것이다.
이 경우, 북한의 정상국가화, 국제시장 편입 논의는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이다. 정상국가화와 국제시장 편입 과정에서는 경제를 개방하고 경제제도를 개
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세계무역기구(WTO)와 국제통화기금(IMF)에 가입하
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국제 규약과 관례에 맞는 수준으로 경제를 개방하고 개
혁해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경제를 개방하고 제도를 개선한다면 해외 다수의
63) 박용석(2018. 8),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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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북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또 북한경제가 갖는 노동과 자원, 지리적
비교우위를 활용하기 위하여 북한 시장에 투자하려 할 것이다. 이런 변화된 환경
에서 남북경협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 개방된 형태, 즉 외국인이
남북경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열린 형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지금과는
다른 모습의 남북경협 방식이다.
새로운 방식의 남북경협에 대한 연구로 이 석(2018)64)을 살펴볼 필요가 있
다. 이 석은 과거 남북경협이 남북의 경제주체들만 참여하고 지리적으로도 한
반도에 국한된 ‘배타적 양자거래’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하였는데, 이는 북한의
경제 관련 법ㆍ제도가 국제 규약을 따르지 않고 국제금융망에서 완전히 배제되
어 있어 외국인 기업이 접근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또 한반도 평화, 남
북관계 관리, 남북 간 경제 격차 해소, 남북통일 추진 등을 중요시하는 남한이
주도적으로 남북 협력사업을 하다 보니 남북경협이 배타적인 형태를 띠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대북제재로 남북관계가 국제화되었고, 대북제재 해제가 국
제적인 과정을 수반하는 만큼, 제재 이후에 추진되는 남북경협도 국제사회의
대북거래와 일정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외국인 기업은 남북경협을 촉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다. 외국인 기업
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경협 형태를 바꾸는 것에 대해 이영훈(2019)은 ‘플랫폼 국
가’라고 정의하였다. 정부가 주도하여 남북경협 인프라를 구축하고, 여기에 국
내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자유롭게 참여한다면 ‘플랫폼 방식의 남북경
협’ 추진이 가능해진다. 남북경협에 다양한 국가와 기업들이 참여하여 규모가
커질수록 플랫폼의 가치가 증대되는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가 발생
할 것이다.65) 대북 사업이 갖는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새로운 방식의 남북경협
은 정책당국이 인프라를 구축하고 여기에 국내외 민간 기업이 자유롭게 참여하
는 ‘플랫폼’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64) 해당 문단은 ‘이 석(2018. 8), pp. 5~10’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65) 이영훈(2019), p.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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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북한 개발 비용 조달 및 북한 개발 이익의 국제사회 공유
외국인의 남북경협 참여는 북한 개발 비용을 해외에서 조달하는 통로가 될
것이다. 남북 경제통합비용(통일비용)은 집계하는 기관마다 차이를 보이나, 최
대 3,100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66) 이 비용을 남북한이 전부 감당하
는 것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만약 남한을 경유한 외국인 기업의 대북 투자가 일정 규모 이상으로 커진다
면 이들이 북한 개발 비용의 일부를 감당하게 될 것이다. 남한이 북한지역에 개
발한 경제특구는 북한의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안정적인 사회경제 인프라를 갖
췄다는 점에서 비교우위가 있고 사업의 안정성도 높다. 북한이 직접 외국인 투
자를 유치하는 것보다 남북한이 협력하여 경협사업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외국인 기업의 대북 투자를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한편, 대북 외국인 투자의 남한 경유는 국제사회의 남북 경제통합에 대한 지
지를 획득할 수 있는 주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 한반도 평화 정착과 북한 개발
은 상당한 규모의 평화 배당(Peace Dividend)67)을 발생시킨다. 남북경협에
외국인이 참여할수록 남북 경제통합의 편익을 국제사회와 공유할 수 있게 되
며, 공유한 평화 배당의 규모가 커질수록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 경제통합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키워갈 수 있다. 대북 외국인 투자의 남한 경유는 한
반도 평화 정착에 대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66) ｢북한 개발비용 최대 3100조원... 한국정부 투자ㆍ외자 유치 과제｣(2018. 9. 3),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8. 1).
67) 평화배당 또는 평화배당금이란 전쟁 등 갈등 상황이 마무리되면 발생하는 경제적인 이득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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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와 북한의 경제 여건
외국인 기업의 남한을 통한 대북 투자는 다양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먼저
외국인 기업이 북한에 투자할 유인이 있느냐는 질문을 해볼 수 있다. 다음으로
그런 외국인 기업이 북한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남한을 경유하여 투자할 유인
이 있느냐는 질문도 해볼 수 있다. 남한 정부는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를
선호하느냐는 생각도 해볼 수 있고, 북한 당국도 이런 구조를 원하는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해볼 수 있다.
먼저, 외국인 기업이 북한에 투자할 유인이 있느냐는 질문을 살펴보자. 북한
이 밝힌 통계에 따르면 2014년 기준 240여 개의 외국인 투자 기업이 있고, 이
중 90%가 중국 기업이다.68) 북한에 투자하는 중국 기업은 고위험ㆍ고수익을
추구하거나 법ㆍ제도의 보장 없이 구두 계약 기반으로 하는 사업에도 별다른
거부감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다수 기업이 이런 불확실성을 감수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을 제외하고는 북한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 기업이 거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외국인 기업이 북한에 투자할 유인은 많은데, 이는 북한 경제가 갖
는 성장 잠재력 때문이다. 북한에 투자하면 잠재력이 큰 시장을 선점할 수 있
고, 사업의 수익성을 개선해주는 저렴한 임금과 풍부한 광물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또 북한으로 생산기지를 다원화하여 생산기지 집중에 따른 위험을 분산
할 수 있으며, 지리적으로 거대 소비시장인 중국, 남한, 일본으로 진출하는 것
도 기대해볼 수 있다. 북한 내 규제(환경, 투자)가 적어 경비 절감도 용이하다.
다음으로 외국인 기업이 남한을 경유하여 북한에 투자할 유인이 있느냐는
질문을 살펴보자. 이 연구에서 이런 방식의 외국인 투자를 주요하게 검토하는
이유는 외국인 기업이 남한에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이 북한에 투자하는 것
이 외국인 기업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68) 북한 관련 내부 문건(비공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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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북한에는 생산과 관련된 사회경제 인프
라가 부족한데 남한이 이를 보완해줄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북한의 경제관련
법ㆍ제도가 후진적이며, 국제금융기구(예: IMF)와 국제무역규약(예: WTO)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생산 인프라도 열악하다.69) 이 때문에 기업이 북한에 직접
투자하여 생산에 필요한 공단 시설을 갖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과적으
로 외국인 기업은 북한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것보다 남한이 북한지역에 조성한 공
단에 진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둘째, 남한이 북한과의 분쟁을 중재해줄 수 있다. 다수의 외국인 기업이 북한
직접 투자에 실패한 사례가 존재하는데 대부분 북한과의 분쟁을 원활하게 해소
하지 못한 경우였다. 남한은 북한과 협의해 분쟁 해소 위원회를 두고 있고 대북
투자 손실 보험을 제공하여 투자 손실의 상당 부분을 보존해주고 있다. 이 때문
에 외국인 기업이 남한을 경유하여 북한에 투자할 경우 투자의 불확실성이 상
당히 줄어들게 된다.
셋째, 북한에 부족한 소비 시장을 남한이 보완해줄 수 있다. 북한은 국제무역
규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이 핵문제가 해결
되어 대북제재가 상당 부분 해소된다 하더라도 국제무역규약에 참여하는 데에
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국제무역규약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경제 관련 법ㆍ
제도의 개혁ㆍ개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외국인 기업이 직접 북한에 진출해 생산한다고 하면 제품의 판로는 투자국
으로 재수입하여 소비하거나 북한에 판매하는 것 두 가지밖에 없다. 북한이 국
제무역규약에 가입하지 않아 제3국 수출은 기대해보기 어렵다. 또한 북한은 소
득 수준이 낮아 구매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소비시장으로는 부적합하다. 결국
북한에서 생산된 제품을 자국에 수입해 소비하는 방식만 남는다. 즉 판로가 제
한적이다. 그러나 외국인 기업이 남한을 경유하여 북한에 투자한다면, 투자국
뿐만 아니라 남한, 또 남한이 외국과 체결한 FTA의 역외가공지역(OPZ) 규정
69) 임금숙(2005), pp. 25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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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활용해 제3국으로 수출할 수도 있다. 기업으로서는 북한에 직접 진출하는
것보다 남한을 경유하는 것이 제품 판로의 확보 측면에서 더욱 이득이다.
넷째, 남한의 대북 투자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외국인 기업이 남한을
경유하여 북한에 투자하는 경우 남북협력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도 받
을 수 있다. 특히 남북협력기금의 경우 남북관계 경색으로 경협이 중단되더라
도 보험을 통해 북한에 투자된 재산을 보전해줄 뿐만 아니라 일부 경영 손실도
지원해준다는 장점이 있다.
다섯째, 북한 사업은 법ㆍ제도도 중요하나 문화적 특징이 매우 강한데 남한
이 이를 일부 보완할 수 있다. 남한은 북한과 동일한 언어와 문자를 사용하며
동일한 유교문화권에 속해 있다. 중국이나 일본보다 북한과 의사소통이 쉬워
좀 더 수월하게 북한에 투자할 수 있다. 또한 남한은 지리적으로 북한에 인접해
있어 북한과의 협력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남한 자체가 외국인 기업에 우호적
인 투자 환경을 구축하고 있어 외국인 기업이 수월하게 진출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외국인 기업이 남한을 경유하여 북한에 투자하는 것이 남한 정부
에 유리하냐는 질문도 살펴볼 수 있다. 무엇보다 외국인 기업이 남북경협에 참
여할 경우 지속가능한 남북관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것은 우리 경제
의 새로운 성장동력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 기업이 남북경협에 참여
한 것을 계기로 남북경협과 관련된 법ㆍ제도를 국제적인 기준으로 개선하는 동
력을 확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협에 참여하는 기업(주로 중소기업)의 체질
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가 남한 정부에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남북경협에서 남한 당국의 주도성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 투자하는
남한 기업은 영세한 경우가 많은데, 외국인 기업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외
국인 기업의 진출이 많아진다면 우리 정부의 경협 주도권이 약화될 수 있다.
또 외국인 기업이 남북경협에 참여하면서 차별 문제를 제기한다면 남한이
북한으로부터 받던 다양한 우대조치도 약화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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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기업의 북한 진출 초기에는 남한을 경유한 투자가 이루어지겠으나, 시간이
흐르면 외국인 기업이 남한을 경유하지 않고 북한에 직접 투자하려 할 것이다.
이 경우, 기존에 남한을 경유할 때 북한으로부터 받았던 혜택을 직접 투자할 때
도 받으려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중장기적으로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
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약화시키고 시장 원칙에 근거하여 남북 협력을 추진하
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북한은 남한을 경유한 외국인 기업의 북한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
냐는 질문도 해볼 수 있다. 시기에 따라 북한은 남한을 경유한 외국인 기업의
북한 투자에 대해서 다른 태도를 보일 것이다.
초기에는 북한이 우호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이 독자
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외국
인 기업을 통해 최첨단 산업을 배우고 경제를 빠르게 성장시키고 싶어 한다. 그
러나 지금은 열악한 산업생산인프라, 국제금융기구와 단절, 국제가치사슬 미
참여 등의 이유가 커 외국인 기업의 대북 투자 유인이 낮은 상황이다. 또한 외
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북한의 법제가 충분히 세밀하게 제정되지 않아 외국인
기업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초기에는 남한
이 남한을 경유한 외국인 기업의 경협사업 참여를 북한에 제안할 경우, 북한이
우호적인 태도로 이를 수용할 것이다. 2013년 개성공단 가동이 일시적으로 중
단된 이후 남북 간에 개성공단 국제화 문제를 논의하였을 때 북한이 이런 우호
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초기 태도가 장기화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무
엇보다 북한의 관리 체계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남한 주민과
외국인 기업을 구분하여 대우하고 있고 관리 기관도 상이하다. 남한 주민은 통
일전선부와 민족경제협력연합회에서 관리하고 있고, 외국인 기업은 대외경제
성에서 관리하고 있다. 만약 외국인 기업이 남한을 경유하여 남북경협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북한의 관리 주체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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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북한으로서도 외국인 기업을 직접 통제하고 협상하는 것이 북한에
유리하다. 남한과 공동으로 또는 남한을 통해 유치된 외국인 기업은 북한이 투
자 확장 문제, 세금 징수 문제 등을 논의하고 싶다 하더라도 남한의 동의를 얻
는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북한의 주체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장기적
으로 볼 때 북한은 외국인 기업을 독자적으로 통제하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북경협은 물론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외국인 기업이 남북경협사업에 머물지 않고 대북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가능성도 크다. 북한 내 외국인 기업의 사업이 확장될수록 북한도 이를
독자적으로 통제하려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해, 확장되어가는 외국인 기업의 활
동이 자국의 경제적 이익에 위배되지 않도록 직접 통제를 하려고 할 것이다. 또
한 외국인 기업에 우대조치를 하고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는 방식으로 독자적인
정책을 펴기 위해서도 외국인 기업이 남한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북한에 투자
하도록 유도하려고 할 것이다.
정리하면, 남한을 경유한 외국인 기업의 대북 투자에 대해 북한은 초기에는
우호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나, 시간이 경과하고 남북경협 규모가 커질수록 비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독자적으로 외국인 기업을 유치하고 통제하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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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중앙ㆍ지방 정부의 대북 정책과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

1. 중앙정부
2. 지방자치단체
3. 외국인 기업
4. 소결

이 장에서는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적 환경과 외국
인 기업의 경협에 대한 관심을 살피고자 한다. 정책적 환경으로 먼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다양한 구상을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와 연계하여
검토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역대 정부에서 추진한 한반도정책을
종합하여 발전시킨 것이다. 특히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와 관련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검토되었던 방안들이 종합적으로 정리되어 문재인 정부의 한반
도정책으로 이어졌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다양한 구상과 정책
을 살펴보는 것은 역대 정부에서 논의되었던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 방
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정책적 환경으로는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동북아플러스 책임공
동체, DMZ 국제평화지대, 동아시아철도공동체의 구상,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 통일경제특구,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개성공단의 외국인
기업 투자 유치와 관련된 정책을 검토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방향으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의 대북 정책과 외국인 투자 유치정책을 살폈다. 마
지막으로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제협력 참여 사례와 의견을 인터뷰를 진행해 조
사하였다.

1. 중앙정부
가. 문재인 정부의 남북 협력 국제화 전략
문재인 정부에서도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에 관심이 많았다. 대북제
재로 남북경협을 재개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면서 외국인 투자 유치가 이를
타개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었고, 북한도 외국인 투자 유치로 체제
안전을 보장받고 싶어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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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북한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기반으로 북한의 경제성장과 한반도 평
화정책을 유도하는 다양한 구상과 정책들을 발표하였다. 다만, 이런 구상은 대
북제재와 코로나19 확산으로 북한이 대외협력을 재개할 수 없게 되면서 현실
화되지 못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남북 협력 국제화 전략은 ‘북한 경제 발전 모
델을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중국, 일본, 러시아)와 미국으로 확산시켜 주변국의
관심을 제고하고, 이들 국가의 한반도에 대한 투자가 평화를 더욱 공고히 한다’
는 것이었다.

1)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성과는 북한 개발을 중국과 러시아, 일본으로 확산시
켜 주변국의 관심 제고에 기여했다는 데 있다. 국정과제였던 한반도 신경제구
상 및 경제통일 구현의 목표는 남북 간 경협을 재개하고, 하나의 시장협력을 지
향하여 경제 활로를 개척해 경제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70) 경제통일
기반 구축이 한반도에 머물지 않고 동북아 지역으로 확장되어,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교량국가로서 공동번영을 추구하고 북방경제와 연계를 추진한다는 구상
이었다.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의 성과는 한반도 문제를 신남방, 신북방 지역으로
확대에 기여했다는 데 있다. 국정과제인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의 목표
는 동북아지역 내 장기적으로 한국의 생존 및 번영을 위한 우호적, 평화ㆍ협력
적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평화의 축’으로서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을 구축하
고 동북아를 넘어 남방, 북방지역을 ‘번영의 축’으로 삼는 신남방정책과 신북방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가 남북 협력의 국제화, 특히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에 갖는 의미는 크다. 남북경협의 지평을 동북아
지역으로 확장한다는 협력의 방향성을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그림 3-1]에서
70)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7), p.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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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

자료: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란?｣(2017. 9. 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8. 14).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의 연계성 및 확장성을 살펴볼
수 있다. 서해안 산업ㆍ물류ㆍ교통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환황해 경제벨트는 향후
중국 동북지역의 일대일로 구상과 연계된 남ㆍ북ㆍ중 협력으로, 동해권 에너지ㆍ
자원ㆍ관광 발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동해 경제벨트는 러시아의 신동방정
책과 연계되어 남ㆍ북ㆍ러 협력으로 확대가 가능하다. 만약 한반도 신경제구상
과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가 성공적으로 추진되었다면 남북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 일본의 기업이 양자 또는 다자 형태로 협력사업을 추진하였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는 자연스럽게 검토되었을 것이다. 4ㆍ27
판문점선언, 9ㆍ19 평양공동선언으로 찾아온 한반도 평화 무드로 이들 구상의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강화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남북경협의
재개가 불투명해지면서 이들 정책 역시 실질적으로 이행되지는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외 주요 활동 때마다 국제사회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려고 노력하였다. 여건이 된다면 국제사회가 북한에 투자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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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하였으며 한국정부가 이를 지지할 것임을 표명하였다. 남북 협력의 국제화
및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아세안 등 국가 간 경제협력의 모멘텀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이다. 구체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4ㆍ27 남북정상회담
을 위한 준비위원회에서 북핵문제 해결과 북ㆍ미관계 정상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북ㆍ미, 남ㆍ북ㆍ미 간 경제협력을 위해 각국의 입장에서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요청하였다.71) 이는 향후 미국의 남북경협 참여 및 북한 경
제건설 투자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미국외교협회
(CFR), 코리아소사이어티(KS), 아시아소사이어티(AS)가 공동 주최한 행사에
서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 서해경제특구와 동해관광특구 개발 계획을
제안하면서 미국과 한국 기업들에 새로운 성장기회가 될 것이라며 사업 참여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하였다.72)

표 3-1.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관련 언급 내용
계기

언급내용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철도] 경의선 재건은 육ㆍ해상 실크로드 완성의 핵심
(AIIB) 연차총회 개회식
(미국 방문)
한미 비즈니스 서밋

[협력사업] 한미 전기자동차, 스마트 가전 등 신산업분야 협력, 글로벌 시장
에의 전략적 동반 진출

(독일 방문)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

[한반도 신경제구상] 남북 경제벨트 연결, 남북 철도 연결, 남ㆍ북ㆍ러 가스
관 연결
[협력확대]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의 참여로 평화올림픽 희망

(독일 방문)
G20 정상회의 제4세션

[자금지원] 2020년까지 개도국(의료취약국) 13개국에 1억 달러 지원 계획,
대북제재 틀 내에서 북한에 인도적 지원 계획

동아시아ㆍ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외교장관회의 개회식

[신남방, 신북방정책] 아세안, 메콩국가, 인도 등의 신남방과 러시아, 유라
시아의 신북방 협력 연계
[협력확대] 중남미 지역과 무역, 투자, 과학기술 혁신, 인프라, 교통 등 협
력사업 추진 예정

(러시아 방문)
[신북방정책] 극동개발을 위한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출범, 2018년 중 한ㆍ
한ㆍ러 정상 공동 언론 러 지방협력포럼 출범, 20억 달러 규모의 투융자 플랫폼 신설, 블라디보스
토크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설립, 러시아 ‘한국투자자의 날’ 행사 정례 개최
발표

71) 청와대(2018), p. 345.
72) 청와대(2019), p. 343.

제3장 중앙ㆍ지방 정부의 대북 정책과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 • 61

표 3-1. 계속
계기

언급내용

(러시아 방문)
[신북방정책] 북극항로 개척, 에너지 개발, 조선 협력과 항만 개발 등 미래
한ㆍ러 우호 증진 초청 오찬 성장동력을 위한 극동 지역 개발 협력 확대
(러시아 방문)
제3차 동방경제포럼
(EEF) 전체회의

[신북방정책] 러시아 자루비노항과 한국의 조선 산업 결합을 통한 북극항로
개척,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설치
유라시아경제연합과 FTA 체결 희망. 광역두만강개발계획 강화 희망. 9-Bridge
협력 전략(조선, 항만, 북극 항로와 가스, 철도, 전력, 일자리, 농업, 수산)

(미국 방문)
[자금투자] 한미 FTA를 통한 호혜적 교역
뉴욕 금융ㆍ경제인과의
[신북방정책] 동북아국가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의 핵포기 요인 제공
대화
(미국 방문)
유엔총회 기조연설

[한반도 신경제구상] 한 축에는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바탕을 다지고, 다른
한 축에는 다자간 안보 협력을 구현

2020 세계국제물류협회
(FIATA)
[신북방정책] 북극항로 개발. 동북아 에너지 슈퍼그리드 현실화
세계총회 유치 지원 영상
축사
(중국 방문)
한중 비즈니스 포럼

[자금투자] 창업활성화를 위한 한중 민관 공동 출자 1억 달러 규모 펀드
[협력확대] 동북아 슈퍼 그리드 및 에너지 신기술 공동 개발 협력 제안
[협력사업] 한중공동투자기금을 통한 인프라 산업의 제3국 공동 진출 제안

(중국 방문)
베이징(北京)대학 연설

[신북방정책]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연계 희망

[신북방, 신남방정책]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구체적인 협력 방안 발굴 예정
(중국 방문)
[철도]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연결
한중 산업협력 충칭 포럼 [협력확대] IT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실크로드 구축, 초국가 간 전력망 연계
[협력사업] 한중 인프라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한 신흥아시아펀드 조성
(러시아 방문)
러시아 하원 연설

[신북방정책] 북방경제협력위원회. 9개의 다리 전략
[협력사업] 한ㆍ북ㆍ러 3국 간 철도, 가스관, 전력망 분야 공동연구 논의

(러시아 방문)
한ㆍ러시아 정상 공동 언론 [협력사업] 철도, 전력망, 가스관 연결에 대한 공동연구
발표
(싱가포르 방문)
싱가포르 강연

[한반도평화구상] 북한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여 아세안 회의체에 북한 참여
및 북한과의 양자 교류협력 강화 희망
[경제협력] 한ㆍ아세안 FTA로 남북경협 지원

(미국 방문)
미국외교협회(CFR)ㆍ
코리아소사이어티(KS)ㆍ
아시아소사이어티(AS)
공동주최 연설

[교류협력]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
[경제협력]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기대, 서해경제특구와 동해관광특
구 개발 계획,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제안,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상 제안

(미국 방문)
[철도]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제안, 남북 끊어진 철도와 도로 연결 착수
제73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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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계속
계기

언급내용

제34차 국제철도협력기구
[철도]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제안, 유라시아 ‘철의 실크로드’ 완성 목표
(OSJD) 사장단 회의 축사
(우즈베키스탄 방문)
[철도] 한반도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
우즈베키스탄 의회 연설
(카자흐스탄 방문)
한ㆍ카자흐스탄 정상 공동 [신북방정책] ‘카자흐스탄 2050’ 국가발전전략과 연계
언론 발표
(카자흐스탄 방문)
[신북방정책] 카자흐스탄 ‘누를리 졸’ 정책과 연계
한ㆍ카자흐스탄 비즈니스
[철도] 남북한 철도 연결과 한ㆍ카자흐스탄 철도ㆍ화물 운송 협력 연결 희망
포럼
(스웨덴 방문)
스웨덴 의회 연설

[철도] 남북한의 도로와 철도 재건

(일본 방문)
G20 정상회의 제3세션

[협력확대] 2030년까지 ODA 규모 두 배 이상 확대 계획
[한반도평화구상] 평화가 경제발전으로 이어지는 평화경제 시대 구상

(미국 방문)
[협력확대] ‘평화산림이니셔티브’ 제안
P4G 정상회의 준비행사
(미국 방문)
제74차 유엔총회

[국제평화지대] 남북 공동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남북 주재 유엔기
구 및 평화ㆍ생태ㆍ문화 기구 설치
[철도] 남북한 철도, 도로 연결 현대화 착공식 개최,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주한외교단 초청 리셉션 [국제평화지대] 비무장지대 공동 지뢰 제거, 국제기구 설치
[신북방정책] 공통의 지정학적 강점 기반 협력
한ㆍ스페인 비즈니스 포럼 [협력확대] 친환경 에너지 협력 확대, 건설ㆍ인프라의 제3국 공동 진출 협
력의 다변화, 해외 건설 분야 중남미ㆍ아시아 지역의 공동 진출 촉진
(태국 방문)
제14차 동아시아정상회의 [국제평화지대] 비무장지대 지뢰 공동제거, 국제기구 유치
(EAS)
(중국 방문)
한중 정상회담

[신남방, 신북방정책] 중국 일대일로 구상과 연계

[협력확대] 제4국으로의 공동 진출과 신산업 육성 협력, 공동 연구개발 및
국제표준 마련
(중국 방문)
한ㆍ중ㆍ일 비즈니스 서밋 [신북방, 신남방 정책] 중국의 일대일로, 일본의 인도ㆍ태평양 구상과 연계
[철도] 동북아철도공동체, 신실크로드, 북극항로 개척
(중국 방문)
한ㆍ중ㆍ일 공동 언론 [자금투자] 3국 협력기금 출범의 필요성 공감
발표
자료: 청와대(2018; 2019),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집｣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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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MZ 국제평화지대
문재인 정부는 국제사회의 한반도 투자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가 더욱 공고
히 되기를 희망하였다. 그 방안 중 하나가 DMZ 국제평화지대 구상이다.
‘DMZ 평화지대’라는 단어에 ‘국제’를 더해 ‘DMZ 국제평화지대’를 구상하였
는데, 국제기구와 외국인 기업이 DMZ에 진출한다면 이 지역에 군사도발을 통
한 군사적 위협이 경감될 것이라는 고려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은 2019년 9월 제74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전쟁불용, 상호 간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3대 원칙하에 ‘DMZ 국제평화지대 건설’을 제안하였다.73) DMZ
국제평화지대 건설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 중 접경지역 평화벨트
와 관련성이 있다. DMZ는 분단 이후 68년 동안 사람의 출입이 통제된 비극적
공간이지만 현재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세계적 자연생태계의 보고로 변모하
였다. DMZ 국제평화지대 건설은 남과 북, 국제사회가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
산 등재 추진, 판문점과 개성을 잇는 지역의 평화협력지구 지정, 남한과 북한에
각각 주재하고 있는 UN 기구와 평화ㆍ생태ㆍ문화와 관련한 기구 유치, 유엔지
뢰행동조직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지뢰제거 등 4대 조치를 목표로 하였
다.74)
DMZ의 국제평화지대 건설 제안은 남북 양자협력의 개념이 아닌 UN과 회
원국까지 참여하는 다자협력이라는 점에서 역대 정부가 내놓은 비무장지대 활
성화를 위한 평화공원 조성 계획과는 차별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남북
및 북미대화의 교착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DMZ 국제평화지대 건설을 국
제사회에 제안한 것은 북한의 대화 복귀를 견인하며 대화 재개의 마중물로 활
용하기 위한 정부의 의도로도 해석해볼 수 있다. 만약 DMZ 국제평화지대 구상
이 추진된다면, 국제기구의 DMZ 유치를 넘어 외국인 기업의 DMZ 투자까지
이어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73) 청와대(2019), p. 360.
74) Ibid., p.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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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제안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국제적 지지도 중요하지만
북한과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4ㆍ27과 9ㆍ19선언에서는 ‘DMZ 평화
지대’ 건설에 합의했다. 이를 ‘DMZ 국제평화지대’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북한
과 추가로 합의해야 한다. DMZ의 절반은 북한지역에 있으므로 북한을 배제한
DMZ 국제평화지대 건설은 불가능하다.75) 하지만 새로운 대화의 모멘텀을 찾
기 위한 이러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모든 대화와 제안에 대
해 침묵으로 일관하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어 DMZ 국제평화지대 조
성에 대한 남북 간 논의는 시작되지 못했다.

