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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머 리 말

6·15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統一의 大義 및 햇볕정책에 관하여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서는 정파간·계층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관광공사의 金剛山 관광사업 지원에 비판적이던 정계나 언론이 최근 모 일간지에서 예

산의 1%를 북한 지원에 쓰자 1)는 제안을 내놓았을 때 별다른 논란이 없었던 것은 이러

한 현상을 반증한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사정은 북한 당국에 대한 불신과 정부의 對北 협상력 부족에 기인하는 것이지

만 경제적으로는 統一費用에 대한 우려가 잠재되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현재와 같

은 南北分斷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더 많은 비용부담을 초래함에도 우리 국민들이 통일

비용을 우려하는 것은 그 비용이 천문학적인 규모2)에 달할 것으로 짐작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통일비용은 남북한이 통일된 후에도 주민의 대량이주 현상이 벌어지지 않고 경

제수준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북한의 대내외 부채, 화폐통합

에 따른 비용, 통일후 실업자에 대한 최저생계비 지원, 북한 주민들에 대한 교육·훈련

비, 의료비 지원 등이 포함된다.3)

1) 중앙일보, 10대 국가과제< 2> 예산 1% 北지원에 쓰자 , 2002.1.17, 1,3면 등.
2) 예측기관에 따라 적게는 2천억달러에서 많게는 2조 2,500억달러까지 각약각색이다. 이는 몇 가지 가정과

전제의 상치에 기인하는 것이지만, 南北 경제력 차이가 더 벌어질 수록 그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날 공산이 크다.
3) 경제전문가들은 어느 지역의 평균소득이 인접지역의 60% 수준이면 일시에 대량이주 현상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 현재 북한의 1인당 GNP는 남한의 12분의 1 수준에 불과하므로 북한의 경제재건이

급선무이다. 그러나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립해 있는 상황에서는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한 지원액이 상당

부분 군사적으로 전용될 것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반면 分斷費用은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남북한이

어쩔 수 없이 부담하는 비용으로서 방위비, 외교공관의 중복 유지비, 이념·체제의 홍보비 외에 이산가



그러므로 통일에 관한 논의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려면 우리 국민들이 어느 정도 통일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겨야 한다. 결국 통일이 되더라도 국민들에 대한 세

금이 크게 늘지 않고도 외자를 유치하거나 자체적인 사업을 벌임으로써 북한 경제를 복

구·재건할 수 있다는 청사진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본고는 북한의 체제전환과 경제재건에 필요한,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자금조달

(financing )의 문제에서 출발하여 통일시대의 제반 정책과제를 진단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단순히 통일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고 운용할 것인가 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일련의 작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까지 검토하고 있다. 본고는

한반도의 통일이 이루어진 후의 상황을 전제로 하지만, 북한 당국이 개혁·개방에 나서

도록 촉구하고 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II . 現實的인 方法論의 모색

1. 體制轉換 및 經濟開發費用의 조달

순조로운 통일 과업의 수행을 위해서는, 동구와 아시아 지역 舊社會主義 국가들의 경

험에 비추어, 북한의 경제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transition )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체제전환의 양상은 그 추진 속도에 따라 동구권 국가들에 적용되었던 충격요법(shock

therapy , Big Bang approach )과 중국·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의 점진주의(gradual

approach )로 나뉜다.4) 그러나 북한의 김정일 체제가 건재하는 한 속도의 구분은 무의미하

고, 체제유지를 전제로 개선을 추구하는 변화(change) 수준의 개혁(reform )정책을 점진적

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보다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추진5)하는 것을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

북한이 급진적이든 점진적이든 체제전환의 길로 나선다면 <표 1>에서 보듯이 ① 정

책결정의 분권화, ② 소유제도의 다양화, ③ 시장요소의 도입, ④ 대외경제관계의 개선

등 4가지 방향에서 추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6)

족의 고통, 산업의 보완적 이용 불가능 등 간접적인 비용까지 고려해야 한다. 중앙일보, "통일비용 10년

간 GNP의 5∼6% 들어", 2002.1.16
4) 김성철·김영윤·오승열·임강택·조한범, 북한의 경제전환 모형: 사회주의국가의 경험이 주는 함