3)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
남ㆍ북ㆍ중, 남ㆍ북ㆍ러를 잇는 철도부문의 국제화 사업은 한반도 신경제구
상과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정책 추진을 위한 마중물이라 할 수 있다. 경제
벨트를 잇고 물적ㆍ인적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도로, 철도 등 교통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남한의 철도가 북한을 경유하여 중
국, 러시아 등 북방지역 철도와 연결되기 위해서는 철도협력기구(OSJD)와 회
원국의 지지와 협력이 필요하다. 남한은 2018년 6월 제46차 OSJD 장관회의
에서 29번째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북방지역 철도와 연계를 위한 국제
적 기본 조건을 갖추게 되었다.
같은 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축사에서 남ㆍ북ㆍ중ㆍ일ㆍ러ㆍ몽의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하였다. 유럽철
도공동체의 성공모델을 동북아에 구현하겠다는 의도였다. 동아시아철도공동
체는 동북아 상생번영의 대동맥을 구현하겠다는 것으로 동아시아 에너지 공동
체와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동북아에 평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76) 교통인프라 부문에서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75) 양영식(2021. 1. 22), ｢비무장 지대 국제평화지대와 원코리아 대한민국｣, 평화나눔재단 세미나 기조
연설,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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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정책을 국제협력으로 연결한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되었다. DMZ 국제평화지대 건설과 함께 남북경협, 한반도 평화 정착에
국제사회의 공인을 받고자 하는 구상에서 출발하고 있다. 같은 해 11월과 12월
에는 4ㆍ27, 9ㆍ19선언의 합의 사항 이행 조치,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제안의
첫 단계로 남북철도 공동조사, 남북철도ㆍ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이 진행
되었다. 남북철도 연결 및 남북철도의 북방지역 연결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2018년 한 해 동안 추진되었다. 2021년 3월에는 1967년부터 단절되었던 동
해 북부선 강원도 강릉~제진 117㎞ 구간 철도 연결 사업이 본격화되었다. 강
릉~제진 간 철도 연결 공정이 마무리되면 지역발전은 물론, 남북 철도 연결 및
유라시아 철도와 연계가 가능한 조건을 갖추게 된다.
남북철도 연결 사업이 그 자체로 대북제재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지만 추진
과정에서 사안별로 대북제재위원회의 면제신청을 받아야 하며, 관련 정부부처
역시 남북철도 협력 사업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범주 안에서 추진이 가능하도
록 UN, 미국 등 국제기구 및 관련국과 긴밀하게 협의해나갈 예정이다.77)
철도의 현대화 사업은 북한 역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문이다. 2014년 북한
은 남한, 중국 기업과 함께 개성-평양을 잇는 189㎞ 구간은 남한 기업이, 평양신의주를 잇는 187㎞ 구간은 중국 기업이 건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북
한 핵실험과 개성공단 폐쇄 조치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졌다.78)

76) 청와대(2018), p. 238.
77) ｢남북철도사업이 UN 대북제재 대상이 되는지｣(2020. 1. 31), 국민신문고 통일부 답변 내용,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
78) ｢남북 고속철도, 중국 고속철도망에 편승하자｣(2021. 5. 3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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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

자료: ｢남북ㆍ대륙 아우른 철도협력을 ‘동북아 평화체제’ 밑돌로｣(2018. 8. 1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9. 2).

4)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
남북 정상은 ‘9ㆍ19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
동특구 조성 문제를 협의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선언에서 언급한 동ㆍ서해선 철
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 외에 동ㆍ서해공동특구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공개되지 않아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한반도
신경제구상 중 환황해, 환동해 경제벨트 건설과 관련된 내용일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또한, 서해경제공동특구의 경우 노무현 정부 시기 10ㆍ4선언의 서
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구상을 계승하였으므로 거의 유사한 방안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구상은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 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 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 이
용 등이 주요 내용이다.79) 동해관광공동특구는 강원도에서 제기한 ‘설악~금강
국제관광자유지대’ 개념의 확장판이다. 원산-금강-설악 국제관광자유지대를
지향하면서 종합 레저ㆍ휴양 중심의 복합관광벨트로 남북 교류와 동북아 교류
79) 이현주, 이백진, 유현아(2018), p.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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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80) 이에 동해관광특구 건설이 금강산관광 재개와
북한이 건설 중인 원산-갈마 국제관광특구, 설악산 관광과의 연계라는 큰 틀에
서 논의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10ㆍ4선언 발표 이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와 관련한 많은 논의
가 이루어졌음에도 이명박 정부 출범과 남북관계 경색 등 대내외적인 원인 때문
에 추진되지 못하였다. 9ㆍ19선언 발표 이후 남북관계가 또다시 경색되는 국면
을 맞이하면서 동ㆍ서해공동특구 조성에 대한 협의 역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희망적인 것은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의 주도적 역할을 담
당하는 인천시와 강원도가 남한 접경지역에서 이와 관련된 사업을 지속하여 추
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2021년 1월 서해경제공동특구의 대동맥 기
능을 담당하게 될 서해남북평화도로 영종~신도 구간 1단계 사업을 시작하였
고81) 강원도는 동해 북부선 강릉~제진 구간 연결사업을 추진해 환동해 경제벨
그림 3-3.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

자료: ｢개성공단ㆍ금강산관광 재개 합의... 대북제재 풀릴 때까진 ‘먼 길’｣(2018. 9. 1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9. 2).
80) ｢북 원산~금강산~고성~설악~강릉 5개 지구 벨트화 국제관광자유지대 만들자｣(2018. 7. 25), 온라
인기사(검색일: 2021. 9. 2).
81) ｢서해 남북경협 첫 단추… 영종~신도 평화도로 착공｣(2021. 1. 27),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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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및 유라시아 철도 연계의 기반을 조성해나가고 있다.
이들 사업에서 아쉬운 점은 동ㆍ서해공동특구 조성 사업 모두 외국인 기업의
참여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해경제공동특구는 개성-해주 특
구 및 서해 공해상에서의 협력, 동해 역시 북한이 금강산 국제관광특구 건설에
대한 외국 기업 투자 유치를 중국 협회에 위임하여 진행하는 만큼 남ㆍ북ㆍ중
협력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동해관광특구 건설 추진 단계에서 외
국 호텔 및 서비스 기업의 참여 방안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는 그 자체로는 한반도의 서해와 동
해를 남북 협력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나, 이를 조금 더 확장하면 서해
는 중국이, 동해는 러시아와 일본이 참여하는 국제경제협력지대로 활용이 가능
하다. 서해의 경우 중국 산둥성과 인접해 경제협력이 용이하다. 예를 들어 공동
어로와 수산물 가공 등에서 남ㆍ북ㆍ중이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동해도
러시아와 일본이 참여하는 국제경제협력지대로 확장이 가능하다. 한국의 속초
와 극동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일본의 마이즈루를 잇는 국제페리가 운행된
사례가 있어 관광지역에서 다자 협력을 기대해볼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서해
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에도 외국인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5) 통일경제특구
통일경제특구 조성은 ‘한반도 신경제구상’ 중 접경지역 평화벨트 조성의 주
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통일경제특구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으
로82) 취임 이후 ‘한반도 신경제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중 남북접경지역 발전
과 관련한 국정과제에 포함되었다.83) 통일경제특구에 대한 제안 및 논의는 역
대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실질적 성과로 발현되지 못했다.
82) ｢[파주에 ‘통일경제특구’ 조성] 파주~개성ㆍ해주 삼각벨트 ‘통일경제’ 이끌 전초기지로｣(2017. 8. 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0. 6).
83)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7), 90)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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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과 달리 통일경제특구는 남한지역에 있어 외국인 기업 유치에 유리
하다. 또한 대북제재나 바세나르협정과 무관하게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
는 장점이 있다. 개성공단의 경우 북한에 있어 3통(통행, 통신, 통관)에 어려움
이 크고, 북한의 정치, 군사적 영향하에 자유롭지 못하였다.
외국인 기업 유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
인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7조 통일경제특구기본
계획의 내용에 관한 조항에서는 외국인 투자 유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을 규
정했으므로, 공포될 경우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사업 참여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해볼 수 있다.
통일경제특구는 중앙정부의 남북경협 국제화 전략과 지방정부의 경제특구
조성 계획을 연결해주는 ‘다리(bridge)’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후
술하겠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의 한반도 정책과 지방정부의 개발 계획
이 상당 부분 괴리되어 있다. 이는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 유도에서도 동
일하게 나타난다. 중앙정부는 남북경협 문제를 국제화하려고 하나, 이런 정책
이 이행되는 지방정부에서는 관련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
황에서 통일경제특구는 중앙정부의 남북경협 국제화 전략과 지방정부의 지역
경제개발계획을 연결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기도 파주시의 통일경제
특구, 고양시의 ‘통일한국의 실리콘 밸리’를 중심으로 하는 복합단지, 인천시의
물류ㆍ관광 복합단지, 김포시와 강화군의 해주와 개성을 연결하는 평화통일벨
트, 연천군의 남북교류협력지구, 강원도 고성의 설악-금강 국제관광자유지대
등84)은 통일경제특구를 지방정부의 접경지역 개발 계획으로 연계한 것인데,
이들 계획 안에서도 외국인 투자 유치 전략이 검토되고 있다. 통일경제특구는
접경지역 지자체의 지역경제발전과 국토균형발전은 물론, 개성공단과 연계되
어 상호보완 작용을 통해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견인하는 접경지역 평화벨트
조성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해볼 수 있다.
84) 정유석(2018), p.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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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통일경제특구는 입법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일경제특구법
안 제정 움직임은 2006년 17대 국회에서 파주시 북부에 개성공단에 상응하는
별도의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후 2020년까지 총 10건의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1건을 제외한 나머지 9건은
모두 폐기되었다.85)

6)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남북접경지역은 외국인 기업이 남북경협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주요한 공간
이다. 우리 정부의 남북접경지역 개발은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추진
되고 있다. 2011년 7월 안전행정부는 기존 신지역발전정책(2008. 7)의 국토 3
차원 지역발전정책의 하나로 추진하는 초광역개발권 중, 추가로 접경지역을 남
북교류ㆍ접경벨트로 지정하는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이하 계획)’을 발표하
였다. 2019년 1월 행정안전부는 기 발표된 계획 중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이 낮
은 사업은 퇴출시키고, 2018년 남북, 북미정상회담 결과와 남북교류, 경제협
력 등의 파급효과와 기대를 반영하는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을 확정
하였다.
현행 계획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주
민 복지향상 및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수립된 법정계획이라는 의의를
지니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약칭: 접경지역법)｣ 제5조에 근거하고 있다. 대
상지역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3개 시ㆍ도, 15개 시ㆍ군 지역
으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경기도(김포시, 고양시, 파주시, 연천군, 동
두천시, 포천시, 양주시), 강원도(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춘천
시)가 이에 속한다. 비무장지대(DMZ)는 접경지역에서 제외하였으나 비무장지
대 내 집단취락지역(대성동마을)은 접경지역에 포함하고 있다.86)
85)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2).
86) 김현석, 김중태(2019), p.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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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은 [표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생태ㆍ평화 관광 활성화 ② 생활
SOC 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 ③ 균형 발전 기반 구축 ④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
성 등 4개 전략이며 이하 10개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남북관계 진전, 국가균형발전 확대 및 강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조성 등
새로운 정책수요를 반영하여 남북 교류ㆍ협력 기반 조성, 균형발전 기반 구
축, 생태ㆍ평화 관광활성화 등 신규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주민 친화적 시설
을 대폭 확충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과 지자체 등 수요자 중
심의 상향식 계획을 수립하여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계획 기간
은 2011~30년까지 20년이며 추진되는 사업은 총 225개, 규모는 약 13.2조
원이 투입될 계획이다.87)

표 3-2.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 전후 전략 비교
(단위: 건, 억 원)

2011. 7(변경 전)

2019. 1(변경 후)

주요사업

건수

사업비

전체

165
(100%)

18.8
(100%)

생태관광벨트
육성

저탄소
녹색성장지역
조성

98
(59.4%)

38
(23%)

주요사업

건수

사업비

225
(100%)

13.2
(100%)

도보여행길 조성을 통한
글로벌 관광 명소화

16
(7.1%)

0.45
(3%)

관광자원개발

66
(29.3%)

2.2
(16.7%)

자연생태 보전
체험ㆍ교육 공간 조성

26
(11.6%)

0.4
(2.3%)

소계

108
(48%)

2.9
(22%)

주민 질 향상 및
공동체 활성화

20
(8.9%)

0.8
(6.1%)

기초 생활 인프라 확충

22
(9.8%)

1.0
(7.6%)

소계

42
(18.7%)

1.8
(13.6%)

전체

2.7 생태ㆍ평화
(14.4%) 관광 활성화

8.9
(47.3%)

과제명

생활 SOC
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

87) 행정안전부(2019. 1. 23), pp.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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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계속
(단위: 건, 억 원)

2011. 7(변경 전)

동서ㆍ남북 간
교통인프라 구축

세계평화협력
상징 공간 조성

19
(11.5%)

5
(3%)

접경특화
발전지구조성

3
(1.8%)

주민안전시설
확충 및 정비

2
(1.2%)

2019. 1(변경 후)

4.0
(21.3%)

균형발전
기반구축

0.7
(3.7%)
2.3 남북교류협력
(12.2%)
기반조성
0.2
(1.1%)

특화자원을 활용한
신산업 발굴ㆍ유지

27
(12%)

1.4
(10.6%)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및 지역활력 제고

8
(3.6%)

0.1
(0.8%)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

19
(8.4%)

1.9
(14.4%)

소계

54
(24%)

3.4
(25.8%)

접경지역 동서ㆍ남북
도로 교통망 확충

10
(4.4%)

2.1
(15.9%)

경제ㆍ문화
교류협력촉진

11
(4.9%)

3.0
(22.7%)

소계

21
(9.3%)

5.1
(38.6%)

자료: 행정안전부(2019. 1. 23),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남북경협 국제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처와 지
자체의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사업들에서 외국인 기업의 참여 문제가 고려되
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사업 항목 중 민자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큼에도 외국
인 기업이 관심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분야가 없음은 물론 외국인 기업이 참
여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 이유는 첫째,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않고 경협이 추진되지 않다보니 접경지역 지자체에서 남북경협과 접
경지역 개발계획을 연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접경지역에 대한 외
국인 투자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 지자체에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는 점이다.
그럼에도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과 남북경협, 외국인 투자를 연계할 필요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개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남북경
협사업이 정부 또는 지자체의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의 범주 안에서 계획ㆍ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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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되고 있고 민자 유치의 성과가 부진한 상황에서 외국인 기업 참여를 대안으
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첫째, 기존에 계획된 사업에 외국인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 둘째, 외국인 기
업 참여 시 주어지는 경제적 혜택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민간자본을 포함하
여 외국인 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안정성
을 보장해야 한다.

나. 개성공업지구
개성공단은 경협사업 중 유일하게 외국인 기업의 참여 문제가 논의되었던
사업이다. 공단 설계 단계에서부터 외국인 기업의 참여를 염두에 두고 사업 추
진이 검토되었다. 그러나 개성공단 국제화 이슈는 개성공단 가동 초기부터 제
기, 논의되어 왔음에도 대내외적인 문제 때문에 실제 이행으로 진전되지 못했
다. 개성공단의 외국인 기업 투자 유치활동은 2005년 11월 개최된 ‘APEC
2005 KOREA’ 투자환경설명회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개성공단 사업주체
인 현대아산이 KOTRA와 함께 주한 외국인 기업 대표 및 관계자를 개성공단
으로 초청하여 외국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 설명회를 진행하였다. 또한
통일부는 외국계 기업 유치 프로젝트 시범 단계가 완료되는 즉시 3만 평에 달
하는 부지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배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하기도 하였다.88)
이처럼 개성공단 가동 이전부터 사업주체와 관계부처가 외국인 기업 투자유
치에 적극적이었던 이유는 개성공단이 가진 경쟁력을 바탕으로 이 공단에 인접
한 중국 선전, 홍콩 등과 같은 국제적 공업지구 수준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에
서 비롯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부와 사업주체의 노력으로 개성공단 가동 이후
외국인 기업들의 직간접적 진출 의사 타진이 활발히 이루어졌지만 투자의 발목

88) ｢개성공단 내달부터 외국인 투자 허용-FT｣(2007. 3. 1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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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잡는 것은 역시 정치적 불확실성이었다. 외국인 기업들은 개성공단에 진출
한 한국 기업들의 사업 성과와 문제점 등을 자세히 관찰한 뒤 핵 문제 등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더 완화되는 시기를 기다렸다가 투자를 진행하겠다
는 공통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89)
개성공단 가동 이후 외국인 투자 유치와 관련하여 남북 간 많은 논의가 진행
되었을 것이나 남북이 공식적으로 합의한 것은 2013년 8월 ‘개성공단의 정상
화를 위한 합의서’를 채택하면서부터이다. 합의서에서는 “남과 북은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해 국제적 수준의 기업 활동 조건을 보장하고 국제적 경쟁력이 있
는 공단으로 발전시켜 나간다”(제3항), “남과 북은 외국 기업들의 유치를 적극
적으로 장려한다”(제3항 1호), “남과 북은 공동 해외 투자설명회를 추진키로
한다”(제4항)고 밝히고 있다. 정부가 외국인 투자 유치와 관련된 합의를 채택한
이유는 북측이 개성공단을 자의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단의 안정성
을 국제적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개성공단에 외국 기업의 유치를 추진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90) 이후 남과 북은 외국인 기업 유치와
관련한 합의 이행을 위해 2013년 10월 개성에서 외국 기업인과 관계자를 대상
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북측의 불참으로 무산되었다.
합의서 채택을 계기로 우리 정부는 외국인 기업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
련하였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외국인 투자센터’를 개소하여
외국 기업의 투자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외국인 투자희망 기업들의 개성공단
방문을 주선하는 등 투자 유치를 위한 노력을 전개하기도 하였다.91)
정부의 이와 같은 개성공단 국제화 추진 노력은 안정적인 개성공단 운영 및
세계 수준의 공업지구 육성, 북한 경제발전 견인 등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었지
89) ｢개성공단을 두드리는 외국 기업들｣(2007. 9. 6),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9. 2).
90) 임강택, 이강우(2016), p. 34.
91) 위의 책, 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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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첫째, 개성공단은 정치적 색채가 강한 공업지구라는 것이다. 개성공단은 민
간 기업 주도로 계획ㆍ추진되었지만 재정적인 문제로 정부가 개입하였고, 이후
남북관계 발전 필요성 때문에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으로 전환되었다. 정부 주
도의 사업이 정책, 재정적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남측과 북
측이 개성공단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외국 기업들이 우려하는 정치적 리스
크를 더욱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남과 북은
번갈아가며 개성공단을 볼모로 자신들의 정치적 요구를 관철하는 데 이용하였
다. 결국 개성공단은 국제사회로부터 대북제재 예외 사업으로 인정받아 운영되
어왔음에도 남측의 독자적 결정으로 중단되었다. 2018년 남북 간 화해 무드가
조성되던 시기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희망을 가졌지만 국제사회 대북제재라는
장애물로 실현되지 못했고 이후 북미, 남북관계 교착상태의 장기화로 개성공단
가동 재개 역시 기약할 수 없게 되었다.
둘째, 외국 투자기업과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이다. 이명박 정부 시기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시행된 5ㆍ24조치로 남한 기업의 대북 경제협력은 지금
까지 중단되어 있고 신규 및 추가 투자 역시 승인되지 않고 있다. 개성공단 사
업의 경우 대북제재 예외로 인정받아 중단되진 않았지만 신규 및 추가 투자를
금지하면서 정상적인 운영에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정부는 ‘개성공단의 정상
화를 위한 합의서’를 채택한 이후 개성공단의 외국인 기업 투자 유치활동을 지
속하였다. 외국 기업의 개성공단 투자는 허용하고 국내 기업의 신규 투자 및
추가는 금지하는 것은 국내기업 입장에서 역차별, 모순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독자적 투자 환경도 미흡하다. 투자 리스크는 물론 남북
협력기금 지원, 통관, 통행, 반출 및 반입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독자적 투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남한에 독자 법인
을 설립하여 개성공단에 투자할 경우 남한 법인으로 인정되어 5ㆍ24조치의 적
용 대상이 된다.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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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외국인 기업 투자 유치를 견인할 수 있는 공업지구의 환경이 먼저 조성
되어야 한다. 앞에서 정부의 외국인 기업 유치 목적이 북측의 자의적 운영 방
지, 공단의 안정성, 국제적 수준으로 제고 등임을 설명한 바 있다. 이는 외국인
기업을 볼모로 남북관계 안정을 도모하려 한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 반대
로 개성공단 입주를 희망하는 외국인 기업 대다수가 정치적 리스크 안정 이후
투자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 정부와 외국인 기업이 개성공단 투자에
대한 상반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종합하면, 외국인 기업 유치를 위해서 개성공단의 정경분리와 투자환경 안
정화, 3통 문제 해결 등의 노력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정
부는 “지난해 5ㆍ24조치 발표 10주년을 계기로 5ㆍ24조치는 그동안 유연화와
예외조치들을 거치면서 사실상 실효성이 상실됐다”라는 모호한 해석으로 우리
기업들과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불러일으키기보다는, 5ㆍ24조치 ‘해제 또는
지속 유지’에 대한 명확한 결정을 통해 우리 기업이 대북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정책적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투자환경이 우수
하다면 외국 기업은 우리가 유치하려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입주하려고 할 것
이기 때문이다.93)

92) 임강택, 이강우(2016), p. 36.
93) 조동호(2013a),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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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개성공업지구 개발총계획

자료: 현대아산(2005), ｢개성공업지구 개발총계획(제1권)｣, p. 3.

그림 3-5. 개성공업지구 토지이용계획

자료: 현대아산(2005), ｢개성공업지구 개발총계획(제1권)｣,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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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외국인 기업을 유치하여 남북경협에 참여하도록 한다
는 구상은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가장 큰 이유는 남북경협 자체가
2010년 이후 추진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대북지원사업자
로 지정(2021. 9)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추진할 수
있는 경협사업 자체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인 기업의 투자까지 유치하여
남북경협사업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정책 구상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그럼
에도 본 절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장점과 잠재력을 중심으로 외국인 기업
의 경협 참여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가. 인천광역시
인천시는 지리적으로 최북단, 북한과 최근접 도시가 가지는 지역적 불안정
성을 국제평화도시 건설로 승화시키며 접경지역 평화를 증진하겠다는 것을 목
표로 삼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지리적 우위를 활용하여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황해 경제벨트 건설을 실현하는 선도적ㆍ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으로 성
장하는 한편, 역대 정부의 남북 정상 간 합의사항 이행을 선제적으로 추진해나
가는 중심도시의 지위도 가지고 있다.
인천시는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환황해 경제벨트)의 중심 사업이자 김
대중, 노무현 정부의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치 합의를 승계한 서해경제공동특구
조성을 중심축으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2019. 9)’,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 기본계획(2021. 6)’에 근거한 남북경협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반도 신
경제구상 중 환황해 경제벨트 건설은 서해경제공동특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
여, 수도권과 개성공단, 해주, 남포, 평양, 신의주로 연결되는 서해안 경제벨트
와 중국 환발해 경제권을 중심으로 첨단 제조업과 물류 중심의 경제벨트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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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여 중국의 주요 도시와 일일생활권의 교통망을 구축하는 산업ㆍ물류ㆍ교
통벨트 구축사업을 골자로 한다.94) 만약 서해경제공동특구 사업 내에 외국인
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면 가장 일선에서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지방
자치단체는 인천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의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옹진, 강화지역을 중심으로 설계되었
으며, 남북경협과 관련된 주요사업으로는 서해 남북평화 연도교 구축 등 교통
인프라 관련 사업과 교동 평화산업단지 조성이 있다. 2019년 인천시의 접경지
역 발전종합계획이 확정된 이후 추진된 첫 남북경협사업인 영종-신도 간 평화
도로 건설 공사가 2021년 1월 시작되었다. 이는 서해 남북평화 연도교 구축 1
단계 사업으로, 공사가 완공되면 영종-신도-강화도-교동도를 연결하는 한편,
향후 북한 해주와 개성까지 연결하는 환황해 경제벨트 구축의 육상 교통인프라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95) 상술한 바와 같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내에서 외
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에 대한 정책이 검토되고 있지 않은데, 중장기적으
로 관련 정책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한편, 2021년 6월 인천시는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6
조에 근거한 ‘인천시 평화도시 조성 기본 계획(이하 평화계획)’을 발표하였다.
평화계획은 평화도시 조성 기본 방향 및 서해5도와 한강하구의 평화 정착에 관
한 사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96) 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인천형(形) 남북교류 ② 시민들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평화 ③ 접경지
역 평화협력 강화 ④ 평화 의제의 국제적 확산 등 4대 전략의 22개 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다. 특히, 22개 사업 중 남북교류협력사업, 서해평화특별기간 운영,
평화ㆍ통일 공감 형성사업, 한강하구 공동이용, 서해5도 남북공동어로구역 설

94) 인천광역시(2021), p. 4.
95) ｢[기획] 인천 영종~北 해주ㆍ개성까지 한반도 번영 이끌 평화도로 첫걸음｣(2021. 1. 27), 온라인 기사
(검색일: 2021. 8. 26).
96)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6조에서는 인천시 평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5
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구성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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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위한 기반 조성, 황해평화포럼 운영 등 6개 사업을 핵심 사업으로 지정,
추진할 예정이다.97)
인천시는 적극적인 남북경협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업
에 외국인 기업의 참여는 미진하다. 인천시에는 일본, 미국, 중국, 독일 등 약
30개국의 외자 기업들이 제조, 금속가공, 비금속 광물, 의료정밀, 기계, 전자,
섬유, 식품, 의약, 전기전자, 목재, 화공, 서비스 부문 등에 투자하고 있다.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경협사업이 본격화된다면 인천에 진출한 이들 외국인 기
업은 참여를 희망하는 잠재적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 경기도
경기도, 특히 경기북부지역은 파주부터 연천까지 약 86㎞에 이르는 접경을 북
한과 마주하고 있다. 이 지역은 과거 남북경협을 통한 지역발전이라는 기대감보
다 북한 무력도발 위협에 따른 긴장감 때문에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 국내기업과
외국인 기업의 투자가 유입되기 어려웠다. 그러나 한반도 신경제구상 발표 이후,
동서를 가르는 접경지역 경제벨트 건설의 주요 지역으로 부상하면서 남북경협사
업 추진에 따른 지역경제 발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파주문산 ‘남북한
평화경제특구 조성’은 경기도 종합계획(2012~20년)에 반영되어 있으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서도 통일경제특구로 지정되어 있다. 특구는 북측의 인력, 자
원과 남측의 자본, 기술을 융합하는 한편, 개성공단과 상호연계 협력으로 지역경
제발전은 물론, 최종적으로 개성시와 파주시를 쌍둥이형 국제평화도시로 개발한
다는 계획98)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다.
경기도 남북경협사업의 중심인 파주 산업형 교류발전지구 건설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의 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크며 전체 예산의 1/3을 차지한다. 경기
97) 인천광역시청 보도자료(2021. 6. 15), ｢인천시, 평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최초 수립｣, 온라인 자료(검
색일: 2021. 6. 29).
98) 경기도청(2012), pp. 9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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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임진강을 경계로 북쪽에는 산업형 교류발전지구, 남쪽에는 통일경제특구
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전자는 경기도 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반면 후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는 통일경제특구 건설에 대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가 차원의 예산 편성과 건설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계획단계에 있는 이들 산업단지는 개성공단의 배후지로서 정치적 불안정성을
보완하는 동시에 개성공단과 상호작용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경제협력의 전초기지로서 외국인 기업의 투자 유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외국인 기업이 개성공단에 투자하고자 하는 주요 원인인 생산
비용 절감 등 기대효과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이다.
경기도는 접경지역 지자체중 외자유치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일
본, 미국, 중국, 독일, 유럽 국가 등 40개국의 기업들이 기계·금속, 의료정밀, 비
금속 광물, 의약, 전기·전자, 화공 등 부문에 진출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 역시
접경지역 남북경협 사업에서의 외국인 기업 투자유치 실적은 미진한 상황이다.
경기도는 DMZ 국제평화지대 건설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지방
자치단체이다. 이 때문에 여건이 마련되어 남북경협사업이 본격화된다면 관련
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관련 정책을 수
행할 때 추가적으로 외국인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여 DMZ 국제평화지대 건설
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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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통일경제특구 계획안

그림 3-7. 산업형 교류발전지구 계획안

자료: 경기도청(2012), ｢경기도 종합계획(2012~2020)｣.

자료: 행정안전부(2019. 1. 23),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다. 강원도
강원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남북경협과 남북관계 개선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남북교류의 창구이다. 1990년대부터 시멘트, 모래, 대북지원
용 쌀 등 물자는 물론,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한ㆍ미ㆍ일 대표단 및
금강산 단체관광, 이산가족 상봉 등 인적 교류가 강원도를 통해 진행되었다. 또
한 강원도는 자체적으로 오랜 기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산림병충해방제, 연
어자원보호증식사업, 민속문화축전, 아이스하키 친선경기, 농업ㆍ도로 협력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남북교류사업의 모델로 성장해왔다.99)
특히, 금강산 관광은 개성공단과 함께 남북관계의 현재를 보여주는 대표적
인 남북경협사업이다. 개성공단이 남북 산업협력을 견인하였다면 금강산 관광
99) ｢[특별기고] 10ㆍ4 선언에 대한 강원도의 시각｣(2007. 10. 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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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인적 교류 발전을 견인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술한 개성공단의 정치
적 리스크 문제는 금강산 관광에서도 나타났고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
망으로 사업이 중단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북한은 금강산에 투자한 우리 측
자산을 동결, 몰수하고 현대아산의 독점 사업권을 폐지하는 한편, 독자적 개발
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금강산 국제관광특구법을 제정하였다.100)
금강산 관광사업의 중단은 강원도의 남북경협사업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
나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북한이 원산-갈마 국제관광특구 건설에 주력하면서
과거 강원도가 계획했던 ‘설악~금강 국제관광자유지대’ 사업은 다시 동력을
찾게 되었다. 오랜 기간 경색된 남북관계는 2018년 북한 대표단의 평창동계올
림픽 참가를 계기로 화해 무드로 급전환되었고 9ㆍ19선언을 통해 동해관광공
동특구 조성의 청사진이 제시되면서 ‘설악~금강산 국제관광자유지대’ 계획은
‘원산~금강~설악 국제관광자유지대’로 확대되었다.101)
강원도는 남북관계의 경색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해관광공동특
구 조성에 필요한 기본 사업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첫째, 동해관광공동특구와
관련한 법제화 작업이다. 강원도는 통일부와 협의를 거쳐 법제화 작업을 구체
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둘째,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 방안 마련이다. 강원도는
동해관광공동특구의 공간적 범위를 고성-속초-양양-인제-강릉 등 5개 시ㆍ군
으로 잠정 설정하고, 약 244㎞에 이르는 설악산~금강산~원산을 연결하는 벨
트형 관광특구 형태로 건설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셋째, 단절된 동해선 철도
연결 사업이다. 동해북부선 중 단절되어 있던 강릉~제진 구간 연결 사업이 본
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구간 연결을 통해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에 필요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환동해 경제벨트 및 유라시아 철도 연계의 기반
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넷째, 강원도의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과 연계된 사
업 추진이다. 강원도의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의 사업과 예산은 정부의 전체
100) ｢[통일광장] 금강산 관광 중단 12년, 해결 전망과 과제｣(2020. 7. 1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9. 3).
101) 육동한 외(2018. 12. 18),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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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 예산에서 각각 60%, 4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강원도는 동해관광
공동특구 조성 방안에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포함시켜 시너지 효과를 창출
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도의 외자유치 실적은 인천, 경기도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일본, 미국,
중국, 캐나다, 싱가포르 등 약 10개국의 기업들이 기계·금속, 의료정밀, 전기·
전자, 화공, 식품, 의약 등 부문에 진출하고 있다. 그러나 강원도 역시 인천, 경
기도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사업 참여 실적은 미진한 상황이다.
강원도는 북한의 원산, 금강산과 남한의 강릉, 속초를 연계하여 관광분야 협
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과도 연관이 있는데, 역시 앞의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남북경제협력이
본격화된다면 외국인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여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림 3-8. 원산-금강산 관광개발지구

자료: 육동한 외(2018. 12. 18), p. 3.

그림 3-9. 국제관광자유지대 구상도

자료: 육동한 외(2018. 12. 18),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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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동해관광공동특구 구상안

주: 동 자료는 여건변화 등에 따라서 추후 내용이 일부 보완ㆍ수정될 수 있음.
자료: 육동한 외(2018. 12. 18),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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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인 기업
외국인 기업은 북한 진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북한 투자는 북핵 문제가 제
기되기 이전부터 논의되어왔는데, 북한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유인이었다.102)
예를 들어 세계 3대 투자자 중 하나로 불리는 짐 로저스(Jim Rogers)는 2015년
에 미국 CNN 방송사와 인터뷰에서 “만약 내가 내 모든 돈을 북한에 넣을 수 있
다면 그렇게 할 것이다. 엄청난 변화가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다”103)라고 언급
하면서 북한 투자에 관심을 보였다.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는 현실과 괴
리된 주장만은 아니다.
개성공단이 폐쇄된 2016년 이전까지 외국인 기업과 단체는 북한 투자진출
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개성공단을 직접 방문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개성공
단 국제화가 언급된 2013년부터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노르웨이 기업
과 주북한 대사들이 개성공단을 방문하며 투자 가능성을 검토했다. 외국인 기
업과 단체가 개성공단을 방문한 것은 투자 수익률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2013년
부터 중앙정부가 주도하여 개성공단 국제화를 법제화하면서 외국인들의 관심
이 더욱 커졌다(표 3-3 참고).
그러나 외국인 기업의 관심은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당시 대외적
인 요건들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아 외국인 기업들은 진출에서부터 어려움을 겪
었다. 연구진의 외국인 기업 면담 결과 바세나르협정, 인터넷 통신 문제, 역외
가공 절차, 국내 법인 설립 요건 등이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외국인 기업은 대북 투자의 안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
가 많았는데, 주로 관광객 피살에 따른 금강산 관광 중단(2008년), 북한의 군사
도발로 인한 개성공단 가동 중단(2016년) 등으로 경협사업의 지속 기간이 짧
고, 과거에 이루어졌던 대북 투자사업이 실패한 사례를 그 이유로 들었다.
102) 최장호 외(2019), p. 180.
103) “Jim Rogers: I would buy North Korea if I could”(2015. 5. 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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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국인 기업의 북한 투자에 대한 관심
개성공단 투자에 관심을 보인 외국인 기업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뉘는데, 하나
는 노동집약형 경공업 기업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 시장 진출 가능성을 타진하
기 위한 기업이다. 노동집약적인 산업에는 주로 제조업과 섬유 봉제 기업이 많
았고, 북한 시장 진출을 타진한 외국인 기업으로는 의료 및 보건 용품 생산 기
업, 건설 및 장비 기업, 신용평가사 등 금융기업이 많았다.
표 3-3. 개성공단을 방문한 외국인 기업
방문 날짜

기업

비고

2006. 6. 22104)

∙ 필립스(의료기기)
∙ 허치슨(항만운영)
∙ 도란캐피탈파트너스(부동산)
∙ 개성공단 투자설명회 참석 후 현지 견학
∙ 삼성 탈레스(군수산업, 現 한화시스템)
외 100여 개 외국 기업 관계자

2006. 11. 3105)

∙ 외국인투자주간(Foreign Investment
Festival) 외국 기업 임직원과 외신기
자 36명 방문

2006. 11.
16106)
2007. 2. 9107)

∙ 독일 기업인 22명 방문
∙ 무디스(신용평가)

2007. 2. 28108) ∙ 킴벌리클라크(위생용품)

2007. 3. 14109)

∙ 지멘스(엔지니어링)
∙ 르노삼성차(자동차)
∙ 오스람코리아(LED 조명)
∙ 필립스(의료기기)

2007. 4. 3110)

∙ 피치(국제신용평가기관)

∙ 유럽상공회의소 소속 기업 개성공단 방문

104) ｢‘웰컴 투 개성공단’…외국 기업 투자설명회｣(2006. 6. 22),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0. 5).
105) ｢외국기업인, 외신기자 36명 개성공단 방문｣(2006. 11. 3),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0. 5).
106) ｢개성공단 방문단 다시 줄이어｣(2006. 11. 1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0. 5).
107) ｢무디스 “개성공단, 남북의 희망적 미래”｣(2007. 2. 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0. 5).
108)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사진 자료실(검색일: 2021. 10. 5); ｢美 킴벌리 클라크 개성공단 입주 추진｣
(2007. 8. 23),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0. 5).
109) ｢주한 EU기업인들 개성공단 방문(종합)｣(2007. 3. 1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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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계속
방문 날짜

기업

비고

2007. 6. 14111) ∙ 화이자(제약)

∙ 킨들러 회장의 개성공단 방문

∙ 보쉬(자동차 기술)
2007. 6. 20112) ∙ 지멘스(엔지니어링)
∙ HSBC(은행)

∙ 외국 기업인 30명 방문

2007. 8. 27113)

∙ 천진진희미용실업유한공사(남한 법인명
∙ 개성공단 입주계약 체결
데싱디바, 인조손톱)
∙ 외국인투자주간(Foreign Investment
Festival) 개성공단 방문

2007. 11. 2114)

∙ 외국 기업 투자 시찰단 방문

2007. 11. 30115)
2008. 3. 5116)
2008. 4.

24117)

∙ 프레틀(자동차 부품)
∙ 네덜란드 기업인 일행

2008. 6. 4118)

∙ 유럽상공회의소

2008. 6.

∙ 대만 섬유업계

30119)

2008. 9. 8120)

∙ 론다(시계 부품)

∙ 개성공단 진출 검토
∙ 프랑스 투자 시찰단 방문

2008. 11. 21121)
2010. 5. 10122)

∙ 착공식 시행

∙ 홍콩을 포함한 중국 기업 관계자 등 ∙ 대풍그룹 박철수 총재와 개성공단 공
일행 20명
동 방문

2013. 9. 26123) ∙ 미앤프렌즈(신발)

∙ 합작투자 검토

110) ｢국제 신용평가社 ‘피치’ 다음달 초 개성공단 방문｣(2007. 3. 2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0. 5).
111) ｢세계 최대 제약사 화이자 회장, 14일 방북｣(2007. 6. 12),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0. 5).
112) ｢코트라, 암참과 공동 ‘개성공단 설명회’ 개최 추진｣(2007. 6. 2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0. 5).
113) ｢중국 업체, 개성공단 입주 확정｣(2007. 8. 2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0. 5).
114)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사진 자료실(검색일: 2021. 10. 5).
115)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사진 자료실(검색일: 2021. 10. 5).
116) ｢한국프레틀, 개성공단에 공장 착공… 외국계 기업으로는 처음｣(2008. 3. 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0. 5).
117)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사진 자료실(검색일: 2021. 10. 5).
118) 위의 자료.
119) 위의 자료.
120) ｢스위스 시계부품회사 회장, 개성공단 방문｣(2008. 9. 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0. 5).
121)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사진 자료실(검색일: 2021. 10. 5).
122) ｢北 외자유치 창구 대풍그룹 中투자단과 개성공단 시찰｣(2010. 5. 1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0. 5).
123) ｢독일기업, 합작투자차 개성공단 방문｣(2013. 9. 26),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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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계속
방문 날짜

기업

비고

2014. 2. 10124) ∙ 그로쯔 베커르트(바늘)
2014. 4. 10125) ∙ 데싱디바(네일아트)

∙ 부사장 방문

2014. 4. 17126) ∙ 러시아 기업가 일행

∙ 입주기업 시찰

2014. 4. 29127)

∙ BMW(자동차)
∙ 지멘스(전력화, 자동화)
∙ 보쉬(자동차 기술)

2014. 5. 2128)

∙ 재외동포기업인(세계한인무역협회)
∙ 코스트그룹(대북 사업, 설탕 조미료, 생
필품, 한국타이어, 화장품)
∙ 소네트사(모자)
∙ 듀라코트(산업ㆍ건축용 특수페인트)
∙ 영산그룹(자동차 부품)
∙ 투자 및 구매 가능성과 현지 공장 설립
∙ PCM(무정전 전원장치)
등 타진
∙ JCY 뷰티 디스트리뷰션
(헤어 케미컬ㆍ컬러)
∙ MK마트(한인마트 유통)
∙ J2그룹(설계 및 건설)
∙ 이글로지스틱스(물류)
∙ 토마토무역회사(신발)

2014. 5. 23129)

∙ 주한 노르웨이 대사와 기업인(조선ㆍ
해운업, 수산업 관련)

∙ 한독상공회의소 소속 기업인 42명 방문

2014. 6. 10130) ∙ 그로쯔 베커르트(바늘)

∙ 영업소 형태로 개성공단 진출 의사를
밝힘

2015. 3. 26131) ∙ 주한외국계 경제인 단체

∙ 관계자 20명 방문

2015. 5. 28132) ∙ 피치(국제신용평가기관)
2015. 6. 3
∙ S&P(국제신용평가기관)
자료: 저자가 언론 기사를 조사하여 정리.

124)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사진 자료실(검색일: 2021. 10. 5).
125) 위의 자료.
126) 위의 자료.
127) ｢한독상공회의소 소속 기업인 42명 개성공단 방문｣(2014. 4. 2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0. 5).
128) ｢동포 경제인, 남북 경제교류 물꼬 틀 수 있을까｣(2014. 5. 2),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0. 5).
129) ｢노르웨이 기업인ㆍ주한대사 내일 개성공단 방문｣(2014. 5. 22),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0. 5).
130) ｢독일 바늘업체, 개성공단에 영업점 설치키로｣(2014. 6. 1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0. 5).
131) ｢주한외국계 경제단체 6곳 26일 개성공단 방문｣(2015. 3. 2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0. 5).
132)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사진 자료실(검색일: 2021.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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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기업은 개성공단 진출에 관심을 보인 이유로 ① 인건비 등 생산비용
절감 ② 북한 내수시장 선점 및 북한 진출 전초기지 마련 ③ 투자 은행들의 금융
서비스 제공 등을 꼽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개성공단은 인건비 등 생산비용 절감에서 강점
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개성공단 진출을 검토하는 다수가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분야 기업이었으며, 개성공단에 진출할 경우 상당한 수준으로 생산비용 절감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둘째, 개성공단에 진출하면 북한 내수시장 선점 및 북한 진출을 위한 전초기
지 마련이 가능하다고 평가하였다. 개성공단에 방문한 기업은 제조업 기업과
금융기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 특히 제조업 기업의 관심이 컸다. 국가별로는 통
일 경험이 있는 독일 기업들이 개성공단 진출에 관심이 컸다.
외국계 제조업 기업 중 프레틀(자동차 부품 및 가전제품) 같은 경우, 2008년
에 입주 허가를 받으며 부지까지 분양받았다. 또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보쉬(전동기구), 아우디(자동차), 콘티넨탈(타이어), 다임러(자동차 부품), 쉥커
(물류), 도이치뱅크(금융), KTR Systems(자동차 부품) 등이 개성공단을 방문
해 시찰했다.133) 이들 기업들은 개성공단에서 제품을 생산하면 중장기적으로
북한에 관련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이들 기업이 진출을 희망
하는 분야가 바세나르협정134)에 위배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실질적인 투자
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들 기업들은 외국인 기업이 개성공단에 진출을 모색
한다면, 진출 기업에 바세나르협정 예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문제제기를 하였다.
133) 삼정KMPG 관계자 대면 인터뷰(2021. 9. 8, 서울).
134) 바세나르 체제는 해체된 코콤(COCOM, 대공산권 수출통제기구)을 대신해 세계평화에 위협이 될 만한
나라에 대하여 무기 및 기술 수출금지를 목적으로 1996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한국, 나토(NATO) 15개
국과 일본, 호주, 러시아 등 총 42개국이 참여하며 이란, 이라크, 리비아, 북한 등이 규제를 받고 있음.
네이버 지식백과, 용어해설, 외교부 외교통상용어사전,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23); 국내 관련
법적 근거는 ｢대외무역법｣ 제19조,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 14조
등이 있으며, 대표적으로 신소재, 전자장비, 통신, 보안, 정보보안 등을 제한품목으로 규제하고 있음.
홍익표(2004. 10), p.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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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금융기업 중 무디스, 피치, 스탠더드 앤 푸어 등 투자은행 역시 개성
공단 진출 기업에 대한 금융 서비스 제공 및 북한 진출 가능성 검토를 위해 개
성공단을 시찰했으나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나. 외국인 기업의 대북 투자가 어려웠던 이유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투자 실제 사례는 개성공단 진출이 유일하다. 외국
인 기업은 개성공단 진출을 검토하면서 ① 국내 법인 설립과 정부의 비협조적
인 태도 ② 바세나르협정 및 미 상무부 규제 ③ 인터넷 통신 문제 ④ 역외가공
절차승인 등에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하였다. 만약 이런 문제들이 해결된다면
외국인 기업의 개성공단 진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도 평가하였다.135)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남한에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 문제이다. 개성공
단에 투자하는 외국인 기업은 먼저 남한에 국내 법인을 설립해야 남북협력기금
에서 제공하는 예산지원과 보험을 제공받을 수 있다. 외국인 기업이 남북협력
기금의 지원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개성공단 진출을 위해서는 남한에 국내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이 제도를 통해 국내기업을 포함한 외국인 기업의 안정
적인 대북투자 및 경영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외국인 기업들은 국
내 법인을 설립해야 개성공단에 진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 불필요한 절
차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외국인 기업은 정부로부터 개성공단 투자와 관련된 정보를 얻기 어렵
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시기적으로 5ㆍ24조치로 인한
개성공단 확장 불가 주장과 박근혜 정부의 외국인 기업 개성공단 유치 정책이
충돌한 것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외국인 기업이 개성공단에 진출하
게 되면 개성공단을 확장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5ㆍ24조치의 취지와 충돌하
135) 삼정KMPG 관계자 대면 인터뷰(2021. 9. 8, 서울); 개성공단 입주기업(삼덕통상) 등 관계자 전화 인
터뷰(2021.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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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추진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
적으로 외국인 기업의 개성공단 유치를 장려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여건이 개선되어 남북경협이 활성화된다면 이런 문제는 자연스럽게 개선
될 수 있을 것이다.
남한 법인설립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개성공단에 투자하지 못한 사례로 독
일기업인 미앤프렌즈 사례를 꼽을 수 있다. 2013년 12월, 미앤프렌즈(독일바
이어)는 삼덕통상(개성공단에 기 진출한 기업, 신발제조업)과 합작으로 개성공
업지구 진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나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 못했다.136)
미앤프렌즈는 국내 법인 설립 없이 개성공단에 바로 법인을 설립하기를 원했으
나 통일부가 이에 대해 제도적 한계를 들어 허가하지 않으면서 관련 사업이 추
진되지 못했다.137)
한편 북한의 군사ㆍ안보적 불확실성이 사업 추진 불가로 이어진 사례로는 중
국의 데싱디바(네일아트)를 꼽을 수 있다. 중국 기업 천진진희미용실업유한공
사의 국내 현지 법인인 데싱디바를 설립하고 2007년부터 개성공업지구 진출
을 모색하였으나, 최종단계인 이사회 승인 단계에서 관련 안건이 부결되면서
진출을 포기하였다. 대북 투자의 어려움 중 하나가 북한의 군사ㆍ안보적 불확
실성인데, 데싱디바 이사회 멤버들은 개성공단 투자를 확신하지 못했고 한국정
부의 태도도 이를 불식하기에 충분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고 한다.138)
외국인 기업이 대북 투자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남북협력기금이 제
공하는 금융지원과 보험 제공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법상 국내 법인 설립 없
이 경협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기업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해주는 것이 불가
능하다. 단기적으로 국내 법인 설립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여 행정 처리 기간을
단축해주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36) ｢삼덕통상, 독일업체와 개성공단 합작투자 MOU 체결｣(2013. 12. 13),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9. 8).
137) 삼덕통상 관계자 전화 인터뷰(2021. 9. 24).
138) 삼정KPMG 관계자 대면 인터뷰(2021. 9. 8,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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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바세나르협정과 미국 상무부의 수출관리규정(EAR) 적용문제이다. 바
세나르협정은 전략물자 반ㆍ출입을 통제하는 협약으로,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산업 관련 물자의 대북 반출이 불가능하다. 수출관리규정은 미국 상무부가 시
행하는 것으로 전략물자의 대북 반출을 규제하고 있다.
외국인 기업은 이 두 규정을 개성공단 진출 장애요인으로 지적하였다. 이들
규제는 유엔 대북제재와 별도로 시행되고 있는데, 개성공단에 2차, 3차 산업의
제조업이 진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개성공단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컴
퓨터를 반입하고 통신선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매번 미국 상무부에 보고하고 승
인을 얻어야 했다. 이들 규정은 진출 가능 분야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기도 했지
만, 추가로 서류 작업을 하고 행정 처분 결과를 기다려야했기 때문에 기업들에
부담을 주었다.
예를 들어 독일의 그로쯔 베커르트(공업용 바늘, 우주복)는 개성공단에서 공
업용 바늘을 생산하고자 하였으나 바늘 생산설비가 전략물자에 해당되었다. 이
에 미국 상무부에 규제 유예를 신청하였으나 허가받지 못하여 결국 2014년 6월
에 생산설비는 갖추지 못하고 바늘을 판매하는 영업소만 설치(2014. 6)하였
다.139) 그로쯔 베커르트 외에도 다수의 제조업 기업이 개성공단 진출을 모색하
였다. 보쉬(드릴), 아우디(자동차), 콘티넨탈(타이어) 등의 독일 기업들이 개성
공단 진출을 검토하였으나 바세나르협정과 미국 상무부의 수출관리규정의 벽
에 막혀 투자 검토를 중단하였다.140)
셋째, 인터넷 통신 문제이다. 개성공단 진출을 희망하는 외국인 기업 중에는
인터넷으로 자동화 공정을 구현해 생산하는 기업도 있었는데, 이들 기업은 인
터넷이 없으면 생산 자체가 불가능함을 피력했다. 개성공단에 진출해 있는 국
내 기업들 중에도 팩스와 전화를 이용해 수기로 생산 관리를 해야 하는 것에 대
139) 개성공업지구 안에서는 그로쯔 베커르트 바늘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있었다. 일반적으로 공업용 바
늘은 공기에 노출되면 녹이 슬거나 무뎌져 기름에 보관해야 했는데, 그로 인해 보관과 사용이 불편했
다. 그로쯔 베커르트 바늘은 기름에 보관할 필요가 없다는 강점이 있었다.
140) 삼정KPMG 관계자 대면 인터뷰(2021. 9. 8,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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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어려움을 토로하는 기업이 있었다.
당초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KT는 2005년
7월 개성공단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광케이블을 매설하였고, 같은 해
12월에 미국 상무부의 승인까지 받았으나,141) 북한의 반대로 실제 사용되지
못했다. 이후 2014년에 북한과 개성공단 인터넷 사용 문제를 협의하였으나 합
의에 이르지 못했다. 북한은 인터넷을 통해 자본주의가 유입될 수 있으며, 검열
이 어려운 인터넷을 통해 북한 정보가 남한에 전해질 수 있고, 남한이 인터넷망
을 활용해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는 이유로 남한과 개성공단의 인터넷 연결을
반대하였다.142) 하지만 제4차 산업혁명으로 사물인터넷이 부상하는 등 인터넷
연결이 더욱 중요해졌고 북한도 개성공단에 최첨단 산업을 유치하기를 희망하
는 만큼, 개성공단이 재개되는 시점에 맞추어 북한과 인터넷 사용에 대한 합의
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개성공단 인터넷 사용은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
인 기업에도 기회요인이 될 것이다.
넷째, 역외 가공 및 수출 허가 문제이다. 외국인 기업은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제품을 제3국으로 수출하여 사업의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그
러나 현재까지 개성공단 기업 중 FTA의 역외가공지역 규정을 활용하여 수출한
선례가 없다.143) 이 때문에 외국인 기업은 개성공단 제품의 제3국 수출이 불가
능하다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역외가공지역에 대한 인터뷰 결과 컨

141) 임강택, 이강우(2016), p. 154.
142) 위의 책, p. 168.
143) 국내기업은 부과되는 관세의 차이로 Made in DPRK보다 Made in Korea로 수출하기를 선호했으
며, 이를 위해 개성공단에서는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보다 남한에서 원자재로 (60% 이상 부가가치가
남한에서 창출된) 구성된 물품을 중간 단계에서 개성공단으로 운반하여 인건비를 절감하는 방법을
(박스 포장 등) 택했다. 특히, 한국산 물품을 차량으로 개성공단까지 운반하는 것이 중국에서 원료를
수입하는 것보다 저렴했다. 또한, 역외가공혜택을 받는 절차가 복잡한 이유로 선행사례가 없었고,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은 선행사례가 생기면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것이 부담스러웠다고 한다. 즉,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은 역외가공지역 규정을 활용할 인센티브가 당시에는 부족했다. 이와 더
불어, 한-아세안 FTA 등에서는 역외가공 인정 품목이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물품과 상이해서 역외
가공지역 조항이 활용되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 보도해명자료(2014. 8. 25), ｢FTA 혜택 받으며
미국ㆍEU에 수출한 개성공단 제품 0｣(’14.8.25 중앙일보),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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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팅 업체에서도 관련 업무의 확장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개성공단
진출에 관심을 가진 대부분 외국인 기업은 대기업이 많았으며, 추후 역외가공
지역 규정과 남북의 원산지 규정 및 실무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진행할
경우 컨설팅 업체에 하청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외
국인 기업인 컨설팅 업체들 또한 개성공단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
상된다.

4. 소결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함께 대내외 경제협력 구상을 발표하고, 국제회의, 행
사 등을 통해 국가, 국제기구, 외국인 기업을 대상으로 공을 들여왔다. 먼저, 대
내적 경협사업인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남북 간 3대 벨트 구축을 통한 한반도
의 신성장동력 확보, 경제공동체 건설, 교량국가로의 공동번영 추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음으로 대외적 경협사업인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구상은 동
북아 평화협력 플랫폼 구축과 동북아를 넘어선 신남방ㆍ북방정책을 주요 내용
으로 하고 있다. 이 밖에 전쟁불용, 상호 간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3대 원칙하
에 ‘DMZ 국제평화지대 건설’과, 동북아 상생번영의 대동맥 구현을 통해 동아
시아 경제공동체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남ㆍ북ㆍ중ㆍ일ㆍ러ㆍ몽의 동북아 6
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설립을 국제사회에 제안하였
다. ‘DMZ 국제평화지대 건설’,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설립’ 제안은 국제사회가
동참하는, 다자협력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 정착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8년 진행된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총비서에
게 한반도 신경제구상에 대한 자료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구
상의 일환으로 9ㆍ19선언에서는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을
위해 협의해나가기로 합의한다는 성과를 거두었다. 서해경제공동특구는 10ㆍ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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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구상을 계승하고 있고, 동해관광공동특구는
강원도에서 오래전부터 계획해왔던 ‘설악~금강 국제관광자유지대 건설’의 확장
판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지역별 남북교류 사업을 위한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
고 있다. 특히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접경지역 지자체들은 정부의 한반도정책
과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인천시 평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경
기도 발전계획(2012~20년)’, ‘원산~금강~설악 국제관광자유지대’ 등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서도 남측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을 점진
적으로 진행해나가고 있다.
이처럼 정부와 접경지역 지자체의 남북관계 개선 및 향후 남북경제협력을 위
한 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남북 간의 반목과 화해의 반복이다. 남북경협 구상의 추진과 실현을 위
해서는 북측과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정치적 갈등으로 반복되는 남북관계
교착과 대화 단절은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교류협력을 제안과 선언 단계에 머
무르게 하고 있다. 향후 대화재개 시 정경분리된 논의를 통해 정치적 갈등이 경
제, 사회, 문화 부문의 교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구상별, 사업별 구체적인 추진 방안의 부재이다. 상술한 정부의 한반
도 정책 구상에 대해 공개된 구체적 추진 방안이 없어 제안만을 위한 사업 수립
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셋째, 외국인 기업 참여 방안의 부재이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
국제사회를 향해 다자협력과 참여를 강조하지만, 정작 정부, 지자체의 남북경
협사업에서 외국인 기업의 참여 방안 검토와 이를 위한 투자 유치 활동이 추진
되지 않았다. 단지 개성공단에 한하여 투자 유치활동이 이루어졌을 뿐이다. 하
지만 개성공단의 외국인 기업 참여 역시 ① 국내 법인 설립의 필요성 ② 바세나
르협정 및 미 상무부 규제 ③ 인터넷 통신 문제 ④ 역외가공 절차승인 등 장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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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존재하고 있다.
남북경협사업에서 외국인 기업의 참여를 위해서는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분야, 범위, 자격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국내기업과 동등한 입
장에서 경쟁을 통한 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 채널 구축이 필요하다. 정부, 지자체는 남북경협사업에서 외국인 기업
참여 및 개성공단의 외국인 기업 유치를 위해서 외국인 기업들이 관련 협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소통의 플랫폼을 조성하는 한편, 외국인 기업이 참여 가
능한 남북경협사업 발굴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사업구상 초기 단계부
터 외국인 기업이 참여하여 상호 간에 정보 또는 경험을 공유하고 정부의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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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해외사례: 경제통합과
외국인 기업의 역할

1. 중국의 경제통합과 협력,
그리고 외국인 기업
2. 독일 통일과 외국인 기업

이 장에서는 남북경제협력의 외국인 참여와 관련된 해외사례를 분석하였다.
다양한 해외사례 중 사회주의 경제와 자본주의 경제가 통합하면서 외국인 투자
를 유치한 사례를 법ㆍ제도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남북경협과
유사하지만 정치적으로 각각 상이한 환경인 ① 홍콩ㆍ중국 CEPA ② 대만ㆍ중
국 ECFA ③ 서독ㆍ동독의 경제적 통합과정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법ㆍ
제도를 분석하였다. 이들 사례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체제가 교류협력하는 과
정에서 외국인 투자를 활용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다만, 이들 해외사례가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
와는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기업이 남한에 법인을
설립하고 경협에 참여하는 방식을 주로 분석하며, 그 확장 사례로 외국인 기업
이 남한에 법인을 설립한 뒤 북한에 투자하는 방식을 분석하고 있다. 중국의 홍

그림 4-1. 4장의 구성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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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 대만과의 협력 사례는 외국인 기업이 홍콩이나 대만에 법인을 설립한 뒤 중
국에 투자하는 방식에 더욱 적합하다. 독일 사례는 동독의 국영기업을 민영화
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기업이 고용과 투자 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경제
정상화에 기여한 부분을 조명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사례는 제도적 측면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홍콩, 대만에 법인을 설립하고 우회투자를 허용하였을 때, 외
국인 기업의 투자 수요가 존재하며 그 규모도 상당한 수준일 수 있음을 보여준
다. 또한 독일 사례는 외국인 기업이 경제 정상화와 성장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모두 제2장에서 논의한 내용과 긴밀한 연관이 있는 것
으로 차후 외국인 기업이 남한을 경유하여 북한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데 참
고할 만한 사례가 될 수 있다.

1. 중국의 경제통합과 협력, 그리고 외국인 기업
중국이 개혁ㆍ개방을 시도한 1980~2000년대 경제성장에 기여했던 외국인
자본 중 상당량을 차지하는 것이 홍콩과 대만 자본이었다. 홍콩과 대만에 기반
한 중국계 외국인 자본은 중국의 국공내전 이전에 광둥성과 푸젠성에 근거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 자본은 중국이 개혁ㆍ개방을 선언하기 이전부터 중
국의 친인척에게 송금되었고 그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였다. 중국은 화교자본
의 중국 투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경제성장을 꾀하였다. 이 시기에는 외국
인 기업이 중국 본토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홍콩과 대만에 법인을 설립한 뒤
그 법인을 거쳐 중국에 투자하는 것이 혜택이 큰 경우가 많았다. 이를 구체적으
로 살펴보자.144)
개혁ㆍ개방 과정에서 중국은 서구의 외국인 자본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

144) 이종석(2018),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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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980년 중외합자기업법을 제정하여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시작하였음
에도 1980년대 중반까지 성과가 크지 않았는데, 여기에는 서구의 외국인 자본
이 중국의 사업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하여 산업 전반을 잠식해갈 것이라는 중
국정부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투자 업종을 소수로 제한하였고
외국인 투자 승인도 까다롭게 하였다. 이후 중국은 1995년 ‘외상투자방향지도
잠행규정(外商投資方向暫行規定)’과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外商投資産業指導
目錄)’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외국인 기업을 유치하였다. 외상투자산업지도목
록은 외국인 기업 유치와 외국인 기업의 중국 진출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라 할
수 있다. 목록에서는 장려, 제한, 금지 3개 부분으로 분류하고 외국인 투자 장
려 업종 일부에 대해서도 외국인 지분비율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은
시대에 맞게 수정되어오면서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으며 홍콩, 대만, 마카오 기
업들에도 적용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중국 당국은 홍콩과 대만의 중국계 외국인 자본에 대해서
는 상대적으로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오히려 이들 자본을 유치하여 중국의
경제성장을 돕도록 장려하였는데, 중국계 자본이 긴밀한 연관성을 갖는 지역에
특구를 제정하였다. 중국은 1980년 동남부연해지역 광둥성의 선전(深圳), 주
하이(珠海), 산토우(汕頭)와 푸젠성의 샤먼(夏門) 4개 지역에 경제특구를 설치
하면서 홍콩, 대만 자본을 유치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계 외국인 자본을 포함한
다수의 외국인 자본이 홍콩과 대만을 교두보로 삼아 중국에 투자되었다.
중국의 이런 외국인 투자 유치 방식은 개성공단의 외국인 투자 유치 방식과
유사한 점이 많다. 우리 정책 당국이 외국인 기업이 개성공단에 투자하기 위해
서는 남한에 법인을 설립한 이후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처럼, 외국인 자
본이 중국이 우대하는 홍콩과 대만의 중국 투자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홍
콩과 대만에 법인을 설립하여 현지 기업화를 해야 했다.
초기에는 동남아의 외국인 자본이 주로 홍콩을 경유해 광둥성에 투자하는
것을 희망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 당시 홍콩은 영국 식민지이자 자유무역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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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금융과 무역에서 충분한 제도적 인프라를 가지고 있었으며 중국으로 왕래
하기도 용이하였다. 둘째, 초기에 중국에 투자를 희망한 자본은 주로 중국계로,
광둥성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컸다.
셋째, 자신이 거주하는 동남아국가 내에서의 화교 지위의 불안으로 자본 도피라
는 동기가 있었다. 중국의 개혁ㆍ개방 초기인 1990년대 중국의 FDI 유입에서 홍
콩이 차지하는 비중은 60~70%에 이르렀다. 다만, 중국과 대만의 경제협력이 시
작되자 일부 아시아 자본(특히 일본 자본)이나 서구권 자본이 대만을 경유하여
중국에 투자하는 것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145)

가. 중국-홍콩 CEPA와 외국인 기업
1) 제도
중국은 홍콩을 영국으로부터 반환(1997년)받은 이후 중국과 홍콩 간의 경제협
력을 장려하기 위한 협정서 체결을 준비하였다. 중국과 홍콩의 경제협력이 필요해
지자 중국은 홍콩과 경제협력강화협정(CEP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gement)을 체결(2003. 6. 29)했다. CEPA로 중국과 홍콩 사이의 관세가
무관세로 바뀌었고, 중국이 홍콩 기업에 서비스업종 개방을 허용하면서 홍콩의
대중국 투자도 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중국-홍콩 CEPA’는 홍콩 자본은 물론 홍콩을 경유한
외국인 자본이 중국에 투자될 수 있도록 돕는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146)147) 특
히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약속한 서비스업 완전 개방이 2005~07년 중으
145) 위의 책, p. 6.
146) Wang(2016. 4. 29), p. 477.
147) 홍콩의 산업통상부(Trade and Industry Department)는 CEPA가 외국인 기업이 홍콩에 법인을
설립한 뒤, 다시 중국에 투자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된다고 홍보하고 있다(“Foreign investors are
also welcome to establish businesses in Hong Kong to leverage on the CEPA benefits and
join hands in tapping the vast opportunities of the Mainland market.”).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Trade and Industry Department(검색
일: 2021.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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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CEPA 홍콩(외국) 기업이 투자하는 과정

자료: 저자 작성.

로 이루어지는 데 반해, 중국-홍콩 CEPA는 이를 1~3년 앞당긴 2004년 중으로
이루어지면서 외국인 기업의 홍콩을 경유한 중국 투자 유인이 매우 커졌다. 중국
시장의 조기 진출은 시장 선점 효과가 컸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산업의 경우 중
국에 직접 진출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합작해야 했으나, 홍콩에 법인을 설립한 뒤
중국에 진출하는 경우 100% 독자 지분을 유지할 수 있었다.148) 기업 지배구조와
운영 측면에서도 중국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홍콩을 경유하여 투자하는 것이
유리한 점이 많았다.
실제로 중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 중 홍콩을 경유한 투자는 상당한 규모에 이
른다. 2008년부터는 중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 중 홍콩을 경유한 비중이 50%
를 상회할 정도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그림 4-3 참고). 그만큼 홍콩을
경유한 외국인 기업의 중국 투자가 중국 경제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외국인 기업의 홍콩 경유가 많아지면서 홍콩 경제에 외국인
기업의 투자도 늘고 있다. 2003년 CEPA가 체결되자 홍콩기업의 중국에 대한
투자와 홍콩에 대한 외국인 기업의 투자가 빠르게 늘어났다(그림 4-4 참고). 외
국인 기업에 홍콩을 경유하여 중국에 투자하도록 하는 것이 단순히 제도적인
장려 수준을 넘어서 홍콩과 중국 경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CEPA 체결 이후 홍콩 내 외국인 기업의 수도 증가하였다(그림 4–5 참고).

148) Hoffmann, Richard(2014. 11. 10), “Leveraging the CEPA to enter the Chinese Market,”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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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외국인의 중국 직접 투자 규모
(단위: 백만 달러)

자료: International Trade Centre, “Foreign Direct Investment Data”; UNCTAD STAT, “Foreign Direct
Investment”(모든 온라인 자료의 검색일: 2021. 10. 7).

그림 4-4. 외국인 기업의 홍콩 투자와 홍콩 기업의 중국 투자
(단위: 십억 홍콩 달러)

자료: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Census and Statistics Department(검색일:
2021.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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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홍콩 내 외국인 기업 수 추이
(단위: 개)

주: 1) 지역본부: 홍콩 외 지역에 있는 모회사를 대신하여 특정 지역 내에서 경영 관리 책임을 가지고 있음.
2) 지사: 홍콩 외 지역에 있는 모회사를 대신하여 특정 지역 내의 사업체 및 사무실 기능을 조정, 운영함.
3) 지역사무실: 홍콩 외 지역에 있는 모회사를 대신하여 홍콩 내에서의 사업에 대해 책임을 지님.
자료: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Census and Statistics Department(검색일:
2021. 10. 7).

외국인 기업이 CEPA의 혜택을 받으면서 중국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
항을 충족해야 한다.149) 외국인 기업(은행)이 CEPA 우대조치를 받고 중국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① 홍콩 법인이어야 하고150) ② 해당 분야에서 3~5년
동안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151) ③ 60억 달러의 자산을 증빙(신청 전년도 자산
기준)해야 하고152) ④ 중국 현지금융 계좌 개설을 위해 중국에서 2년 동안 사
업한 기록을 증빙해야 한다.153) 이후 외국인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CEPA 우대
조건 적용을 위한 기준이 완화되었는데, 홍콩에서 3~5년 동안 세금을 납부해
야 한다는 자격 조건이 해당 분야에서 2년간 사업을 하거나 또는 홍콩 법인 설

149) CEPA에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임수호 외(2016) 참고.
150) CEPA Annex 5, Article 6.1.
151) CEPA Annex 5, Article 3.1.2(2), 다른 기업들은 3년.
152) CEPA Annex 4, Table 1, 7.1.
153) CEPA Annex 4, Table 1,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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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 후 3년이 경과한 뒤 CEPA 우대 조건에 해당될 수 있도록 완화되었다. 이 외
에도 홍콩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직원의 50% 이상이 홍콩 거주자이거나 중
국 국적자여야 한다는 규정도 있었다. 또한 홍콩에 투자할 경우에는 홍콩의 사
업 분야와 중국의 사업 분야가 일치하여야 했다. 홍콩에서 서비스업을 하는 기
업이 중국의 제조업에 투자할 수 없었다.154)
외국인 기업이 홍콩을 경유하여 중국에 투자하는 경우 보이지 않는 우대 사
항이 다수 존재하였다. 중국은 홍콩을 경유한 홍콩계 외국인 기업의 회사 설립
에 대해 덜 엄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중국에 지주회사를 직접 설립하는
것은 절차가 복잡하고 4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데 반해, 홍콩에 지주회
사를 설립하는 것은 절차가 간편하고 2~3주 내에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외
국인 기업은 홍콩에 지주회사를 설립한 후 이 지주회사를 활용해 중국의 자회
사 매입이나 신규 회사 설립을 할 수 있는데, 홍콩의 지주회사가 중국에 설립한
지주회사와 사실상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다. 또한 외국인 기업의 투자
금 회수도 중국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지분 매각 시 심사비준기관의 비준을 거
쳐야 해서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데 반해, 홍콩에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지
분매각 절차가 간단하였다.155)

표 4-1. 중국 투자 이익금 회수 방법에 따른 효과
과세대상

대중국 직접 투자

홍콩법인을 통한 중국 투자

배당

5% 원천징수

5% 원천징수

이자

10%

7%

로열티

10%

5~7%

청산

청산소득에 대해 배당과 동일하게 과세

자료: 조빛나, 김은영(2016), p. 4.

154) CEPA Supplement IV Article (3)(i).
155) 정영수(2008. 5. 27), ｢中, 홍콩을 경유한 중국 내 투자이점 분석｣,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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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외국인 기업의 중국 진출과 CEPA를 활용하여 홍콩을 경유한 진출 시 우대사항
분야

중국 직접 진출

유통

- 합작만 가능(지분 49%까지)

CEPA 활용(HKSS 인정 시)
- 50개 이상 매장 오픈 시 100% 지분소유 가능

- 수입영화 쿼터제 적용
- 홍콩 내 제작 시 쿼터제 미적용
콘텐츠 - 합작 시 제작진 50%, 배우 1/3 이상 중국인 - 배우는 적용하되, 제작진 비율 미적용
- 상영관은 합작투자만 가능(최대지분 75%) - 상영관 100% 단독투자 가능

금융

- 은행자회사 설립 시 총자산 200억 달러 이상
- 위안화 비즈니스 신청 전 3년 경영 및 2년 - 은행자회사 설립 시 총자산 60억 달러
흑자 의무
- 위안화 비즈니스 신청 제한 철폐
- 일부 서비스(뮤추얼 펀드 판매 등) 외국은행 - 기존 제한분야 서비스 제공 가능
진출 불가

운송

- 합작만 가능(지분 49%까지)
- 일부 분야는 외국 기업 참여 불가

- 국제
선박
선박
- 기존

선박 관리, 컨테이너 보관, 홍콩 등록
검사, 국제 해양 컨테이너 임대ㆍ매매,
유지ㆍ수리 등 100% 지분소유 가능
제한분야 합작형태로 투자 가능

자료: 조빛나, 김은영(2016), p. 5.

2) 투자 사례와 쟁점
다수의 외국인 기업이 CEPA를 경유하여 중국에 투자하였다. 투자회사에서
는 중국에 투자하는 5개 방식 중 하나로 중국-홍콩 CEPA를 소개할 정도였
다.156) 또한 통신 분야에서는 2020년 3월 기준 13개 외국인 기업이 홍콩에 법
인을 설립한 뒤 CEPA를 통해 중국에 투자하였는데, CITIC Telecom이 대표
적이다.157) 추가로 PCCW/HKT가 CEPA를 이용하여 중국에 투자하겠다는
사실도 밝혔다.
금융기업이 홍콩에 법인을 설립한 뒤 CEPA를 통해 중국에 투자한 사례도 있
다. 만약 외국인 기업이 홍콩을 경유해 중국에 투자하지 않고 중국에 직접 투자하
는 경우 WTO 규정에 따라 200억 달러의 자산을 증빙하여야 했다. 이는 매우 높
은 진입장벽이었는데, 당시 홍콩에 있는 8개 은행 중 200억 달러의 자산 증빙요
건을 충족할 수 있는 은행은 없었다.158) 반면 중국-홍콩 CEPA에서는 자산 증빙
156) Morrison Foerster(2020), “Data Center Investments in China: Cloud 9 for Foreign Investor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10).
157) Mordor Intelligence, “China Internet Data Center Markets-Growth, Trends, COVID-19
Impact, and Forecasts(2022-2027),”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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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60억으로 규정하면서 홍콩 법인이 있는 은행은 중국 본토에 우선 진출하
여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이러한 제도는 중국이 외국인 기업의
직접 투자보다 홍콩에 기반한 외국인 자본을 우대하였음을 보여준다.
표 4-3. 중국 시장 직접 진출과 CEPA를 통한 진출 비교(은행)
WTO 규정(중국 직접투자)

CEPA 규정(홍콩 우회투자)

지점설립 요건
200억 달러 자산 증빙
대표사무소 3년 이상 운영

지점설립 요건
60억 달러 자산 증빙
법인 설립 및 영업 기간 5년
대표사무소 1년 이상 운영
합작은행 설립 시 대표사무소 필요 없음

위안화 거래 신청 시
3년 사업경력
신청 2년 전 수익 창출 必
수익 평가는 개별 지점
해당 지점의 운용자산 5억 위안 이상
개별 지점 각각 운용자산 3억 위안 이상

위안화 거래 신청 시
2년 사업경력
신청 1년 전 수익 창출 必
수익 평가는 전체 지점 합산
운용자산은 전체지점 합산, 평균 수준이 5억 위안 이상
각 지점의 운용 기금이 3억 위안 이하여서는 안 됨

중국은행 지분인수를 위한 자산 요건은
100억 달러
-

보험중개업무 수행 허용
중국은행 지분인수를 위한 자산 요건을 100억 달러
에서 60억 달러로 완화
데이터 센터 설립 가능159)

중국 내 어느 지역이나 분점 설립 가능
외국은행은 지사를 운영하는 도시 내에만 분점을
광둥성에 지점을 설립한 은행은 지점을 설립하지
설립할 수 있음
않은 지역 내에서도 출장소를 개설할 수 있음160)
-

중소기업 대상 전문금융기관을 설립할 수 있음

-

중국 광둥성 내 소비자 금융회사(Consumer Finance
Company)를 설립할 수 있음

상호 펀드(mutual fund) 판매 불가

홍콩 은행이 설립한 중국 금융기관의 경우 상호 펀드
(mutual fund) 판매 가능

자료: 여지나(2010. 8. 18), pp. 6~7; 장수영(2013. 11. 22), ｢CEPA를 통한 중국 서비스산업 진출기회 엿보기(Ⅱ)｣,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7).
158) Harrison(2004), p. 19.
159) ① 2008년 6월 30일 이전에 중국 법인 설립 ② 법인설립 시 홍콩의 모은행에 기존 데이터 센터 구축
③ 중국 사업을 위한 데이터 센터를 독립적으로 운영 ④ 이사 및 경영간부 회의가 중국사업 데이터
센터의 관리에 대해 최종권한과 책임을 가짐 ⑤ 중국영업 데이터센터가 상응하는 감독요건을 충족
하며, 중국 관계당국의 승인을 받았다.
160) 개념상 출장소(sub-branch)는 지점(branch)을 개설한 지역에서 개설할 수 있지만, CEPA Ⅶ에서는
광둥성 지역 내에서 영업하는 홍콩은행에 한하여 지점이 개설되지 않은 광둥성 내의 다른 지역에 바로
분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Cross-location sub-branch 제도를 도입했다. 이로써 홍콩은행들은
지점 설치없이 여러 지역에서 은행 영업을 할 수 있는 특혜를 얻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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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말 기준, 15개 홍콩 은행이 중국에 외국인 지분 100%인 자회사 8개
와 90개 지점(branch), 273개 분점(sub-branch)을 설립했다. 중국에서 활동
중인 외국계 은행으로 DahSing Bank, HSBC, 스탠더드차터드은행, 씨티은
행, HangSeng Bank, 동아시아은행(The Bank of East Asia) 등을 꼽을 수
있다. 동아시아은행의 경우, 2010년 1월부터 현재까지 광둥성에 13개 분점
(sub-branch)을 개설했다. 광둥성에서는 홍콩에 본사를 두고 다른 지역에 분
점을 내는 Cross-location sub-branching을 시행 중이다.161)
제조업의 경우, 미국 회사인 Lanco Integrated가 중국 본토 진출을 염두에
두고 2009년 홍콩에 법인을 설립했다. 이 회사는 정밀 기기를 중심으로 자동차
와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기업이다.162)
홍콩을 거쳐 중국에 우회투자를 하면서 기업들이 겪었던 어려움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홍콩에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이는
개성공단에 진출하기 위해 외국인 기업이 남한에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 것과
동일한 어려움이다. 스탠더드차터드은행의 경우 100년 동안 홍콩에서 영업을
해왔고 홍콩달러를 발행하는 기관 중 하나였지만, 홍콩법인을 세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CEPA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 은행은 중국 진출을 위해 2004년에
홍콩법인을 설립했다.163)
둘째, CEPA의 우대조치가 서비스업과 관광업에 편중되어 있었다. CEPA 체결
당시 홍콩의 산업이 서비스업에 편중되어 있다 보니 CEPA에서도 이들 산업에
대해서만 우대조치가 제공되었다. 결과적으로 CEPA의 서비스업 투자 보호 조항
과 홍콩의 개인관광방문 제도는 서비스업과 관광에 치우친 투자로 이어졌다.164)
이는 홍콩이 중국보다 서비스업에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필연적인 결과라
고 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적어지는 원인이 되었다.165)
161) Trade and Industry Department(2017), “CEPA Success Storie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16).
162) Ibid.
163) Ibid.
164) Lei(2017. 1. 25), p.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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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CEPA 조항에서는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권한을 허용하지 않았다. 각
지방정부의 사정이 무시되고 중앙에서 요구하는 절차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다
보니, 지방정부의 행정처리가 지연되고 불필요한 요구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
했다. CEPA의 체결 주체가 중국 중앙정부의 상무부 부부장과 홍콩행정구역이
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권한을 고려하기 어려웠을 것이다.166) 그러나 지방정
부도 주요한 역할을 했다. 실제로 중국 상무부는 CEPA의 서비스업에 대한 심
사권을 지방정부에 위임하였다. 중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더욱 확대되기 위
해서는 지방정부의 권한이 확대되었어야 했다.
넷째, 중국과 홍콩의 법ㆍ제도가 요구하는 규제 수준이 달랐다. 중국의 규제
수준이 홍콩보다 월등하게 높다 보니, 홍콩 기업들이 중국에서 활동하는 데 어
려움이 컸다. 홍콩의 정책당국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과 협상하고자 하였
으나, 양측이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은 CEPA에 한정되었다.

나. 중국-대만 경제협력과 외국인 기업
1) 제도
중국 개혁ㆍ개방 정책 실시 이후 대만과 정치적 대립관계에 있음에도 양안
(兩岸) 간 경제교류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1980년대 들어 중국은 4대 경제특구
에 대한 대만 기업 투자 우대조치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중국과 대만의 경제교
류는 1988년 중국이 국무원령 제7호를 발표하면서부터 본격화되었다. 국무원
령 제7호는 ‘대만동포 투자 장려에 관한 규정(關于鼓勵台灣同胞投資的規定)’이
며 중국과 대만의 경제기술교류를 통한 양안의 공동 번영과 대만 기업, 개인의
중국 투자 독려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94년 ‘중화인민공화국 대만동포 투
165) 보고된 통계에 따르면 서비스(Trades in Services)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제조업(Manufacturing
Services)이 서비스에 포함되어 보고되었으나, 실제 액수는 0으로 수렴함.
166) 도상범(2011), p.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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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호법(中華人民共和國台灣同胞投資保護法)’ 제정, 1999년 투자보호법에 대
한 실시세칙 발표 등을 통해 대만 기업의 중국 투자를 촉진, 보호하여 양안의
경제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대만 기업에 대한 우대정책을 실시해
오고 있다. 중국과 대만은 WTO에 동시 가입(2001. 1)하면서 상호 경제협력과
국제사회 진출을 도모하였다.
대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은 지방정부차원에서도 진행되었다. 푸젠성
(복건성)이 대표적이며, 푸젠성정부는 대만인 대부분이 푸젠성에 뿌리를 두고 있
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무원의 허가를 받아 샤먼 하이핑대만상인투자구(하문해
창태상투자구)를 설치하는 등 대만 기업 진출을 위한 각종 혜택을 제공하였다.
하이창 이외에도 싱린(杏林), 지미(集美), 푸저우(福州), 마웨이(馬尾) 투자구에
국가급 대만투자지역이 조성되었으며, 4개 양안농업합작구 가운데 2개가 푸젠
성에 조성되었다.167)
이렇듯 대만 기업의 대중국경제교류가 활성화됨에 따라 대만정부의 중국 투
자 제한 정책도 시행되었다. 상술한 정치적 관계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양안 간 정치적 대립에 따른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만 기업의 중국 투자는
더욱 확대ㆍ가속화되었다.
당시 중국은 대만 기업인들을 이용해서 대만에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으나, 대만 기업인들이 지자체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역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었다. 대부분의 대만 기업 투자는 중국인을 경영진에 의무적으
로 포함해야 하는 합작형태가 아니라 대만인만 단독으로 경영하는 외자기업으로
이뤄졌으며, 대만 기업인들은 중국 기업인과의 경영을 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대만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의 의도와 중
국 내수시장 진출을 확대하려는 대만의 전략이 맞아떨어진 결과, 사회주의 경제
중국과 자본주의 경제 대만을 통합하는 ECFA가 체결(2010. 6)되었다.168)
167) 조명철(2007. 9), p. 47.
168) 지만수 외(2010),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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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ECFA 추진 경과(2010~15년)
2010. 6

ECFA 체결(2010. 9 발효), 지적재산보호권 체결

2010. 12

의료협력협정 체결

2012. 8

EHP(조기수확프로그램) 발효, 양안경제협력위원회 출범

2013. 6

서비스무역협정 체결

2014. 3

해바라기 운동(3.18~4.10)
※ 先 ‘양안관리감독조례’ 제정, 後 서비스무역협정 입법 심의 주장

2014. 6

상품무역협정 등 후속협정 잠정 중단

2014. 9

상품무역협정 협상 재개

2015. 8

중복과세 금지 및 조세협력 강화 협정 체결

자료: 임수호 외(2016), p. 37.

2010년에 체결된 ECFA169)는 양안관계를 대표하는 경제협력기본협정이
나, 양안무역에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항목이나 조항은 없다. 이는 외
국인 기업이 대만에 자본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대만 기업으로 대
우를 해주었기 때문이다.
표 4-5. ECFA 협정문의 구성
세부사항
서언
1장

2장

ECFA를 통한 경제 관계 제도화의 장기 전망과 기본 원칙
총칙

무역 및 투자

목표, 협력조치
상품무역: 관세양허, 원산지 규정, 비관세조치(TBT, SPS 등), 무역 구제
조치 등 포함
서비스무역: 무역 제한 조치 축소, 자유화 범위 확대, 협력 증진 등
투자: 투자보장 기제 구축, 투명성 제도, 투자 제한 축소, 투자 원활화
지적재산권 보호 및 협력, 금융 협력, 세관업무 협력, 전자상거래 협력,
산업 협력, 중소기업 협력 등

3장

경제협력

4장

조기자유화

상품무역 조기자유화, 서비스무역 조기자유화

5장

기타

분쟁해결, 집행기구, 수정, 발효 및 종결 조항 등

부속서 1

상품무역 EHP 리스트와 관세율

부속서 2

상품무역 EHP 임시 원산지 규정

169) 중국-대만 경제협력기본협정(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은 양안 간 자유무
역협정에 준하는 조약으로서 2010년 6월 29일 중국 충칭(重慶)에서 체결되고, 2010년 9월부터 발효됨.
주 타이페이 대한민국 대표부(2019. 12), ｢(경제동향) ECFA의 효과 및 종결 가능성｣, 온라인 자료(검
색일: 2021.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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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계속
세부사항
부속서 3

상품무역 EHP 적용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부속서 4

서비스무역 EHP 개방 양허

부속서 5

서비스무역 EHP의 서비스 공급자 정의

자료: 지만수, 이승신, 여지나(2010), p. 3.

2년 후 체결된 ECFA 투자보장협정170)에도 외국인에 대한 특별대우 및 세
부항목은 없다. 투자보장협정은 투자자(내국인)를 정의하며 조약의 혜택을 중
국인 및 대만인들과 각국 기업에 보장하나, CEPA와 다르게 대만 법인 설립 요
건에 대한 언급은 없다. 구체적으로, 제3국에서 설립되었으나 중국이나 대만
국적을 가진 투자자, 법인이 소유(owned)하거나 지배(controlled)하는 기업
을 대만 기업으로 간주하였다.171) 추가로 ECFA에서는 CEPA에서 논의되지
않던 분쟁 조정 절차172)가 포함되었다.
‘홍콩-중국 CEPA’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기업은 ‘대만-중국 ECFA’가 중국
투자의 새로운 방식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173) 상술한 바와 같이 ECFA에는
외국인에 대한 특별한 투자보장 조항은 없었으나, 외국인 기업이 대만에 법인
을 설립하는 경우 대만 기업으로 대우해주었으므로 중국 진출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대만은 1980년부터 홍콩을 경유하여 중국에 투자해왔는데,
ECFA 체결로 대만에서 직접 중국에 투자할 수 있게 되면서 외국인들의 관심이
커졌다. 외국인 기업은 대만이 그동안 구축해온 중국 기업과의 네트워크와 투
자 경험을 활용하고자 했을 뿐만 아니라, 대만의 IT 분야에서의 강점도 활용하
고자 하였다.
170) Cross-Strait Bilateral Investment Protection and Promotion Agreement(2012. 8. 9 체결)
ECFA Article 5에 의거하여 6개월 안에 투자관련 협정을 체결하도록 했으나, 2년 후에 체결됨.
171) 1조 2항.
172) 13조 및 Annex 1.
173) Jones Day(2010. 9), “ECFA Makes Taiwan a New Gateway to Chin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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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중국 시장 직접 진출과 ECFA를 통한 진출 비교(은행)
WTO 규정(중국 직접투자)

ECFA EHP 규정(대만 우회투자)

지점설립 요건
대표사무소 3년 이상 운영

지점설립 요건
대표사무소 1년 이상 운영

위안화 거래 신청 시
3년 사업경력
신청 2년 전 수익 창출 必
수익 평가는 개별 지점
해당 지점의 운용자산 5억 위안 이상
개별 지점 각각 운용자산 3억 위안 이상

위안화 거래 신청 시
2년 사업경력
신청 1년 전 수익 창출

-

중국 내 대만 기업 대상 RMB 업무
개설 1년, 1년 이상 이익

-

중소기업 대상 전문금융기관 설립
중국에서 영업 중인 대만 은행은 중국 법률에 따라
설립 가능

이익 요건 산정 방식
업무를 신청한 해당 지점의 이익으로 신청
-

이익 요건 산정 방식
중국 내 모든 지점의 이익을 합산
대만 은행 개설을 위한 녹색 통로
중서부와 동북부 지역에 대만 은행 개설 시 특별절차

자료: 여지나(2010. 8. 18), pp. 6~7; 지만수, 이승신, 여지나(2010), p. 5.

2) 투자 사례와 쟁점
앞서 외국인 기업이 대만을 경유해서 투자하는 경우 받는 혜택이 비교적 미
미하다는 내용을 서술했다. 이는 현재 중국이 국제사회와 무역환경에서 신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지만 중국이 시장을 개방한 초기에는 중국에 투
자한 외국인 기업들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작투자나 프랜차이즈 형태로
진출한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GM은 대만 회사인 Chinese Automobile Ltd.와 합작회사를 대만에 설립
하고 중국 시장에 진출했다. 이와 유사하게, IBM은 대만 회사인 Mitac Group
에 기술과 핵심 부품을 제공하며 중국 시장에 진출했다. 최근까지도 이러한 사
례를 발견할 수 있으며, 2012년에 Lenovo는 Compal과 함께 합작으로 쿤산
시에 LianBo를 설립하였다.
중국 경제개방 초창기인 1979년부터 1986년까지 제정한 중외합자경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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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법은 경영진과 대표이사를 중국인이 맡도록 되어 있었다. 이는 중국이 시장
경제에 진출하면서 무역제도에 대한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 규정으로
인해 이념적으로 차이가 있는 대만인과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갈등이 발생했다.
1986년 이후부터 중국에 투자한 대만 기업인들은 경영진에 중국인을 배제하
거나 단독 투자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았다.174)
대만과 중국은 ECFA 10조와 관련하여, 6개월 이내에 분쟁해결 절차를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 합의를 달성하려 했다. 2010년 12월 제6차 양안회담에서 논
의가 있었으나,175) 분쟁해결 절차를 포함한 투자보장협정은 2012년 8월이 되
어서야 체결되었으며 분쟁해결 절차의 공백기가 약 2년 있었다. 결국, 투자보
장협정은 ‘신변자유와 안전보장’, ‘투자소재지와 투자 간 분쟁’, ‘투자 관련 민
사 분쟁’을 포함했으나, 공백 사이에 발생한 사례들을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
었다.
대만과 중국의 ECFA가 외국인 기업의 대중국 투자에서 주요한 수단으로 활
용되지 못한 것은 제도 시행 기간이 짧았기 때문이다. 2010년에 ECFA가 체결
되었으나, 2014년에 청년들 사이에서 양안관계 확대에 반대하는 ‘해바라기 운
동’이 일어났고, 2016년에는 반중 성향이 강한 차이잉원 총통이 당선되었다.
[표 4-2]에서 소개한 것처럼 ECFA 후속협정 협상이 재개와 중단을 거듭하고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서 외국인 기업의 대만을 경유한 중국 투자
도 본격화되지 못했다.

174) Chen(1996), p. 453.
175) 주 타이페이 대한민국 대표부(2010. 12), ｢대만주요정세-6차 양안회담 12월 20-22일 타이베이에서
실시(중국시보, 자유시보, 연합보)｣,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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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일 통일과 외국인 기업
가. 제도
독일 통일 사례는 앞의 두 사례와는 질적으로 차이를 보인다. 앞의 두 사례는
체제가 다른 양측이 협약을 제정하여 우회적으로 이루어지던 외국인 투자를 양
성화하고, 외국인 기업도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에 투자하기 위해 법ㆍ제도
적으로 개방도가 높은 지역에 법인을 설립해 우회투자하는 과정이었다. 반면
독일 사례는 통일 과정에서 동독의 경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 기업
을 활용한 사례이다. 독일 사례는 제2장에서 소개한 FDI 주도형 경제성장론과
맥이 맞닿아 있을 뿐만 아니라, 동독의 경제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해 상대적으
로 재원 조달규모가 크고, 고용효과가 높으며, 국제시장과 연계성이 높은 외국
인 기업을 어떻게 활용하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동독과 서독은 급격하게 통일(1990. 10. 3)을 맞이하면서 동독이 서독에 편
입되는 방식으로 흡수통일되었다. 다만 동독의 산업은 낙후되어 있었는데 대기
업이 소수인 반면 영세 기업이 다수였고, 대부분 내수에 의존해 수출 역량이 크
지 않았다.176) 경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영기업을 민영화하는 과정에
서 규모를 확대하고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었다.
독일은 동독지역의 국영기업을 민영화하기 위하여 신탁청(The Treuhand
Agency)을 활용했다. 신탁청은 동독이 소유했던 기업 60%를 민영화하고 나머
지 30%는 청산했다.177) 신탁청은 동독 주민들의 일자리와 임금을 보장하기 위
해 정부 보조금을 제공하는 대신에 기업들이 일정 기간 동독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게 했는데, 이는 비용 증가로 이어졌다. 이는 한편에서는 고용을 안정시
키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신탁청의 비용을 증가

176) IWH, Leibniz-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Halle(2019), p. 36.
177) Mergele, Hennicke, and Lubczyk(2020),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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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1995년 민영화된 동독 기업의 소유 분배

자료: Mergele, Hennicke, and Lubczyk(2020. 9), p. 21.

시켜 기업 매각과 민영화를 지연하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었다.178) 동독을 독일
자본만 활용하여 민영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외국인 기업이 동독 시장 진출에 관심을 보인 이유는 동독 시장의 저렴한 인
건비를 활용하여 성장 잠재력이 큰 동독 시장을 선점하는 한편, 서독은 물론 서
유럽 시장에도 접근이 가능하였기 때문이다.179) 북한도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
지고 있다. 제3장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외국인 기업은 북한에 진출하려 할 때
북한의 낮은 인건비를 활용해 북한 시장을 선점하는 한편, 남한과 일본, 중국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두었다. 1992년 서독과 외국인 기업이 동독의 국영기업을
구입하여 민영화하려고 했을 때 중시한 요인을 보면, 1~2순위가 노동력, 3순
위가 동독 시장에 대한 접근성, 4순위가 연방의 경제적 지원, 5순위가 저임금
이다. 이 중 4~5순위는 개성공단 등 우리 정부가 북한에서 추진 중인 남북경협
사업에서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장점들이다(그림 4-7 참고).

178) Sander(1995), pp. 30-31.
179) Gauselman(2010), p.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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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1992년 서독과 외국인 기업이 동독의 국영기업을 인수할 때 중요시한 요인

자료: 김계환 외(2014. 12), p. 72.

외국인 기업은 동독 제조업 재건에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 통일독일은 낙후
한 동독의 산업을 빠르게 성장시키기 위해 새로운 자본의 유입이 필요했는데,
그 대안 중 하나가 외국인 자본이었다. 특히 외국인 기업은 동독의 고용 창출을

표 4-7. 동독 기업의 소유 유형 변화(1991~98년)
(단위: 곳, %)

소유 현황

기업 및 고용 현황
1991년 여름 1992년 여름 1993/94년 겨울 1995년 봄 1996년 가을 1998년 초
14
(100)

66
(100)

94
(100)

99
(100)

99
(100)

100
(100)

독립기업

9
(64.3)

49
(74.2)

80
(85.1)

77
(77.8)

77
(77.8)

76
(76.0)

서독 또는 외국
기업 소유

5
(35.7)

17
(25.8)

14
(14.9)

22
(22.2)

22
(22.2)

24
(24.0)

8
(100)

41
(100)

76
(100)

95
(100)

95
(100)

99
(100)

독립기업

1
(12.5)

19
(46.3)

42
(55.3)

50
(52.6)

51
(53.7)

49
(49.5)

서독 또는 외국
기업 소유

7
(87.5)

23
(56.1)

34
(44.7)

45
(47.4)

44
(46.3)

50
(50.5)

민간기업 수

고용 현황

자료: 김계환 외(2014. 12), p.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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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경제 정상화에서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동독 기업의 민영화 시 전체 기업
중 14.9~35.7%의 기업이 서독 또는 외국인 기업에 의해 민영화된 반면, 전체
고용은 44.7~87.5%가 서독 또는 외국인 기업에 의해 이루어졌다(표 4-7 참
고). 동독 기업보다 서독 또는 외국인 기업의 고용효과가 높았고, 투자 규모가
컸다. 동독과 북한의 유사성을 고려하면 통일 후 또는 개혁ㆍ개방 시기의 북한
도 유사한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독일은 동독에 있는 공기업을 민영화하기 위해 내국인과 외국인 기업을
구별하지 않고 ① 투자지원금 제공 ② 정부 및 공공기관에 의한 융자 ③ 채무보
증 ④ 세금 감면 및 세제조정 정책으로 투자를 유치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
음과 같다.180)
동독 기업을 인수하는 기업은 투자지원금으로 직접 투자액을 제공받거나 간
접적으로 인프라 구축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직접 지원을 받거나 부동산
을 제외한 총투자액의 23%를 받을 수 있었으며, 필수 설비를 구입하는 데 8%
를 더 받을 수 있었다. 이 설비들은 첫해에 감가상각을 50%까지 가능하도록 허
용했다. 추가로, 신탁청 산하기업을 인수하면 새로운 기계와 건물은 제조 또는
건설가의 23%, 증축이나 확충의 경우 투자액의 20%, 기업합리화작업의 경우
15%를 무상 지원받을 수 있었다.181)
동독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정부와 공공기관
은 다양한 융자 혜택을 기업들에 제공했다. 장기대출 지원,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의 경우 ERP(유럽부흥계획, European Recovery Program) 자금 지원,182) 독
일재건은행(KfW)의 주거 현대화계획 및 중소기업 융자제도, 독일평형은행
(DtA: Deutsche Ausgleichsbank)을 통한 융자 및 자기자본금 지원, 신탁관리
청에 대한 정상화자금 등 다양한 경로로 지원을 제공했다.
180) 김영찬(1995), pp. 183~188.
181) 구체적으로 상공업설비시설, 수송망 건설, 에너비 공급 및 상하수도망 건설, 쓰레기 처리시설 및 하
수처리시설에 대한 지원 등이다. 김영찬(1995), p. 184.
182) 개인사업자/중소기업이 동독지역에 창업 또는 투자할 경우 저리자금을 5년어치 20년 상환 조건으
로 융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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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 기업들은 소유권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은행에서 요구하는 융자 조건
에 미달인 상황에서도 독일정부와 신용보증은행, 독일평형은행에서 제공하는
채무보증, 독일재건은행의 수출신용보증 등으로 금융시장에 진입하는 경로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독일 기업들은 자본을 용이하게 얻을 수 있게 됨
과 더불어 물품구입대금 지불보증, 장기투자에 대한 보증 등 다양한 혜택을 얻
을 수 있었으며, 수수료는 연 0.9% 또는 1회당 2%를 지불했다.
동독은 높은 부담금(세금)을 부담하도록 했는데,183) 통일 후 서독의 시장경
제 제도와 세법을 도입하며 다양한 세금 감면 정책을 시행했다. 동독에서 매입
된 고정자산이 3년 이상 사용되는 경우 비과세로 처리되었으며, 자본자산세의
면제 등 1991~94년에 매입된 고정자산에 대한 가속상각을 50%까지 인정하

표 4-8. 독일의 공기업 민영화 제도
제도

내용

∙ 직접 지원
∙ 간접적으로 인프라 구축비용 지원
총투자액의 23%+필수 설비 구입 비용 8%(첫해에 감가상각 50%까지 가능)
투자지원금
제공
∙ 신탁청 산하이관 인수시(무상지원)
새로운 기계와 건물: 제조/건설가의 23%, 증축이나 확충의 경우: 투자액의 20%, 기
업합리화 작업의 경우: 15%(간접 지원은 동일)
∙ 장기대출 지원
∙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경우 ERP자금 지원
정부 및
공공기관에 ∙ 독일재건은행의 주거 현대화계획 및 중소기업 융자제도
의한 융자 ∙ 독일평형은행을 통한 융자 및 자기자본금 지원
∙ 신탁관리청에 대한 정상화자금
채무보증

∙ 독일정부와 신용보증은행, 독일평형은행에서 제공하는 채무보증, 독일재건은행의 수출신용보증
∙ 물품구입대금 지불보증, 장기투자에 대한 보증

∙ 매입된 고정자산이 3년 이상 사용되는 경우 비과세로 처리
세금 감면 ∙ 자본자산세의 면제 등 1991~94년에 매입된 고정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50%까지 인정
및 세제조정 ∙ 동독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은 서독지역에서 판매될 경우 부가세가 적음
∙ 자본세 등도 한시적으로 면세
기타

∙ 대학 및 연구기관 보조금 지원
∙ 중소기업 경영자문 제공
∙ 공공기관 조달 시 동독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조항

자료: 김영찬(1995), pp. 183~188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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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책들을 시행했다. 또한 동독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은 서독지역에서 판매될
경우 부가세가 적었으며 자본세와 재산세 등도 한시적으로 면세를 받았다.
이러한 정책 외에도 대학 및 연구기관 보조금 지원, 중소기업 경영자문 제공,
공공기관 조달 시 동독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조항 등 동독 개발을
위해 시행된 제도가 셀 수 없이 많아서 비생산적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나. 투자 사례와 쟁점
독일에 투자한 기업들은 대부분 서독 기업이었으나 외국인 기업도 일부 있었
다. 대표적으로 Dow Chemical은 5년 안에 생산 설비를 완성하는 조건으로 보
조금을 받았으며, AMD 반도체184)는 서방기술을 역설계한 동독의 Robotron을
인수하며 반도체 산업을 다시 육성했다.185) Total 석유회사와 Linde 가스는 동
독의 석유공단을 함께 인수하며 현재 여러 외국인 기업들이 나누어 운영한다.186)
삼성SDI도 1992년 WF란 이름의 옛 동독 브라운관 생산법인을 인수하며 정
부에서 투자보조금을 약속받고 1마르크에 경영권을 인수받았다. 당시 삼성
SDI는 유럽통합(현 EU)의 관세 장벽을 우회하고 동구권 시장을 확보할 수 있
다는 경영 비전으로 인수를 결정했다. 낡은 시설에 5년 동안 500억 원을 투자
하며 공정과정도 개선했다. 사회주의식 경영 방식에 익숙한 근로자들을 재교육
하며 인수한 지 5년이 채 안 되어 흑자로 전환할 수 있었다. 삼성SDI는 LCD
TV의 출현으로 2005년에 사업을 종료할 수밖에 없었지만, 베를린은 삼성SDI
를 통일 이후 가장 성공한 동독 기업으로 홍보했다.187)
동독 기업을 인수한 외국인 기업은 독일의 제도와 동독 주민들 때문에 어려
183) 민간업자에 대한 여러 세금을 합산할 경우 90% 정도에 달함.
184) Günther and Gebhardt(2005), p.81.
185) DW(2003), “Investor Poised to Build Semiconductor Plant in Dresde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7).
186) “Total and Linde Extend Leuna Gas Contract”(2017. 9. 6),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0. 12).
187) ｢<초점> 삼성SDI 독일 공장 대북 진출의 참고서｣(2000. 6. 1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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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을 겪었다.188) 동독 기업을 인수한 외국인 기업은 사회주의식 완전고용에 익
숙한 동독 주민들과 갈등을 피할 수 없었다. 명령대로만 하는 수동적인 태도,
책임의식 부재, 부서 간 협조 및 업무 보고 결핍 등 전체적인 경영체계가 마비
된 상태로 시작했다. 또한 동독 주민에게는 잠재의식에 서독 주민에 대한 피해
의식이 있었는데, 이를 극복해야만 했다.
삼성SDI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가능하면 서독인을 채용하지 않
았으며 동독 간부를 인력의 60%까지 배치했다. 이와 더불어 청년 중심의 중역
회를 설립하고 노사협의를 정기적으로 하며 직원들과 경영방침을 소통하도록
노력했다. 1997년부터는 ‘데일리뉴스’를 만들어 직원들에게 경영방침을 안내
하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독일이 통일되는 과정에서 독일 마르크화와 서독 마르크화를 1:1 환율로 교
환하도록 허용한 것도 기업의 생산비 증가로 이어졌다. 독일은 통신과 에너지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를 했지만, 외국인 기업이 이를 활용하기에는 부족했으
며, 이는 기업들의 활동 제약으로 이어졌다.
정부 보조금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합의된 액수보다 적게 지급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정부 보조금은 기업을 인수한 이후 바로 지급되는 형식이 아
니었기 때문에, 추후 정권 변동이나 여론의 변화로 인해 기업과 정부가 약속한
대로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독일이 동독을 지원하도록 만든 수많은
제도는 여러 이해 당사자를 구성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으며, 이는 마찰이 발생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어졌다.

188) Passavant(1991), p. 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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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의 국제화에 대한 관심과 시도는 처음으로 제기되는 이슈는 아니다.
우리 정부는 2013년 개성공단 일시 중단과 재개 이후 남북경협 국제화의 필요
성을 절감하고 관련 법제와 정책 대안을 모색해왔다. 가동 중단 133일 만에 재
개에 합의하면서 남북은 개성공단 국제화를 위해 ① 외국 기업 유치 적극 장려
② 공단 내 노무ㆍ세무ㆍ임금ㆍ보험 등 관련 제도 선진ㆍ국제화 ③ 제3국 수출
시 특혜 관세 인정 방안 마련 ④ 남북 공동 해외투자설명회 개최 등을 위해 노력
할 것에 합의하였다.189)
하지만 그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가
실현된 사례는 매우 적었으며, 2016년 개성공단 폐쇄와 이후 강화된 국제사회
의 대북제재로 남북경협은 물론 국제화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 역시 더 진
전을 보이지 못했다. 그러나 현재의 대북제재 국면이 해소될 경우, 남북경협은
남북한 당사자의 자의든 타의든 국제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경
제의 개혁과 개방이 수반되지 않고는 현재의 대북제재가 완전히 해소되기 어려
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미 2018년에 경험한 바와 같이 대북경
협과 남북경협은 북미 관계의 진전에 따라 매우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다. 따라
서 남북관계와 경협의 경색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남북경협
국제화에 대비한 정책 대안 모색과 법ㆍ제도적 정비를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 장에서는 먼저, 남북경협이 국제화되는 경우 투자 경로별로 외
국인 기업이 직면하는 현행 법제를 살펴본다. 다음으로는 현행 법제하에서 외
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 시 장단점을 논한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기업이 남
북경협에 참여할 경우 제기될 수 있는 쟁점과 이슈를 검토하여 관련 법제 정비
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로 이 장에서는 대북제재 완화 또는 해제,
남북경협 재개를 전제로 논의를 진행한다.190)
189) ｢남북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서 전문｣(2013. 8. 1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2).
190) 즉, 대북제재와 남북경협 경색 국면을 투자 여건으로 고려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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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북경협 국제화: 경로별 적용 법제
외국인 기업의 대북 투자는 크게 ① 직접 투자 ② 남한을 경유한 투자 ③ 남한
을 제외한 국가를 경유한 투자 등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그림 5-1 참고). 어
떠한 경로로 대북투자가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외국인 기업이 적용받는 법제가
상이하다.

그림 5-1. 외국인 기업의 대북 투자: 세 가지 경로와 관련 법제

자료: 저자 작성.

먼저, 외국인 기업이 북한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북한의 ｢외국인투자법｣과
투자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법의 적용을 받는다. 경제특구ㆍ개발구에 투자하는
경우 ｢경제특구법｣과 해당 개발구법의 적용을 받는다.
다음으로 남한 혹은 남한 외의 제3국을 통한 우회투자의 경우 해당 국가의
외국인 투자 관련 법제와 해당국과 북한 간에 체결된 각종 합의의 적용을 받는
다. 남한을 거쳐 투자하는 경우 남한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북한의
｢북남경제협력법｣ 외의 여타 법률, 그리고 4대 경협 합의서를 비롯한 각종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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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서의 적용을 받는다. 한편, 남한 외의 제3국을 경유해 투자하는 사례로 대표
적인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을 통해서 북한에 투자하는 경우 중국의 외국인투
자법과 북중 간에 체결된 다양한 합의서들의 적용을 받을 것이다(표 5-1 참고).

표 5-1. 투자 경로와 관련 세부 법제와 합의 사항
관련 법제와 합의 사항
∙ 외국인투자법
대북 직접 투자 ∙ 합작법
∙ 경제개발구법

∙ 합영법
∙ 외국인 기업법
∙ 나선경제무역지대법,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법 외 다수

北
∙ 북남경제협력법

∙ 개성공업지구법

∙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南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 이외 관련된 다양한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 지침, 고시 등
남한 경유

남북 합의
∙ 남북 투자보장 합의서(2000)

∙ 남북 청산결제 합의서(2000)

∙ 남북 소득 이중과세 방지 합의서(2000) ∙ 남북 상사분쟁 해결절차 합의서(2000)
∙ 개성공업지구 통신, 통관, 검역 합의서(2002)
∙ 남북 원산지 확인절차 합의서(2003)
∙ 남북 상사중재위원회 구성, 운영 합의서(2003)
∙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 출입 및 체류 합의서(2004)
∙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 합의서(2006) 외
북중 합의
∙ 북중 투자 장려 및 보호에 관한 협정(2005)
∙ 세관협력협정(2005)
∙ 경제협력협정(2005)
중국 경유

∙ 검사ㆍ검역분야 협조에 관한 협정(2006)
∙ 경제기술협조에 관한 협정(2010)
∙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에 관한 협정(2010)
∙ 북한 지하자원 공동개발 관련 협정(2011)
∙ 북중 경제기술협조에 관한 협정(2013)
∙ 북중 양강도 경제개발구 추진 협의(2013) 외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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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북경협 시 적용되는 현행 법제와 특징
가. 남북경협 법제 일반
1) 남북경협에서 외국인 기업의 법적 지위와 특례
가) 남한
남북경협 일반에 적용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외국인 기
업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남북 협력 사업에 대해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이 공동으로 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이다.191)
통상적으로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라 함은 ‘한국인’과 ‘한국 기업 혹은 단체’를
뜻하는데, 구체적인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이 존재한
다. 특히 남한 내 존재하는 합작기업의 경우가 그러하다. 사람의 경우에는 재외
국민에 대해서도 규정해 한국 ‘국적’을 소지한 사람이라는 비교적 명확한 기준
을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법률상 남한 기업 혹은 단체에 대해서는 정확히 정
의하지 않고 있다. 한편, 남북경협을 위한 재원에 대해 규정한 ｢남북협력기금
법｣에서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교역 및 협력 사업을 지원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해 남북경협의 범주에 대해서는 ｢남북교류협력
에 관한 법률｣이 가장 상위 법률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제시하는 남한 법인에 대한 정의에
｢법인세법｣을 준용하는 경우, 국내에 법인을 둔 기업은 모두 국내 법인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법인세법｣에서는 국내 법인과 외국 법인을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
국에 있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구분하고
있다.192) 즉, 우리나라 법률에 의해 설립된 회사는 모두 국내 법인으로 취급하
191) 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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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또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는 ①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혹은 ② 해당 외국인 또는 법인이 국
내 법인 또는 기업을 소유하거나 ③ 해외 기업이 외국인 투자 기업에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대부하거나 ④ 외국인이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는 것을 말한다.
종합하면 첫째, ｢법인세법｣을 준용할 경우 우리나라에 현지 법인을 이미 두
고 있는 소위 외국계 기업의 경우 국내 법인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남북경협에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둘째, ① 외국인이 우리나라 법률에 의거하여 직
접 우리나라 현지 법인을 설립하거나 ② 국내 법인의 지분을 소유하거나 ③ 차
관 혹은 비영리 법인에 출연하는 절차를 거친 후 해당 국내 법인을 통해 남북경
협에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193)
한편, 남북경협 관련 법안 중 외국인 기업에 대한 내용을 명시한 법으로는
｢개성공업지구법｣과 관련 하위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있다. 개성공단에
서의 남북경협사업은 ｢남북교류협력법｣, ｢남북협력기금법｣과 관련 세부 법령,
남북 간 합의서들의 적용을 받는다.

192) 쉽게 말해 ｢법인세법｣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경우 국내에서 설립된, 국내에 본사를 둔 국내 법인으로
볼 수 있다. 참고로 삼성전자의 개인 최대 주주는 한국인이지만, 외국인 지분율이 전체의 50%를 상
회한다.
193) 외국인 투자기업의 현지 법인은 외국인 또는 외국 기업이 투자한 기업이나 국내 상법에 따라 설립한
국내 법인으로 분류된다. 다만, 투자자가 외국인이라는 측면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명명하는 것
이다. 참고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는 외국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이나 출자 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 분류한다. 외국인 투자 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기준
을 만족할 경우 조세 혜택을 받지만, 국내 제반 업무는 모두 국내 법인과 동일하게 취급되며, 설립 절
차 역시 국내 법인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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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개성공단 관련 법체계

자료: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홈페이지(검색일: 2021. 7. 1)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현재 외국인 기업이 개성공단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남한에 법인을 세워야
한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법인을 설립한 이
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통일부, 개성공단관리위원회(북측), 북측 세
관 및 세무서에서 일련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그림 5-3 참고). 남측에 외국인
투자를 신고하고 국내 법인을 설립한 외국인 투자 기업은 관련 등기, 세무 업
무, 법인 계좌 개설 등을 통해 남한에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 등록한다. 그다음
절차는 남측 기업의 개성공단 진출 과정과 유사하다. 먼저, 개성공단 진출을 위
해 LH를 통해 토지를 분양(임대)받은 다음 통일부로부터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개성공업지구 세관ㆍ세무서에 세관 등록을 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마
치고 개성공단에 실제 입주하게 되면 남측 기업과 동등한 대우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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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개성공단 외국인 투자 절차

자료: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개성공업지구 안내 책자｣, p. 21.

우리나라의 ｢개성공업지구법｣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기업이 개성공업지구에
현지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우리 정부가 지원하는 남북협력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우리 기업이 받는 경협보험, 교역보험, 보증지원 등의 혜택도 받
을 수 있다(표 5-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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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남한의 개성공업지구법: 외국인 투자 관련 부문
법령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개성공업지구법)
① 정부는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6호의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
연을 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을 설
립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에 따른 남북협력기
금을 지원할 수 있고, 외국인투자기업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남북협력기금법>
(제7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세부 내용 생략)
(제8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0. 3. 26.>
1. 남북한 주민의 남북 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2. 문화ㆍ학술ㆍ체육 분야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3.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보증 및 자금의 융자, 그 밖에 필
요한 지원
4.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 추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 외적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
제11조2
5. 남북교류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전 등 대금결제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자금
외국인투자
을 융자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손실보전(損失補塡)과 금융기관으로
기업에
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지정통화(非指定通貨)의 인수
대한 특례
6. 그 밖에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ㆍ협력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ㆍ지원 및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본조신설
7. 차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2014.
원리금 상환
1. 21.]
8.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제9조) 기금의 회계기관(세부 내용 생략)
(제10조) 일시차입(세부 내용 생략)
(제11조) 보고 및 환수(세부 내용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을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에 개성공업지구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③ 센터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으로, “외국인투자지원센터”는 “개
성공업지구 외국인투자지원센터”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
자기업에 대한 지원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⑤ 그 밖에 외국인투자기업의 개성공업지구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료: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발췌하여 저자 정리;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검색일: 2021.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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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이동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기반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한반도 내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해서는 생산 주체가 남북한 기업인지 외국인 기업인지와 관계
없이 물품 이동에는 차별이 없고, 무관세 거래로 이루어질 것이다. 남한과 북한
간 거래는 국가 간 거래가 아닌 민족 내부거래로 보고, 무관세로 교역이 이루어
지기 때문이다.194) 교역과 반입ㆍ반출에 대해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교역이란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반출ㆍ반입”을 말하고,
“반출ㆍ반입이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 등의 이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무역의 형태, 물품의 소
유권 변동 여부와 관계없이 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물품 등의 이동도 포함된
다. 또한 중계무역을 위해 남한과 북한 간에 이동하는 물품 등도 포함된다.195)
한편, 남한과 북한 간의 투자, 물품 등의 반출이나 반입, 그 밖에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과 이에 따르는 거래는 기존 남한 법률을 준용한다.196)
나) 북한
｢북남경제협력법｣은 남북협력에서 가장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다. ｢북남경
제협력법｣에서는 제3국에서의 남북경협에 대해서는 규정하였으나, 외국인 기
업의 남북경협 참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남한의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과 같다. 구체적으로 ｢북남경제협력법｣ 제3조에서는 적용
대상을 북측과 경제협력을 하는 ‘남측의 법인, 개인’으로 규정해 외국인 기업의
참여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197) 하지만 역시 남한에서의
19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2조.
195) 통일부 고시 제2009-14호. 반출ㆍ반입 승인대상 품목 및 승인절차. 제3조.
196) 필요에 따라 ｢외국환거래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한국수출입은행법｣, ｢무역보험법｣, ｢대외경
제협력기금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을 준용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검색일:
2021. 6. 25).
197) ｢북남경제협력법｣ 제3조(적용대상) 이 법은 남측과 경제협력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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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대한 정의, 북한의 관행적 태도로 보았을 때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 기업
들은 한국의 국내 법인으로, 즉 남측 법인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관행
적으로 보았을 때도 북한은 투자기업의 국적을 법인이 위치한 지역으로 구분한
다. 예컨대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대북 투자에는 외국인투자법이 적용된
다는 발언이 있었으며, 이를 반대로 생각하면 한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은 북한
에서 남한 기업과 같은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198)
현재와 같은 투자 환경에서는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 기업의 대북 투자 진출
시 남북경협 관련 법제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이는 외국인 투
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북한의 경제적 수요와도 일치한다.
실제로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과 하위 규정에서는 개성공업지구에 투자
할 수 있는 대상에 외국 법인과 개인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남한의
개성공업지구법보다 구체적인 면이 있다. 단순히 투자자의 지위 관련 조항뿐만
아니라, 신변안전, 통관(출입 및 세관) 등에 관련된 조항에서도 남측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의 권리와 보호에 대해 명시한 점은 개성공단 내 외국인 투자 유
치에 대해 상당히 적극적인 의도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표 5-3.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 외국인 투자 관련 부문
법률

개성공업지구법

주요 내용
제3조

공업지구에는 남측 및 해외동포,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 경제조직들
이 투자할 수 있다.

제8조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을 구속, 체포하거나
몸, 살림집을 수색하지 않는다. 신변안전 및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북
남 사이의 합의 또는 공화국과 다른 나라 사이에 맺은 조약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8조

남측 지역에서 공업지구로 출입하는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과 수송
수단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이 발급한 출입 증명서를 가지고 지정된 통
로로 사증 없이 출입할 수 있다.

북측과 경제협력을 하는 남측의 법인, 개인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198)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9,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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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계속
법률
개성공업지구
출입, 체류, 거주
규정

주요 내용
제2조

이 규정은 남측지역에서 개성공업지구로 출입하는 남측 인원, 수송수
단에 적용한다. 남측지역에서 공업지구로 출입하는 해외 동포, 외국인
과 그들의 수송수단에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개성공업지구
세관규정

제2조

이 규정은 개성공업지구에 창설된 기업과 지사, 영업소, 사무소가 공
업지구의 개발과 관리운영, 생산과 경영을 위하여 반출입하는 물자와
우편물, 출입하는 운송수단에 적용한다. 남측지역에서 공업지구에 출
입하는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에게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개성공업지구
외화관리 규정

제2조

이 규정은 공업지구에서 외화를 리용하는 기업과 개인에게 적용한다.
기업에는 공업지구의 기업과 지사, 영업소, 사무소, 개인업자가, 개인
에는 공업지구에 체류, 거주하는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이 속한다.

개성공업지구
보험규정

제2조

이 규정은 개성공업지구에 창설한 기업과 지사, 영업소, 사무소에 적
용한다. 공업지구에 체류, 거주하는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에게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자료: 북한 ｢개성공업지구법｣ 일부를 발췌하여 저자 정리; 장명봉 편(2018), pp. 1410~1414.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에도 다른 나라 법인, 개인, 경제조직이 투자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다. 물론 남측과 해외동포의 투자도 보장하고 있다. 2008
년 금강산 관광이 전격 중단된 이후 2011년 북한은 독자적으로 ｢금강산국제관
광특구법｣을 제정하였다. 남북경협의 중심지였던 금강산 일대를 국제적인 관
광특구로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가 엿보이는 조치였다.

다) 남북 간 합의서
남북경협 관련 합의서는 201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주로 남북한의 민
간 협력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2013년 8월 공단 가동이 재개되면
서 국제화에 대한 비교적 구체적인 합의서가 도출되었다.
2000년 일명 4대 경협 합의서가 체결된 이후 2007년까지 다양한 남북경협
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되었다(표 5-4 참고). 특히 2013년 8월 5개월간 중단되
었던 개성공단 가동을 재개하면서 남북 간에는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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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남북경협 관련 주요 합의서(일자 순)
합의일
1992. 9. 17

명칭
남북기본합의서의 교류협력 관련 부속합의서
남북 투자보장 합의서

2000. 12. 16 남북 청산결제 합의서
(4대 경협 합의서) 남북 소득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남북 상사분쟁 해결절차 합의서
개성공업지구 통신 합의서
2002. 12. 8

개성공업지구 통관 합의서

2004. 1. 29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 출입 및 체류 합의서

개성공업지구 검역 합의서
2003. 7. 31

남북 원산지 확인절차 합의서

2003. 10. 12

남북 상사중재위원회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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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정상 선언

2007. 11. 16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구성ㆍ운영 합의서

2013. 8. 14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2013. 8. 28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2013. 9. 11

개성공단에서의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합의서’ 이행을 위한 부속
합의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2013. 10. 23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부속합의서

자료: 임수호 외(2016), p. 51을 참고하여 저자 보완.

의서’가 체결되었다.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개성공
단 국제화를 도모하기 위해 외국인 기업 유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199) 이를
위해 남북은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해 국제적 수준의 기업 활동 조건을 보장
하고,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공단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합의하였다(제3
조). 구체적으로 ① 외국 기업들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② 개성공단 내
에서 적용되는 노무ㆍ세무ㆍ임금ㆍ보험 등 관련 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
시켜 나가며 ③ 생산제품의 제3국 수출 시 특혜관세 인정 등 개성공단을 국제
199) 임강택, 이강우(2016), 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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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이 있는 공단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하고 ④ 공동 해
외 투자설명회를 추진할 것에 합의하였다. 또한, 남북은 상기 합의사항을 이행
하기 위해 남북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하에 ‘국제경쟁력 분과위원회’를 포
함한 4개 위원회를 두었다.200) ‘국제경쟁력 분과위원회’는 외국 기업의 유치,
해외 공동 투자설명회 개최, 개성공단 제품의 제3국 수출 시 특혜관세 인정 등
개성공단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문제들을 협의ㆍ해결을 담당
한다(제4조 제3항). 다만 일련의 조치들은 5ㆍ24조치와 모순적인 상황으로 인
해 그동안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가장 최근에 체결된 남북 간 합의서에 따르면, 남북은 경협에서 외국인 기업
의 참여와 투자를 적극적으로 독려ㆍ유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합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비록 구체적인 법제는 아직 부족하지만, 남북경협에 외국인
기업이 참여하는 것에 대한 쌍방의 수요는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
라) 평가
종합하여 서술하면, 외국인 기업이 남북경협에 참여하는 것은 현재의 법률
체계하에서도 가능하다고 보이며, 남북은 이에 대한 수요가 충분한 것으로 판
단된다. 남한은 외국인 투자 기업이라 하더라도 국내 법인과 동일하게 취급하
며, 상술한 바와 같이 남북경협 관련 법제에서는 경협 대상을 국내 법인으로 보
고 있다. 일각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이지만 국내 법인인 기업에 대해, 북한이
남측 법인 대우를 해줄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곤 하지만,
북한은 관행상 법인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투자기업의 국적을 구분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북한이 외국 기업에 다양한 감면 혜택

200)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제4조 제1항: 쌍방은 공동위원회 산하에 ‘출
입ㆍ체류 분과위원회’, ‘투자보호 및 관리운영 분과위원회’, ‘통행ㆍ통신ㆍ통관 분과위원회’, ‘국제
경쟁력 분과위원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분과위원회를 추가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전문]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2013. 8. 29), 온라인 자료(검
색일: 2021.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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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어서라도 외국인 투자 유치를 희망하기 때문에 이 점에서 논란을 만들 유
인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 남북경협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기업들의 대북 투
자가 활발해진다면 오히려 북한이 이러한 방식을 환영할 공산이 크다고 판단된
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남한을 경유하여 투자하는 경우 여러 가지 경제적
유인이 있어 대북 투자에 대한 혜택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선진화된 법
에 의해 투자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자세히
서술한다.

3. 남북경협 참여의 혜택과 비용: 현행 법ㆍ제도를 중심으로
해외 직접 투자의 유형은 투자 유형에 따라 크게 단독 투자와 합작 투자로 구
분할 수 있다. 기업은 해외 진출을 위해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는데, 이때 단독
으로 설립하느냐 혹은 현지 회사와 합작하느냐의 차이이다. 따라서 외국인 기
업이 남북경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남한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거나 혹은 남한
기업의 지분을 획득하는 방법이 있다.
결국 외국인 기업의 대북 투자는 4가지 경로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 북한
지역에 직접 투자, 둘째, 개성공단에 직접 법인 설립(LHㆍ통일부 인허가, 개성
공단위원회 승인), 셋째, 국내 법인을 통해 기타 지역 진출, 넷째, 국내 법인을
통해 개성공단 진출 등이 있다.201) 첫 번째와 두 번째 경로의 경우 외국인 기업
은 북한의 법ㆍ절차에 따라 요구되는 의무를 수행하고, 또 동법이 제공하는 혜
택을 받을 수 있으며, 북한 투자자 보호법의 보호를 받는다. 세 번째와 네 번째
경로의 경우 남한이 제공하는 의무와 혜택을 받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과 기타 법제에 따른 보호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한국에 투자할 당시에
는 국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201) 여기서 개성공단이라고 명기하였는데 이는 그동안 남북경협의 주요 무대가 개성공단이었기 때문이다.
향후 남북경협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남북경협 지역’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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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현실적으로 외국인 기업이 북한에 직접 투자하는 데에는 많은 투자 리스크
가 따르기 때문에 제3국을 통한 우회투자를 고려할 수 있다. 대북 직접 투자의
경우 외국인 기업은 북한 내 기초 인프라 부족, 언어ㆍ문화 차이, 투자금 회수
(환율ㆍ송금 문제) 등의 어려움을 겪는다. 실제로 대북 직접 투자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례인 오라스콤의 경험은 대표적인 대북투자 실패 사례로 꼽힌다.
오라스콤은 2008년 북한과 합작해 이동통신회사 ‘고려링크’를 설립하고 북한
에서 휴대전화 사업을 시작한 후 사업이 급격하게 확대되었으나, 수억 달러의
영업 이익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송금과 환율 적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남한을 포함한 제3국을 경유한 대북 투자는 제2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① 투
자 위험의 분산 ② 북한에 비해 선진화된 투자 인프라 활용 ③ 자유롭고 신속한
기업 설립 ④ 자유로운 외환 거래 ⑤ 경영 자율성 확대 등의 이점이 있다. 특히,
남한을 경유한 대북 투자는 ⑥ 남북한 합의에 따른 혜택 및 남한 정부가 제공하
는 남북경협 기금 활용 가능 ⑦ 다수의 투자 자문 기관 ⑧ 언어ㆍ문화 차이 극
복이 용이하다는 추가적인 장점이 있다.
이하에서는 각 사항에 대하여 현존하는 대북 투자 관련 법제와 남북경협 관
련 법제의 세부 규정 및 관행을 비교함으로써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의
혜택과 비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가. 혜택
1) 이미 구축된 남북한 법ㆍ제도적 인프라 활용
남북 간에는 이미 오랜 기간 축적된 경협 경험과 법ㆍ제도적 인프라가 존재
한다. 북한에는 다양한 경제특구와 개발구가 설립되어 있으나, 사실상 일부 특
구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투자 유치 경험이 부족하여 법ㆍ제도 역시 미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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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이다. 그나마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서만 유일하게 직접 투
자 유치와 운영 경험이 축적되어 있으며, 남북한 간 거버넌스가 이루어져 있다
고 볼 수 있다.202) 향후 남북경협이 재개되고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는 경우 기
존의 경협사업에서 구축된 법제와 다양한 실무 경험, 논의들이 새로운 경협 지
역에 바로 적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제적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남북경협 참여를 원하는 외국인 기업들은 국내 다양한 기관의 법률 및 자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내에는 이미 북한 경제개방에 대비한 자문과 투자 상
담 등을 위한 다수의 전담 조직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이다.203)

2) 남북협력기금 및 투자 보장제도 활용
현재 외국인 기업이 남북한 절차에 따라 국내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개성
공단에 진출할 경우 남북관계 특수성에 따른 투자 지원 제도인 남북협력기금,
경협ㆍ교역보험제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먼저,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교역 및 경제협력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고정금
리 및 저리로 대출해준다. 남북교역 사업의 경우 교역물품 반입ㆍ반출에 소요
되는 금액을 계약금 기준 80~90%를 대출해준다. 다음으로 경제협력사업의 경
우 법인 설립, 산업용지분양, 북한 내 사회간접자본 건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의 70~80%까지 대출해준다.

202) 중국이 나선자유경제무역지대에 관심을 보이고 투자한 바 있으나, 2013년 장성택 숙청 이후 나선경
제특구 개발은 사실상 중단되었으며, 관광ㆍ석탄 중계 수송 이외의 투자 활성화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203) 예컨대 법무법인 광장(북한통일법제팀, 2010년부터 운영), 법무법인 율촌(남북경협팀, 1998년 금
강산 관광 등 북한관광산업 초기부터 법률 자문 운영), 법무법인 지평(북한투자지원센터, 2018년부
터 확대 운영), 법무법인 태평양 등 국내 유명ㆍ대규모 로펌들에서는 대북 투자 전담 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법무법인 삼정KPMG회계법인 등에서도 대북투자에 대한 컨설팅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제5장 외국인 기업 참여를 위한 법ㆍ제도적 개선 방안 • 141

표 5-5. 남북협력기금 대출제도 상세 내용: 남북교역 자금 대출
반출ㆍ반입자금대출

반출자금대출
(반출계약 이행에
필요한 자금)

대출금액

대출기한

상환방법

교역물품
반출자금대출

반출계약금액의
80% 범위 내
(우선지원대상은 90%)

반출대금 결제일에
10일 가산
(2년 이내)

분할 또는
일시상환

위탁가공
원부자재
반출자금대출

반출계약금액의
80% 범위 내
(우선지원대상은 90%)

위탁가공품 반입일에
6월 가산
(1년 이내)

분할 또는
일시상환

위탁가공설비
반출자금대출

반출계약금액의
80% 범위 내
(우선지원대상은 90%)

5년 이내
(거치 1년 이내)

연 2회 이상
정기균등분할상환
(거치 1년 이내)

반입계약금액의
80% 범위 내
(우선지원대상은 90%)

반출대금 결제일에
10일 가산
(2년 이내)

분할 또는
일시상환

반입자금대출
(반입금액 소요자금)

실적한도대출*

6월
10억 원 범위 내
(채권보전이 확실하거나
(신용한도가 양호하거나
부분보증신용보증서
채권보전이 확실한 경우
70% 이상인 경우 1년
30억 원까지 가능)
이내)

만기 일시상환
(재대출 가능)

주: * 실적 한도대출은 남북교역을 원활화하기 위하여 지속ㆍ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하여 기준(남북교역기간)에
따라 교역 실적의 일정 비율을 대출해주는 제도이다. 최근 5년 이내 3년 이상 혹은 3년 미만의 교역 실적을 가진
기업에 대하여 각각 교역 실적의 70% 혹은 50%의 실적 한도를 부여한다. 이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의
실적을 인정해준다.
자료: 남북교류협력시스템 홈페이지(검색일: 2021. 9. 5).

표 5-6. 남북협력기금 대출제도 상세 내용: 경제협력사업 대출
경제협력사업 대출 종류

대출금액

대출기간

투자자금대출
남한주민소요자금의
10년 이내
(현지 법인 설립, 시설투자
80% 범위 내
(거치 5년 이내)
등에 필요한 자금)
(우선지원대상은 90%)
운전자금대출
(북한 내 현지 법인의
1회전 소요운전자금)

북한소재법인의 1회전
운전자금

1년 이내
(1년 단위로
3회 연장가능)

산업용지분양자금대출
(분양권 구입에 필요한 자금)

소요자금의
70% 범위 내

2년 이내
(거치 6개월 이내)

사회간접자본시설자금대출
(북한 내 SCO 시설 신설,
증설, 운영 등 경협사업
시행 소요자금)

총사업비용의
80% 범위 내

최장 20년
(거치 7년 이내)

자료: 남북교류협력시스템 홈페이지(검색일: 2021.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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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대출이자율

연 2회 이상
정기균등분할상환

대출이자율
결정방법에
따라 상이

만기 일시상환

대출이자율
결정방법에
따라 상이

연 2회 이상
대출이자율
정기균등분할상환 결정방법에
또는 만기 일시상환 따라 상이
연 2회 이상
정기균등분할상환

연 3% 이내

또한, 남북경협에 참여하는 외국인 기업들도 남북교역보험과 남북경협보험
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2000년 체결된 ‘남북 투자보장 합의서’에 따라
투자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3) 조세 제도: 낮은 과세율, 면세 및 감면 규정
남북경협 지역에서의 조세 규정은 남북한 특수성에 의거하여 북한 내 여타 지
역에 비해 더 유리한 조건일 개연성이 크다. 실제로 현존하는 관련 법제를 근거로
살펴보면, 개성공단에서의 조세 규정이 일반적인 대북 투자자들에게 적용되는
규정에 비해 투자자에게 유리한 편이다. 북한의 외국인세금법 시행 규정과 개성
공업지구규정을 비교하면 대부분 세금 항목에서 개성공업지구에서 적용되는 세
율이 다소 낮거나 면제ㆍ감면 기준이 완화되어 있다(표 5-7 참고).
대북 투자 시 외국인 기업에 징수되는 세금은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재산
세, 상속세, 거래세, 영업세, 지방세 등으로 분류된다(표 5-7 참고).204) 대북 투
자 외국인 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기업 소득세는 결산이윤의 25%이며, 특수경
제지대에 설립된 기업에는 결산이윤의 14%를 과세한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
업에 대한 기업 소득세는 결산이윤의 14%라는 점에서 다른 특수경제지대와 같
은 조건이다. 조세 특혜 부문에서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적용되는 면세 혹은 조
세 감면 조건이 비교적 덜 엄격한 편이다.
개인소득세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과세 대상 금액의 5~30%인 데 반해, 개성
공단에서는 과세액의 4~20% 세율을 적용한다.
재산세의 경우 일반적으로 건물에 1% 과세율이 적용되는데, 개성공단에서
는 0.1~1%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 또한 개성공단에서는 새로 건설된 건물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해주는 규정이 존재한다.
204) 이하 대북 투자와 관련된 조세 규정과 관련해서는 장명봉 편(2018), p. 594, p. 1410; KFIECC(2016),
pp. 74~77;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홈페이지(검색일: 2021. 7. 5)를 참고하였으며, 북한의 ｢외국인세
금법 시행규정｣과 KFIECC(2016)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비교적 최근 발간된 KFIECC(2016)의 내
용을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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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의 경우 일반적인 과세율은 6~30%인 데 반해, 개성공단에서는 6~25%
로 최고 과세율이 낮은데다가 상속 재산이 10만 달러 이하인 경우 면세된다.
거래세의 경우 일반 생산물의 경우 일반적인 과세율은 판매 수입금의
1~15%인데, 개성공단에서는 1~2%로 현저하게 낮다. 기호품 거래에 대한 과
세율도 전자는 16~50%, 후자는 15%로 저렴한 편이다. 영업세의 경우에도 전
반적으로 과세율이 개성공단에서 더 저렴하다. 지방세도 마찬가지이다.

표 5-7. 세금 규정 비교: 외국인 직접 투자와 개성공업지구 규정
北 외국인세금법 시행규정

구분
세율

결산이윤의 25%

개성공업지구 세금 규정
결산이윤의 14%(일반업종)

∙ 특수경제지대에 설립된 기업은 결산이
윤의 14%
∙ [장려부문] 결산이윤의 10%
∙ [장려부문] 15년 이상 운영 기업
(첨단기술, 하부구조건설부문, 과학연구
은 이윤 발생 연도로부터 5년간
부문)
면제, 이후 3년간 50% 감면
∙ [장려부문] 15년 이상 운영 기업은 이
∙ [서비스] 10년 이상 운영 기업은
기업
윤 발생 연도로부터 3년간 면제 이후
이윤 발생 연도로부터 2년 면제,
소득세 특혜 2년간 50% 감면
이후 1년간 50% 감면
∙ 10년 이상 운영 기업은 이윤 발생 연
∙ [이윤재투자] 이윤재투자 후 3년
도로부터 2년 면제
소득세
이상 운영 시 재투자분에 해당하
(봉사업의 경우 1년 면제)
는 기업소득세 70%를 다음 연도
∙ [이윤재투자] 이윤재투자 혹은 10년 이
세금에서 감면
상 운영 기업에 대해 재투자분에 해당
하는 기업소득세의 50%를 감면
(단, 장려 부문은 전액 감면)
∙ 노동 보수에 대한 세율은 소득액의 5~30%
∙ 이자ㆍ배당ㆍ고정재산임대소득 등에 대한 세 ∙ [과세기준*] 월 보수액에서 30%
개인
율은 소득액의 20%
를 공제한 금액이 500달러 초과
소득세
일 경우 세율 4~20%
∙ 증여 소득은 소득액의 2~15%
∙ 재산판매소득은 소득액의 25%
세율

건물은 1%, 선박과 비행기는 1.4%

건물등록가액의 0.1~1%

특혜

나선경제무역지대에서 자기 자금으로
구입ㆍ건설한 재산은 5년간 면제

새로 건설한 건물은 등록한
날로부터 5년간 면제

세율

상속재산의 6~30%

상속재산의 6~25%

특혜

-

상속공제 후 상속재산
10만 달러 이하 면세

재산세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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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계속
北 외국인세금법 시행규정

구분

거래세

특혜

매상세
영업세

개성공업지구 세금 규정

∙ 생산물 판매수입금의 1~15%
생산물 판매수입금의 1~2%
세율
∙ 기호품의 경우 생산물 판매수입의 16~50% 단, 술ㆍ담배ㆍ기타 기호품 등은 15%
나선경제무역지대 생산부문 투자 기업은
50% 감면

∙ 건설ㆍ교통운수ㆍ동력부문 수입의 2~4%
∙ 금융ㆍ보험부문 수입의 2~4%, 봉사부문
세율
4~10%
∙ 카지노 50%

특혜

하부구조 부문 기업은
일정기간 면세 혹은 감면
(전기, 가스, 난방 등 에너지 생산 및
공급부문, 상하수도ㆍ용수, 도로부문)

남측 또는 타 국가로
반출(수출)할 경우 면제
봉사 및 건물인도금액의 1~2%,
오락부문 7%

하부구조 부문 기업은 면세
(전기, 가스, 난방 등 에너지 생산 및
공급부문, 상하수도ㆍ용수, 도로부문)

도시
경영세

월수입(월노임)의 1%

월보수 총액의 각 0.5%
(개인분, 회사분)

자동차
리용세

등록된 차량에 따라 연 3~60달러

등록된 차량에 따라
연 3~60달러**

지방세

세율

자원의 종류에 따라 1~25%

특혜

∙ 원유, 천연가스 같은 자원을 개발하는
기업은 5~10년간 면제
∙ 자원을 가공하여 수출ㆍ판매할 경우 감면

자원세

관세

-

-

개성공업지구 내 반출입 물자를
포함한 남북교역물자는 관세 면제

주: 1. * 납세의무자: 개성공업지구에 184일 이상 체류하며 소득을 얻은 개인, ** 연속 60일 이상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은 자는 미사용 기간 면제.
2. 북한의 ｢외국인세금법 시행규정｣과 KFIECC(2016)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비교적 최근 발간된 KFIECC(2016)의
내용으로 업데이트하였음.
자료: 장명봉 편(2018), p. 594, p. 1410; KFIECC(2016), pp. 74~77;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홈페이지(검색일: 2021.
7. 5)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남북경협이 활성화되는 경우 초기에는 지금까지의 경
향성이 유지될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그동안의 남북합의서에는 남북 간
민족특수성에 기반한 상호 호혜적인 교류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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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율, 해외 송금 관련 규정: 국제 환율의 적용과 자유로운 송금
대북 투자 기업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대북 사업의 수익성과 더불어 창출된
수익의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이다. 이는 오라스콤이 북한 내에서 창출한 통신 사
업 수익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환율 문제로 북한 당국과 충돌한 이후 대북 투자자
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이슈가 되었다.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의 특수성에 따라
복수환율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공식 환율인 국정환율(official exchange
rate)과 공식 환율은 아니지만 시장환율이 존재한다.205) 그런데 국정환율과 시
장환율의 격차가 상당하여 2021년 현재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러한 격차로
인해 외국인 기업이 사업 수익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북한 정부와 충돌이 발생하
는 것이다.
남북한간의 합의에 근거하여, 북한은 개성공단에서는 별도의 ｢외화관리규
정｣을 두고 있어 환율 혹은 외화송금과 관련된 문제의 소지가 적다. 먼저, 환율
과 관련해서는 개성공단에서의 환율은 남북한 유관기관이 협의하여 선정한다
고 규정되어 있는데206) 실질적으로 국제금융시장의 환율을 따른다. 다음으로
기업이나 개인은 외환을 제한 없이 소지하거나 은행에 예금할 수 있으며, 개인
이 번 외화 또는 가지고 들어온 외화를 제한 없이 소지하거나 남한과 제3국으
로 송금할 수 있다. 또한 송금 시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207) 따라서
외국인 기업은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경협 지역에 투자함으로써 투자금 회수에
대한 위험을 줄일 수 있다.

205) 이전까지 북한에는 공정환율(official exchange rate), 무역환율(trade exchange rate), 비무역
환율(non-trade exchange rate) 등 세 가지 환율이 존재하였다. 이들 환율이 1990년대 후반 무역
환율로 단순화되었다가 2002년 7ㆍ1조치 이후 공식 환율로 단일화되었다.
206) ｢개성외화규정｣ 제15조, 제16조; 박필호(2019), p. 190.
207) ｢개성외화규정｣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박필호(2019), p.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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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관세 반출ㆍ수출 혜택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반도 내에서 생산되고 거래되는 물품의 경우 남북
간 무관세 반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남한 또는 북한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외국인 기업의 경우 한반도 내에서 생산시설을 확보하면 무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러한 혜택은 북한 시장이 개방될 경우 경제적으로 큰 유인이 될 수
있다.
수출을 위한 제조업 투자의 경우 해당 국가와 남한의 FTA 규정에 따른 무관
세 혜택과 더불어 역외가공무역 규정에 따른 원산지 조정이 제도적으로 가능하
다. FTA 역외가공지역 조항은 역외지역에서 가공한 후 재수입한 물품에 대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해주는 특혜 제도이다. 이
를 활용하면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물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는 남북한 특수성에 의거하여 마련된 제도이기 때문에 남북경협의 경
제적 인센티브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역외가공지역 관련 혜택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개성공단 생산품이 관
련 조항을 토대로 혜택을 받고 수출한 경우가 거의 없어 실질적인 혜택으로 인
식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이 필요하다. 개성공단과 관련 역외가공
지역 규정의 품목 선정 방식에 따라 위원회 방식과 리스트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위원회 방식을 차용하고 있는 국가 및 국제기구는 미국, EU, 캐나다, 호
주, 뉴질랜드, 터키 등인데, 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개성공단 제품이 역외가공지
역 혜택을 받아 수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위원회 방식은 다양한 기준과 고려
사항으로 인해 승인 절차가 복잡하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북한 비핵화, 개성공
단 근로기준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반면, 리스트 방식을
차용하고 있는 국가 및 국제기구는 싱가포르, 중국, 아세안, EFTA, 인도, 페루
등이며, 정량적인 기준을 근거로 원산지를 판단한다. 이 때문에 리스트 방식으
로 맺은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는 위원회 방식으로 맺은 국가보다 수출하기 용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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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한국 FTA의 역외가공지역(OPZ) 분류 및 규정
방식
위원회 방식

국가 및 국제기구

비고

미국, EU, 호주,
개성공업지구의 역외가공지역 인정을 계속 논의
캐나다, 뉴질랜드

싱가포르

1) 개성공업지구 물품이 한국을 거쳐 수출되면 통합인정(ISI)
2) 한국에서 수출되는 제품이 역외가공지역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
하는 경우만 한국산으로 인정
(OP방식, HS 10단위 134개 품목에 적용)

1) 모든 품목에 대해 일반적 역외가공지역 기준 충족
유럽자유무역연합
2) 개성공업지구의 일부 품목(HS 6단위 267개 품목) 요건 충족 시
EFTA
한국산으로 인정
아세안

100개 품목(HS 6단위)에 대해 원부자재의 투입 비용이 전체 재료비
대비 60% 이상인 경우 특혜 부여

인도
(CEPA)

108개 품목(HS 6단위)에 대해 비원산지 재료비가 FOB 40% 이하,
한국산 원부자재 투입 비용이 전체 재료비 60% 이상인 경우 협정관
세 적용

리스트 방식

페루
콜롬비아
중국

개성공업지구에 가공되는 100개 품목(HS 6단위)에 대하여 비원산지
재료비가 FOB 40%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 한국산으로 인정
1)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되는 310개 품목(HS 6단위 기준)이 특
혜관세를 받음
2) 비원산지 재료가치에서 개성공업지구의 근로자 임금은 제외

자료: 임강택, 이강우(2016), p. 158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

나. 비용과 장애물
남북경협 참여 시 외국인 기업이 가장 우려하는 점은 정책적 비일관성과 정
치적 이슈로 인한 일방적인 투자 중단 혹은 손실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경험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법ㆍ제도적 근거만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있
다. 이 절에서는 남북경협 법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 변화 및
정치적 문제로 인한 비용은 구체적으로 서술하지 않는다. 외국인 기업이 남북
경협을 통해 북한에 진출하는 경우 고려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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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북한 특수 관계에 따른 절차적 복잡성
남한을 통한 북한 시장 진출은 남한의 선진화된 투자 제도를 활용한다는 장
점이 있으나, 남한의 대북 투자 관련 제도를 따라야 한다는 점에서는 직접 투자
에 비해서 절차적으로 복잡해지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 만약, 남한이 대북 투
자를 대행하는 수준이 아니라,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남북특수 관계에 따른 사
업에 대한 관리ㆍ감독ㆍ통제를 받아야 한다면 외국 기업에 투자 유인에서 마이
너스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남북한의 사업 승인 절차를 동시에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직접 투자에 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남북한 특수 관계에 따른 비용은 상품 통관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예컨
대 북한은 체제 안정과 사상 검열을 근거로 남한산 물품 혹은 한글이 명시된 물
품의 대북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남한 문화가 유입될 수 있는 품목이나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제재 조치도 심한 편이다. 외국인 기업에는 남북한 특수 관계에
따른 이러한 비관세 장벽이 남북경협 참여에 따른 기회비용으로 작용할 가능성
이 있다.

2) 국지적인 경협사업 지역과 분야
남북경협에 참여한다는 것은 남한이 조성해둔 기반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물론 혜택이 있는 반면, 사업 지역과 분야가 남북경협사업에 국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로서는 외국인 기업이 남북경협 혜택을 누리면서 참여 가능한
지역이 개성공단에 국한되어 있다.
남북경협이 재개되더라도 초기에는 사업 지역과 분야를 획기적으로 확장하
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만약 획기적인 확장이 가능할 정도로 대북 투자가 신
속하게 확대된다면, 외국인 기업들이 굳이 남한을 경유한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북한 시장의 개혁ㆍ개방이 많은 진전을 이룬 상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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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ㆍ제도의 실질 이행 가능성
대북 투자에서 법ㆍ제도의 이행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너무나도 자명하
다. 절차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법제는 개선할 여지가 있지만, 이미 마련된 규정
조차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법규상으로는 남한에 적을 둔
외국인 기업의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통한 대북 투자 사업 진출이 가능한 일처
럼 보이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는 비단 북한의 일방적인 조치,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문제에서만 야기되
는 것이 아니라, 그간의 경험으로 미루어봤을 때 남한 정부 정책과 입장에 따른
불확실성도 크다. 남북경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남한 정부, 즉 통일부의 승인
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제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절차적 요건을 모두 완료하
였음에도 결과적으로 개성공단에 진출하지 못한 데싱디바가 그러한 사례이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되는 것은 남한의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인 5ㆍ24조
치와 남북경협 재개와 확대에 따른 입장 간의 충돌 문제이다. 2014년 개성공단
국제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던 시절에도 5ㆍ24조치로 외국인 기업은
물론 남한 기업의 대북 진출조차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남북경협 재개
와 활성화를 위해서는 5ㆍ24조치 해제에 대한 공식적 입장이 선결되어야 할 것
이다.

4.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 관련 쟁점과 개선 방안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쟁점을 논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는 외국인 기업의 대북투자 사례나 개성공단을 통한 남
북경협 사례가 매우 적기 때문이다. 게다가 5ㆍ24조치와 개성공단 폐쇄로 남
북 간 경협조차 중단된 지 어느새 5~10년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남북경협
자체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들이 개선될 기회를 갖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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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에서는 남북경협의 참여 주체가 외국인 기업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
제점 혹은 고려해야 할 이슈들에 방점을 둔다. 기본적으로 현시점에서는 외국
인 기업이 남북경협에 참여할 경우 기존에 남북경협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
점들이 그대로 재현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러한 문제들의 대표적 예로는 ① 남
북교역ㆍ보험의 실효성 문제 ② 역외가공지역 적용 가능성 문제 ③ 3통(통신,
통관, 통행) 문제 ④ 정경분리 문제 등이 있다. 예컨대 남북교역ㆍ경협 보험의
경우 북한지역에서 예기치 못하게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실 보상이기 때문에
정확한 손실액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피해보상액을 상정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
움을 겪어왔다. 북한지역에 신속하고 자유롭게 방문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현재 수준의 남북경협에서는 남한 기업과 외국인 기업 모두 같은 어려움을 겪
을 것이다. 또한 역외가공지역 문제도 남북경협사업의 주체에서 기인하기보다
는 해당 국가와 협정의 적용에 대한 문제이다. 이와 같이 기존에도 존재하거나
혹은 제기되어왔던 남북경협의 문제점들은 기업의 주체가 누구인지와 관계없
이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이다. 이러한 성격의 쟁점과 이슈는 이 절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는다.
이 절에서는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 시 야기되는 문제점을 두 가지 관
점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먼저, 외국인 기업이 남북경협에 참여하는 초기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법제도적 이슈에 초점을 맞추고 현행법상 개선이 필요
한 부분을 다룬다. 이는 주로 개성공단이 재개되고, 외국인 기업이 여기에 참
여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다. 다음으로,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사업
초기 진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외국인 기업을 포함한 남북경협사업이 물리
적으로 확장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법ㆍ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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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남북경협 지원ㆍ보장의 범위
현행법상 외국인 기업은 남한에 법인을 설립함으로써 남북경협기금과 남북
교역ㆍ경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그림 5-4]에서 1번 경로에 해당
한다. 섬유기계용 바늘을 판매하는 기업인 그로쯔 베커르트(Groz-Beckert)가
2014년 개성공단에 영업소를 설치한 것이 이와 같은 사례이다. 유형 1과는 다
르게 남북에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북한에 직접 투자하는 외국인 기업에 대해
서는 남한 정부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필요가 없다. 우리 정부가 정책적
으로 지원하는 외국인 기업은 남한 경제 및 남북경협사업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한정지어야 할 것이다.
쟁점은 남한에 법인을 설립한 뒤 북한에 진출한 외국인 기업의 사업 범위가
개성공단을 벗어나는 경우 이들에게 어떠한 법적 지위를 부여할 것이냐이다.
이는 [그림 5-4]에서 2-1번과 2-2번 경로에 해당한다. 이들 외국인 기업은 남
한에 현지 법인을 설립한 기업의 신분이기 때문에 개성공단 이외 지역에서도
남한 기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 기업에도 남북경협 관련 지원
제도가 남한 기업과 똑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교류협력법｣에서는
남북협력사업의 주체에 남한의 법인과 단체가 포함되어 있고, ｢남북협력기금
법｣에서는 남북교역 및 협력 사업에 필요한 기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에 남한 기업과 동일한 혜택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는 남북경협 국제화 측면에서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커다란 유인이
됨과 동시에 정부의 정치적ㆍ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경협 참여자가 외
국인 기업까지 확대되면 불특정 다수를 위한 지원으로 정부의 재정 부담이 가
중되고, 외국인 투자자의 신변안전과 재산 보호에도 책임이 따를 수 있기 때문
이다.

152 •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 활성화 방안

그림 5-4.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사업 참여 경로: 현재와 확장

자료: 저자 작성.

또 하나의 쟁점은 지금과 같이 남북 간의 자유로운 통행과 통관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들 기업인이 남북이 아닌 다른 경로로 북한과 거래할 경우 이
들의 통행과 이들을 통한 물품의 통관에 대해 어디까지 남북경협지원제도가 보
장ㆍ보호해야 하고,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두 가지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하나
는 남북경협사업 승인 당시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
여 자체를 제한ㆍ관리하는 것이다. 나머지 하나는 현행법상 절차적 요건을 갖
춘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사업 진출은 일반적으로 승인하되, 이들 기업이 북
한지역에서 수행하는 사업 분야 혹은 물리적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다. 구체적
으로, 사업의 확장 자체를 제한하거나 혹은 지원 및 보장 범위를 물리적으로 제
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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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남한 현지 법인 설립 거부 문제
다음으로는 [그림 5-4]에서 3번 경로와 같이 남한에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남북경협에 참여하고자 하는 외국인 기업들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하는 문제
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쟁점이 있는데, 하나는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경협사업
지역에 외국인 기업의 직접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고, 나머
지 하나는 만약 투자 기회를 제공하더라도 이들에게 남북경협지원제도의 혜택
을 어떻게, 또 얼마만큼 보장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외국인 기업 입장에서는 남한 법인 설립절차를 생략하고 개성공단에 진출하
여 개성공단 내에서 주어지는 남북경협지원제도, 투자자보호 제도, 조세 제도
등의 혜택과 더불어 환전과 송금의 자율성, 지리적 접근성과 시장 접근성 등을
확보하고자 하는 유인이 있을 수 있다. 제3장에서 살펴본 미앤프렌즈 사례가
그러하다. 특히 현재로서는 남한 법인이 5ㆍ24조치의 대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UN 대북제재가 일부 완화되어도 남한 법인은 북한지역에 신규 투자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만약 UN 대북제재가 완화된다 하더라도 남남갈등 등의 문제로 5ㆍ24
조치의 공식적 폐기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간극 동안 외국인
기업이 남북경협에 참여할 유인은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한편, 남한 법인 설립 거부 요구는 외국인 기업의 수요에도 일부분 부합하지
만, 북한의 수요에도 부합할 수 있다. 북한을 통하지 않고 북한지역에 직접 투
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외국인 기업에 직
접 과세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
에서 볼 때, 북한이 개성공업지구법과 관련 법령에서 외국인을 하나의 주체로
명시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극단적으로 말해, 북한 입장에서 남북한 간의 기존
합의를 무시하는 경우 현행 법제하에서도 외국인 투자자가 개성공단에 진출할
수 있는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남한 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외국인 기업들에 남북경협 참여 기회를 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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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장단점이 있다. 장점은 남북경협이 좀 더 많은 투자자의 참여를 독려하고
포괄하는 ‘플랫폼 사업’으로 확대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플랫폼 비
즈니스로 확장하는 것은 남북경협사업 분야가 긍정적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단
기적으로는 개성공단 내 외국인 기업 대상 부지에 한해 외국인 기업을 유치함
으로서 개성공단 사업을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개성공단 이외 지역에서도
남한은 비즈니스 플랫폼을 제공하고 외국인 투자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방
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시금 남북경협
지원과 보장의 범위가 불분명해진다는 것이고, 남한 기업의 과도한 경쟁 노출
혹은 역차별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남한 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외국
인 기업의 기업 활동에 대해 남북경협 관련 지원 제도를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
제, 적용한다면 얼마만큼의 지원과 보호ㆍ보장을 해줄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
고 그러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또한, 이
로 인한 재원 고갈로 남한 기업이 기존에 받고 있던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 남북한 특수성에 따라 남한 기업의 3통 문제는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외국
인들의 3통 문제는 북중 접경을 활용하여 비교적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남한 기업들이 역차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특히 후자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북한과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한 내용이다. 북한이 임의로 남북경협사업 대상을
외국인 기업으로 확대하게 될 경우 남한은 사실상 고비용이 드는 인프라 투자
만 담당하게 되고,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은 북한 당국에만 집중될 가능성도 존
재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외국인 기업들이 남한 법인을 세우지 않고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
경협사업에 진출할 유인이 적은 것은 사실이다. 대북 투자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는 측면에서 남북협력기금과 남북교역ㆍ경협보험이 투자자에게는 상당히 큰 역
할을 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금과 같이 정치적 불안정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
은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또한 남북경협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남북
접경지역 통행, 통관이 불가능하다는 것인데 이는 북한 내륙 시장이 개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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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상황에서 개성공단 사업 참여의 경쟁력을 상당히 감소시킨다. 하지만 남북
한의 특수성에 따라 남북경협이 국제사회의 대북 투자보다 선도적으로 재개될
경우 외국인 기업의 이러한 수요는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다. 따라서 정책
당국은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나리오에 따라 전략적 이해를 고려한 법제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안으로는, 제한된 범위에 한해 남한 법인
설립 요건을 면제해주어 외국인 기업의 진출을 독려하되, 이러한 외국인 투자
자에 대한 새로운 남북협력기금과 보험제도를 남북이 공동으로 마련하는 것이
다. 북한의 보험시장은 매우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남북이 공동으로 보장하는
보험에 대한 선호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방안으로는 유형 3, 즉 남한에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남북경협사업에
진출하는 외국인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정책적 지원, 즉 행정적ㆍ재정
적 지원 중 행정적 지원만 제공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행정적 지원을
하는 것 자체가 외국인 기업에는 혜택이 될 수 있다. 특히 투자 분쟁과 관련하
여 북한에 직접 진출하는 것보다 우리 정부를 통해서 하는 것이 분쟁해결 가능
성이 크다. 남북경협에 참여하여 경협 규모를 키우고 사업영역을 더욱 확대하
였다는 점에는 기여하였기 때문에 행정적 지원을 하는 것은 적절해 보인다. 그
러나 남한에 법인을 설립하지 않아 우리 경제에 기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정
적 지원까지 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경제적 인센티브의 실효성 확보와 개선
개성공단 폐쇄 이전에 외국인 기업들이 개성공단 진출할 의도가 있었음에도
이것이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지지 못한 원인으로 ① 국내 법인 설립 요건 ② 바
세나르협정 및 미 상무부 규제 ③ 통신(인터넷) 문제 ④ 역외가공지역 승인의
비실효성 등이 제시되었다. 이 밖에도 정치적으로는 정부의 개성공단 국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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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5ㆍ24조치 간의 모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도 부정적 요인 중 하나였다.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를 독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남북경협의 경쟁
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정책 대안으로는 국내 법인 설립 요건 완화, 대북제재
면제에서 정부의 주도적 역할, 3통 문제 해결, 개성공단 역외가공무역 조항의
실효적 개선 등을 제안한다.
첫째, 남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절차적 요건을 간소화하고, 경제적 유인은 확
대하는 것이다. 중국의 경우 홍콩을 경유하는 중국 투자를 다룰 때, 홍콩 현지
법인을 갖춘 기업에만 투자를 우대하였다. 동시에 홍콩 현지화한 기업에는 중
국-홍콩 CEPA의 혜택을 얻기 위한 의무 사항을 줄여주었다.
둘째, 대북제재 조치 완화와 면제에 대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대북 합영ㆍ
합작 금지에 대한 UN 제재가 완화된다 하더라도 여타의 다자간 혹은 양자 제재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제3장에서 제시된 바세나
르협정이다. 이 협정은 제조업 분야에서의 투자와 사업을 제한한다. 물론 이것이
자발적ㆍ정치적 협의이므로 이행 의무는 없다고 하지만 국제적 합의라는 측면에
서 영향력은 유지되고 있다. 특히 지금과 같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이 지속되
는 경우 이 협정의 영향력은 남북경협의 경쟁력을 상회할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남북경협사업에서의 예외 혹은 신뢰할 수 있는 대북 투
자자에 대한 예외 조치를 획득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협정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
혹은 해당하는 품목이라 하더라도 포지티브(Positive) 방식에 의거한 녹색 목
록(Green List)과 백색 목록(White List)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녹색 목록과
백색 목록은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하는 NGO 단체들이 제안하는 대북 지
원 개선 방안에서 착안한 것이다.208) 먼저 녹색 목록은 남북경협사업에서 범용
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목록을 작성하고, 이들 품목에 대한 대북제재의 ‘다년간
면제 허용 조치’를 말한다. 바세나르협정의 경우 협정에서 제시하는 목록 중에
서 남북경협에 한해 기업 활동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면제하는 방안이다.
208) United Nations(2021. 3. 4), p.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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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지역에서의 남북경협사업은 북한이 토지와 노동력을 제공하지만, 기업 운
영에 남한이 주도적으로 참여한다는 측면에서 국제사회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유리한 측면이 있다.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러한 과정을
이미 경험한 바 있다.209) 한편, 백색 목록은 재원 조달과 관련된 리스트로, 신
뢰할 수 있는 남북경협사업 참여 기업들의 목록과 은행 채널을 작성하고 이들
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벌크 캐시 송금에 대한 대북제재를 완화, 면제하는 방안
이다. 대북투자 기업이 가장 우려하는 점은 ‘재원조달’과 ‘투자자금의 회수’이
다. 따라서 개성공단에 현존하는 유리한 환율 정책과 송금 정책 등에 대해서는
외국인 기업들에 더욱 어필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더 안정적인 자금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셋째와 넷째는, 기존 남북경협사업의 고질적인 취약성으로 지적되어온 3통
문제 해결과 FTA 역외가공무역 제도에 대한 실효성 확보이다. 먼저, 3통 문제
의 해결이다.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는 남한 이외 지역과의 통신, 통행,
통관이 활발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3통 문제 해결의 새로운 포인트를 제시한
다. 남한에 현지 법인이 있다 하더라도 외국에서의 방북 의사, 남북접경 지역
이외 지역, 예컨대 북한 내 다른 항구 또는 북중 접경 지역으로의 개성공단 생
산물의 반출입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법제 마련과
보장ㆍ보호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또한, 인터넷 통신의 자유에
대한 수요 역시 필연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3통 문제 해결이 더욱 시
급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FTA 역외가공무역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는 현행 규정상 적용이 가능한
국가와 품목 위주로 개성공단을 통한 수출을 도모하고, 장기적으로는 위원회
209)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으로 물자를 반출하면서 당시 통일부ㆍ외교통상부ㆍ산업자원부 주도로 한미
간의 의견을 조율하였다. 개성공단으로 반입되는 설비의 최종 사용자가 한국 기업이고, 한국이 주도
적으로 해당 물품을 관리하고, 향후에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점을 피력하여 관련 설비 반출이 바
세나르협약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내달 개성공단 설비 반출] 한·미 "보낼까 말까"
협의 착수｣(2004. 8. 6),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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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을 채택한 국가들과도 승인 절차에 대한 일관된 컨센서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앞으로 새롭게 맺어지는 FTA에서는 필요시 리스트 방식과 위원회
방식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양국간 경제적 이익이 부합하는 산업 분야에서는
일부 리스트 방식을 차용하고, 이외 품목에 대해서는 위원회 방식을 채택함으
로써 규정의 실행력과 확장성을 함께 도모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라. 실효성 있는 분쟁해결 절차 마련 필요성
좀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분쟁해결 절차의 확립이 우선되어야 한다. 모
든 이슈를 예측할 수도 없을뿐더러 남북경협사업이 확장될수록 경협사업의 관
리와 통제보다는 수익성과 자율성 확보가 중요해질 것이기 때문에 사업 참여자
들이 겪는 분쟁 또한 다양해질 것이다. 특히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는 사
업 참여의 주체와 수단이 다양해진다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
인 법체계와 합의안 마련이 필요하다.

마. 남한 기업의 과도한 경쟁 노출 문제
경협사업의 주체 확대는 필연적으로 기존 참여자를 경쟁에 노출시킨다는 문
제를 수반한다. 장기적으로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는 사업 지역과 분야
를 확장하는 데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외국인 투자가 오히
려 남북경협의 확장에 원동력이 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이 과정에서 남한
기업들이 과도한 경쟁에 노출되거나, 이로 인한 남북한의 특수성이 무시되거나
소멸되는 경우 남북관계와 남한 기업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지
해야 한다.
여기서 경쟁에 대한 노출을 문제로 인식하는 것은 남북경협사업의 특수성과
연관이 있다. 남북경협사업은 단순히 접경을 마주한 국가 간의 경협사업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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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 특수성하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이에 따른 혜
택만큼이나 당사국의 정치적인 부담과 비용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한
기업이 과도한 경쟁에 노출되는 것은 역차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설령 그게
아니더라도 이는 자국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충분한 전략적 고려가
필요한 사안일 것이다.
이 문제는 개성공단의 기업 부지 분양을 예시로 들 수 있다. 개성공단에는 1만
2,000㎡의 외국인 기업 용지가 마련되어 있다. 만약 현 상황에서 외국인 기업이
개성공단에 진출한다면 이 구역에 진출할 것이다. 그런데 외국인 기업의 참여가
활발해져 개성공단 2단계 사업이 재개되고, 북한 내 다른 지역으로 남북경협사
업이 확장되는 경우 남한 기업과 외국인 기업의 필지에 차별을 둘지, 둔다면 어
떠한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5. 소결
개성공단이 폐쇄되기 이전인 2014년에 남북 간 개성공단 국제화에 대한 합
의가 이루어졌고, 현행 법제상으로 외국인 기업의 개성공단 진출은 실현 가능
성이 있는 사업이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정치ㆍ안보적인 불안정성은 차치하
더라도, 개성공단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절차적 복잡성과 정책적 비일관성, 특
히 5ㆍ24조치와의 충돌 문제 등이 개성공단을 포함한 남북경협사업의 국제화
를 저지하는 요인이 되었다.
문화적으로 보았을 때, 외국인 기업들은 한반도 리스크를 남한 기업들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북한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와 같
은 상황에서 국내외 경제적 여파 혹은 한국인과 외국인들이 받아들이는 심각성
의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일상적으로도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여건은 남북경
협의 위험성은 과대평가하는 반면, 현존하는 남북경협의 경쟁력에 대해서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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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평가하는 경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남북경협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가지고 있는 경쟁력과 경제적 유인에 대한 정책적 홍보 노력
도 필요할 것이다.
여건이 조성되면 초기에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성공적인 시범사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남북경협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불확실성
이 너무 많아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남북경협 관련 법제가 아무리 효과
적으로 마련된다 하더라도 현실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시장 선점 효과만으로
남북경협에 참여하고자 하는 외국인 기업은 많지 않을 것이다. 남북경협의 역
사적 상징성을 같이 고려하는 남한 기업과 달리, 외국인 기업들은 단기적 현금
흐름과 수익성을 더욱 중시하는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
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남북경협사업의 현실성을 단계적으로 제
고해나갈 필요가 있다. 먼저,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외국인 기업들의 참여를 독
려하고, 진출 이후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기반으로 경협 여건을 개선해나갈 필
요가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법제만큼이나 일관된 정책과 입장을 유지하
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법제화하고
이에 대한 북한과의 충분한 합의가 필요하다. 다만, 이 과정에서도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의 남북경협 참여를 체계적으로 법제화하는 것이 국
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지 또한 제재가 완화되어 경협이 확대되기 전까지
는 오히려 지금과 같은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이 나을지에 대한 전략적 고민도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북경협사업의 수익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경제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비즈니스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정부가 주관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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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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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1. 연구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2. 정책 제언: 남북경협 국제화 방향

1. 연구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연구를 종합한 결과 경제적 측면에서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에 대한 관심
과 참여 유인은 비교적 충분한 편이나, 정책적ㆍ법적 환경이 이를 지지하기에
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외국인 기업이 남북경협에 참여할 경제적 유인으로는 북한 경제 자체가 갖
는 성장 잠재력과 남북경협사업을 통해 간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꼽을
수 있다. 먼저, 대북 투자는 시장 선점 효과, 저렴한 임금, 풍부한 광물 자원, 지
리적으로 인접한 남한, 중국, 일본의 대규모 시장 등의 측면에서 이윤 창출의
잠재력이 충분하다. 그리고 남북경협 참여로 외국인 기업은 이미 구축된 남북
한 법ㆍ제도적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고, 남북협력기금 및 투자보장제도의 지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조세 혜택ㆍ한반도에서의 무관세 반출입 등을 통한 비용
절감, 그리고 이를 활용한 한국 FTA 협정의 간접적인 활용 등의 유인이 있었
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2016년 개성공단이 완전히 폐쇄되
기 이전까지 많은 외국인 기업이 개성공단 진출을 희망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외국인 기업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책적ㆍ법적 환경은 미약
하였다. 먼저, 우리 정부의 한반도정책이 주변 국가로의 확대와 그들과의 협력
을 지향하며, 잠재적으로는 외국인 기업의 참여에 대한 수요가 있음에도 외국
인 기업을 고려한 구체적인 사업 구상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구체
적으로,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와 같은 중앙정부의 구
상은 남북경협을 국제화하겠다는 경향성을 보였다. 특히 이 구상은 남북경협사
업이 활발하게 촉진되는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에서 구체적인 실현이 필요했
다. 하지만 살펴본 바와 같이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과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
체의 접경지역 개발 계획 및 개별 사업에서는 외국인 기업에 대한 내용이 전무
하다시피 하였다. 물론 남북경협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시점에서 외국인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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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수요와 환경 조성에 대한 고려가 시의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
될 수 있으나, 개성공단의 경우 계획 단계에서부터 외국인 기업의 참여를 고려
해 부지를 선정한 바 있다. 접경지역 경제발전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는 단순히
남북경협의 국제화라는 정책적 측면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개발 재
원 마련이라는 측면에서도 각 지방의 경제적 수요가 있다. 이 때문에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정책과 이러한 계획에 대한 충분한 마케팅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미 국제화 논의가 이루어진 개성공단 사업에서도 정책적 일관성이
지켜지지 않아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 의지를 저하시켰다. 정부의 적극
적인 태도를 바탕으로 한 개성공단 국제화에서 다수의 성공 사례가 있었다면
이미 마련된 개성공단 관련 법제도가 남북경협 참여 주체를 더욱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성숙해졌을 가능성이 크고, 이는 다시금 다른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
협 참여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때문에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상술한 바와 같은 정책적ㆍ법적 보완 작업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대북제재 이행과 실효적 개선의 측면에서도 남북경협사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면 이 과정에서 외국인 기업에도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대북제재 완화 초기 단계에서 남북경협사업에 대한
제재 완화와 면제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대북 협상에서 정치적 상징성
과 남북한의 정책적ㆍ경제적 수요에도 부합한다. 국제사회 또한 대북제재가 비
인륜적인 포괄적 제재라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관리와 통제 가능한’
대북 사업의 재개라는 측면에서 전략적 이익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UN 대북제
재는 물론 바세나르협약과 같은 사회주의(공산주의) 국가에 대해 현존하는 제
재 조치의 완화ㆍ면제 추진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사업을 추진하
는 과정에서 이미 이러한 문제를 돌파해본 경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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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중국과 홍콩, 중국과 대만, 통일독일과 같이 자본주의 국가와 사회주
의(공산주의)국가 간 경제협력에서의 활성화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애로사항
을 파악하여 이를 선도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홍콩과 대만을 통한
외자 유치를 선호하였고, 이에 따라 홍콩과 대만을 통한 자본, 특히 중국계 자
본에 상대적으로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외국인 기업이 홍콩에 법인을 설립
하고 중국에 진출하는 경우 중국-홍콩 CEPA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는
우리 법제상 외국인 기업이 개성공단에 진출하고자 할 경우 남한 법인 설립 의
무를 두고 남북협력기금 투자보장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한 것과 같다. 다만 남
한은 외국인 기업이 남한에 법인을 설립한 후 경협사업에 투자하도록 하지만,
중국의 경우 홍콩과 대만에 법인 설립 후 경협사업이 아닌 다른 분야에도 투자
를 허용했다는 것이 상이한 점이다. 남북경협도 이러한 사례에서 착안하여 개
별 사업에 대한 외자 유치 외에도 남북 간 경협사업 일반에 적용할 수 있는 남
북한 CEPA를 체결하고, 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CEPA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림 6-1.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사업 참여 경로: 남북한 CEPA로의 확장

주: [그림 5-4]에서 제시한 유형 구분을 확장한다는 측면에서 남북한 CEPA를 통한 외국인 기업의 대북 사업 진출을 유형
4로 제시.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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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국-홍콩 CEPA의 경우, 외국인 기업이 홍콩에 법인을 설립하여 중국
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중국-홍콩 CEPA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했는데, 이는 외국인 기업과 홍콩의 경제적 연관관계를 높이
는 역할을 하였다. 예컨대 CEPA 제도의 혜택을 받고 중국에 투자할 때 필요한
자격 기준이 단순히 홍콩에 법인을 설립하는 기준보다 더 엄격했는데, 이는 더
우수한 기업이 CEPA 혜택을 받으면서 중국에 투자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중국과 홍콩의 이해관계가 합치되는 부분이었다. 엄격한 법적 기
준이 적용됨으로써 외국인 기업의 홍콩 경제에 대한 기여는 더욱 커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홍콩 법인의 전체 직원 중 중국 국적자나 홍콩 주민의 구성
비율이 50% 이상이 되어야 하는 점, 홍콩에 법인을 설립한 이후 3~5년 이상
사업을 한 뒤 CEPA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 홍콩에서 사업하는 부문과 중국에
투자하여 사업하는 부문이 동일해야 하는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한편, 중국-대만 ECFA의 경우에도 외국인을 내국인과 차별하지 않아 같은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외국인 기업 또한 경유 투자의 유인이 컸던 것으
로 나타났는데, 이는 중국 시장이 갖는 매력 외에도 직접 투자에 비해 완화된
투자 조건은 물론, 투자 혹은 분쟁해결 절차에서도 이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
만 양측 협력 분야의 편중, 법ㆍ제도적 수준의 상이함, 절차적 복잡성 등이 투
자 장애요인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WTO 가입과 별개로 중국이 홍콩, 대만과 무역 및 투자협정을 맺는다
는 사실 자체가 홍콩, 대만은 물론 중국에도 국가 신용도를 올리고 경제전망을
개선하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중국이
홍콩, 대만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국제금융시장과 국제가치사슬에 더 원활하게
통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CEPA와 ECFA 자체가 중국에 대한 외
국인 투자를 늘리는 데 기여하였다. 이 점은 북한과 남북경협사업에도 많은 시
사점을 준다.
통일독일 사례에서는 우수하고 의욕적인 노동력, 동독시장에 대한 접근성,
독일연방의 경제적 지원, 저임금 등은 서독 및 외국 기업의 동독 진출 동기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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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투자자본 부족, 부적절한 마케팅, 낙후된 생산기지 등은 동독 진출의 저해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해외사례와 경험은 남북경협 참여를 희망하는 외국인 기
업들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대규모 외국인 자본의
독일 진출은 동독지역에서의 고용창출 효과와 함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기여
를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남북경협 역시 외국인 기업으로 사업 참여자가 확대되
는 경우 이런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6-1]은 이러한 연구 내용을 종합하여 표로 제시한 것이다.
표 6-1. 연구 주요 내용 종합과 정리
주요 내용

구분
이론적
검토

평화경제론

∙ 한반도 평화의 정착 → 남북경협의 양적ㆍ질적 성장, 우리 경제성장ㆍ번영

경제평화론

∙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
→ 평화에 대한 지지 획득, 남북경협의 안정성 도모

FDI와 경제성장 ∙ 외자유치를 통한 남북경협사업 추진 재원 조달 및 첨단기술 전수의 필요성

정책적 수요

∙ 南, 외국인 기업의 남한 진출 촉진(신성장동력)
∙ 北, 기술 이전, 인적 자원 육성
∙ 새로운 남북경협 모델의 필요성: 플랫폼화
∙ 북한 개발 비용 조달
∙ 북한 개발 이익 공유: 국제사회로 확산

산업적 수요

∙ 남북경협의 경제적 수익성
∙ 노동집약적 위탁가공 무역 참여
∙ 북한 시장 접근성 확보(시장 선점 효과)
∙ 북한 자원 및 인프라 개발

정책ㆍ
산업적
수요 분석

∙ 종합 평가: 중앙정부의 남북경협 국제화 구상과 지방정부 개발 정책의 효과적 연계가 미흡함

우리
정부의
정책 현황

∙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 DMZ 국제평화지대
∙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
중앙정부
∙ 서해경제공동특구ㆍ동해관광공동특구
∙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 개성공업지구 관련 정책

지방정부

인천시

∙ 서해경제공동특구(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경기도

∙ 파주 산업형 교류발전지구 건설(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 남북 평화경제특구조성(경기도 종합계획)

∙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상봉 등 인적 교류
강원도 ∙ 동해관광공동특구
∙ 환동해 경제벨트 및 유라시아 철도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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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계속
주요 내용

구분

∙ 종합 평가: 한반도 정세 안정화 시 남북경협 참여에 대한 충분한 수요가 있음. 단, 정
책일관성(정경분리)과 함께 충분하고 명확한 정보에 대한 요청ㆍ수요가 존재

외국인
기업
(실제 경험)

해외 경험
(시사점)

수요

∙ 인건비 등 생산비용 절감
∙ 북한 내수시장 선점 및 북한 진출 전초기지 마련
∙ 북한지역 및 남북경협사업에 대한 금융 서비스 제공

쟁점

∙ 절차적 복잡성(남한 법인 설립 요건)
∙ 정책적 비일관성과 정보 부족
∙ 대북제재 문제(바세나르협정 및 미 상무부 규제)
∙ 3통 문제 및 역외가공 절차 승인 문제

중국-홍콩

∙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국가의 허브 역할
∙ 중국-홍콩의 국제 신임도 상승과 투자 유치 활성화
∙ 투자 혜택 제공에 대한 엄격한 법적용으로 해외 자본의 질적 변화

중국-대만

∙ 양안 간 경제협력 재개 및 확대 이후 외교적으로 고립되어 있던 대만
의 국제 신임도 상승

통일독일

∙ 서독의 인프라를 활용한 동독 시장 진출
∙ 외국인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동독지역의 고용유발 효과→
경제성장에 긍정적 기여

참여 혜택

∙ 이미 구축된 남북한 법ㆍ제도적 인프라 활용
∙ 남북협력기금 및 투자 보장제도 활용
∙ 조세제도: 낮은 과세율, 면세 및 감면 규정
∙ 국제 환율의 적용과 자유로운 송금
∙ 무관세 반출ㆍ반입 혜택

참여 비용

∙ 남북한 특수 관계에 따른 절차적 복잡성
∙ 국지적인 경협사업 지역과 분야
∙ 법ㆍ제도의 실질 이행 가능성(낮은 신뢰도)

남북경협
현행 법제

∙ 남북경협 지원ㆍ보장의 범위 설정 문제
∙ 남한 현지 법인 설립 거부(혹은 강제) 문제
법제도적
∙ 경제적 인센티브의 실효성 확보 및 개선 필요
쟁점
- 절차적 개선, 대북제재 문제의 주도적 해결, 3통 문제, 역외가공지역 규정의 실질적
및 제도
활용 지원
개선 방향
∙ 실효성 있는 분쟁해결 절차 마련 필요
∙ 남남갈등 문제 해결(남한 기업의 과도한 경쟁 노출 문제)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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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 제언: 남북경협 국제화 방향
남북경협의 국제화에 대해서는 남북한과 외국인 기업의 수요가 합치하지만,
각각의 주체의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도록 조율할 필요가 있다. 남한은 남북
경협 재개와 확대로 민족경제 공동체를 회복하고, 북한으로의 소비 시장과 투
자처 확대로 신성장동력을 마련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다. 북한 역시 경제특구
ㆍ개발구 정책과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외자 유치를
통한 경제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있다. 외국인 기업들은 북한 내 자원 개발과 북
한 시장 선점에 대한 수요가 있다.
남북경협과 대북 투자에는 다양한 경제적 유인이 존재하지만, 이에 따르는
다양한 비용도 존재한다. 대표적인 비용은 부족한 초기 인프라와 정치적 리스
크이다. 하지만 이러한 비용에 대해서도 관점을 달리해서 생각해보면, 민간 기
업들이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진출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주도할
수 있는 남북경협사업이 그만큼 많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정치적 리스크(정치ㆍ
정책적 비일관성)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북경협의
불가역성을 확보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남북경협 참여의 주체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ㆍ법적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 외국인 기업들이 그동안 남북경협에
보여온 관심을 실질적 투자로 이어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 문제는 남북경협 재개 혹은 북한 경제의 개혁ㆍ
개방 초기에 주요한 사안이 될 것이다. 북한 경제의 개혁ㆍ개방 정책이 궤도에
오른 이후에는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여 자발적인 대북 직접 투자가 확대될 것
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확대되는 경제적 이익을 남북경협이 함께 향유하
기 위해서는 남북경협사업을 중심으로 한 북한 시장 선점은 물론 법ㆍ제도적으
로 남북경협사업의 주체성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경협에 참여하는 외국인 기업에 대한 지원은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적절
해 보인다. 우선 남한 정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 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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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남한에 법인을 설립한 뒤 대북 경협에 참여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적
절해 보인다. 외국인 기업이 남한에 투자하지 않고 직접 북한에 투자하는 경우
는 정의상 ‘남북경협’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런 경우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마
련된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정당화하기 어렵다. 정부의 정책자금을 지
원하기 위해서는 남한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명확해야 할 것이다.
남한에 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외국인 기업이 개성공단처럼 우리 정부의 지
원으로 개발된 지구, 즉 남북경협사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행정적 지원은 지
속하되, 재정적 지원은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우리 정부가 제공하는
행정적 지원(남북한이 경협사업에 대해 합의한 사항을 적용, 대북 투자 상담과
투자 분쟁에 대한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을 받는 것 자체가 이미 외국인 기업에
우대조치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북협력기금을
남한에 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외국인 기업에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
이상의 논의를 고려하면 남북경협의 플랫폼화는 ‘행정적인 지원’ 측면에서
는 남북경협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기업에 지원하되, ‘재정적인 지원’은 남한
에 법인을 설립한 외국인 기업에 한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
절해 보인다.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를 법률로 보장하기 위해 현행 법률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현행 법률 중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만 유일하
게 ‘외국인 투자 기업’, 즉 남한에 법인을 설립하고 북한에 투자한 기업에 대한
특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교류협력법｣이나 ｢남북협력기
금법｣에는 남한에 법인을 설립한 외국인 기업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이
를 보완하여 외국인 기업이 남북경협에 참여하더라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법｣과 ｢남북협력기금법｣에도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이 경우, 남한에 법인을 설립한 외국인
기업과 남한 기업 간에 차별이 없어져 외국인 기업에 대한 차별에 따른 국제 통
상 마찰의 소지도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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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는 중국의 경제 개방 모델과 북한의 현재 개방 모델, 그리고 새로
운 남북경협의 모델을 보여준다. 중국은 개혁ㆍ개방 초기 화교자본을 우대함으
로써 홍콩과 대만을 통한 중국계 동남아ㆍ서구 자본은 물론 외국 자본의 유입
을 도모하였으며, 외국인 직접 투자는 경계하는 경향이 있었다. 현재 북한의 경
우에도 해외동포들의 대북투자를 적극적으로 희망하는데 대표적으로는 일본
조총련과 중국 동포를 통한 투자를 도모하고자 한다. 남한의 대북투자에 대해
서는 경제적으로는 수요에 부합하나, 체제적 불안정성 때문에 제한하거나 경계
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각에서는 남북경협에 참여하는 외국인 기업이 대부분 서구 선진국 기업일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연구진은 서구 선진국 기업 외에
중국 기업과 중국계 외국인 기업(주로 동남아에 기반한 기업)도 남한을 경유한
대북 투자에 관심을 보일 것으로 생각한다. 중국 기업의 경우, 북한에 직접 투
자하거나 북중 경제특구에 진출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남한을 경유하여 북한에
진출할 유인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북중 경제특구는 생산을 위
한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곳이 많아 단독으로 진출하여 생산하는 것이 사실
상 불가능한 곳이 많았다. 반면, 개성공단의 경우 발전ㆍ상하수도ㆍ공장부지ㆍ
금융서비스ㆍ노동자 공급ㆍ법제도 기반 마련 등이 충분하게 이루어져 중국 기
업이 북한에 단독으로 진출하는 것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중국
기업이라 하더라도 남한을 경유하여 북한에 투자할 유인이 충분히 있다. 같은
이유로 중국계 외국인 기업도 남북경협에 참여할 유인이 존재했다. 따라서 남
북경협에 참여하는 외국인 기업은 서구 선진국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과
중국계 외국인 기업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본 조총련이나 중
국 동포도 과거에 비해 그 규모가 줄어들기는 했으나,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경
우 경협사업에 참여할 충분한 유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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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중국-홍콩, 대만 사례와 새로운 남북경협 모델

자료: 저자 작성.

새로운 남북경협 모델은 남북경협사업이 개성공단 재개와 같은 초기 유리한
조건을 바탕으로 외국 기업의 대북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남북경협의 국제화 및
안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기존에 추진 중인 남북경
협사업과 북한 개혁ㆍ개방에 따른 새로운 대북 신규 직접 투자 재원과의 시너
지 효과를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초기 안정적이고
일관적인 정책적ㆍ법적 여건 마련이 중요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개방(정상국가화)’과 ‘남북한의 특수성(통일을 전제로
한 남북한 경제주체의 지위적 우월성)’이 양립할 수 있는 남북경협 모델 구상이
필요하다. 남북경협사업의 주체가 남북한에 한정되어 있을 때에는 남북경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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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추진은 곧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한 양국의 다양한 경제적 이익
을 도모하는 것이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북한 경제의 발전과 시장경제 법제도
적인 성숙에 긍정적 기여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경협사업의 주체가 확대될수
록 남북관계의 특수성이 침해받을 공산이 크다. 특히 이 과정에서 주변국가의
대북 경제협력은 확대되고, 남북경협이 함께 성장하지 못한다면 북한 경제 개
방에 따라 현존하는 안보적 위험은 감소하더라도 접경지역에서의 경제적 위협
은 확대될 수 있다. 북한 입장에서도 남북경협을 배제한 경제 개방은 자칫 저개
발국가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사회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국가에서의
경제성장이 해외자본 주도로 이루어지는 경우 지역적 측면에서의 경제성장은
가능하였을지 모르나, 그것이 자국 경제 이익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자본과 인력
의 해외 유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경제성장이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
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한 사례를 우리는 이미 많이 경험해왔다. 하지만 남북
경협은 남북관계와 정치적ㆍ역사적 측면에서의 민족 특수성을 도외시하기 어
렵다는 측면에서 해외자본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중장기적으로 남북경협은 민
간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수익성을 주요 변수로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지
만, 개발 초기에는 남한 정부의 역할이 분명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경제적 인프라 개선은 경제 개발 초기에 가장 주요한 투자 수요처이다. 이
것이 남북의 수요가 일치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남북(경제)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이 과정에서 경협의
주체를 확대하고, 경협의 국제화와 남북경협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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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Policy Measures for Foreign Firms to Participate in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Jangho Choi, Jung-kyun Rhee, Yoojeong Choi, and Dae-eun Lee

This research stemmed from an inquiry into what issues would surface
if foreign firms engaged in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recognizing this as a topic that could potentially emerge if inter-Korea
relations improve and economic cooperation resumes. So far, the issue
of foreign firms participating in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has been focused on internationalizing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Although the issue of foreign firms entering into Kaesong was
intermittently reviewed from 2005 to 2016, it did not lead to tangible
results.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was to examine the various conditions
for foreign firms to participate in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nd propose stimulation measures. For this, we (1) analyzed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the political/industrial incentives for
foreign firm participation in inter-Korean cooperation, (2) investigated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policies towards North Korea and case
studies of foreign firms which had participated in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3) examined how other countries uti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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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ign firms during economic integration, and (4) reviewed institutional
and non-institutional measures to promote the participation of foreign
firms in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n addition, we also
reviewed foreign firm participation in multipl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projects. Our research defined foreign firm activity in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s firms partaking in projects
implemented in North Korea via South Korea.
To begin with, in Chapter 2, we review the need for foreign firms’
participation in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from a theoretical
background and political/industrial demand. On the theoretical side,
we examined the theories of a peace economy and capitalist peace,
and reviewed the debate of foreign investment on economic growth.
In addition, we also reviewed the political/industrial demand, such as
economic incentives for inter-Korean cooperation projects, as well as
exploring new methods, financing funds for North Korea’s development
while sharing the benefits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sectors
that foreign firms can advance into when participating in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n Chapter 3, we review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agenda
related to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nd investigate foreign
firms’ experiences with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First and
foremost, we introduced the national government’s agenda to
internationalize inter-Korean cooperation, such as the New Economic
Map for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Cooperation, the
DMZ Peace Zone, the Vision of an East Asian Railroad Community, West
Joint Economic Zones/East Sea Tourism Zone, the Comprehensive Plan
for Border Area Development and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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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governments’ agenda on internationalizing inter-Korean
cooperation, we examined projects implemented by Incheon City,
Gangwon Province, and Gyeonggi Province, and the potential for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We also investigated case studies of
foreign firms that had previously attempted to enter into North Korea
and the issues involved.
In Chapter 4, we examine international case studies, focusing on the
policy measures aimed at foreign firms and the economic impact of
combining capitalist and socialist market systems. We analyzed the
regulations and treatment that foreign firms received under the CEPA
agreement during China and Hong Kong’s economic integration, and
under the ECFA agreement during Taiwan and China’s economic
exchange. Then we analyzed the role and investments made by foreign
firms in former East Germany during the process of German unification,
and what impact these had. These cases provided insight that could be
used as reference on evaluating the roles, institutional measures for
guarantees, and the economic impact of foreign firms when entering
into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n Chapter 5, we explore measures that would improve the laws and
institutions to foster foreign firms’ participation in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First and foremost, we looked at the varying
legislation that would apply depending on the channels of
internationalizing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Then, we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laws to be applied when foreign firms
enter the scene. We also analyzed the incentives and obstacles for
foreign firms and identified the legal issues involved and suggested
areas of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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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all, we believe that our research will make a positive
contribution to a stabl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From an
economic standpoint, there are relatively sufficient incentives and
interest in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on the part of foreign
firms. However, we found that the political and legal environment was
somewhat lacking to provide the necessary support.
First, foreign firms’ participation in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will contribute to a more stabl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Koreas. In addition, we can expect foreign firms to function as a
safety net and further the quality and scale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This is because foreign firm participation rests on the
assumption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From the standpoint of
peace economy theory,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would bring
economic benefits not only to the two Koreas but als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terms of capitalist peace, foreign firm participation
would increase the benefits from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due to a larger scale of projects and would lead to continued
cooperation, thus providing a positive contribution to promoting
perpetual peace.
The economic incentives that foreign firms can expect represent the
potential for economic growth of North Korea and the indirect benefits
from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projects. First, investment
in North Korea carries incentives such as allowing first-mover
advantage, low wages, access to abundant mineral resources, and
geographic proximity to large markets such as South Korea, China and
Japan. In addition, foreign firms can utilize the established legal
institutions, such as investment guarantees from the Inter-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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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eration Fund or tax reductions and tariff-free trade between the
two Koreas, as well as indirect benefits from Korea’s numerous FTAs.
With these incentives, we discovered that multiple foreign firms wanted
to advance into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before it was
completely shut down in 2016.
However, the political and legal environment for foreign firms to
actually participate turned out to be weak. Although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policy on the Peninsula aims to expand cooperation with
neighboring countries, and even though there is a potential demand
for foreign firms to participate, we maintain that there are currently
no specific projects that envision such direction. Although substantial
time is required for actual investment to occur, we see that there is a
need for policies for foreign investors to be created and disseminated
strategically.
Given the right conditions,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take the
initiative and draft a successful pilot project. So far, one of the biggest
obstacles of inter-Korean cooperation is that it is impossible to predict
the outcomes due to the numerous uncertainties involved. No matter
how effective the legislation is, few foreign firms will be willing to
participate and take the first-mover advantage if this proves unrealistic.
Pushing for successful pilot projects would elevate the feasibility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s. Ultimately, it is necessary to
devise a model for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n which the
opening of North Korea can be made compatible with the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Koreas.
This research differs from previous studies in that it reviews the
theoretical and political issues of foreign firms participating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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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while providing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ir positions, international case studies, and legal/
institutional issues. In addition, this research categorizes different
channels of foreign investment into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nd the issues that would occur with each channel. We expect that our
findings will contribute to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policy
initiative for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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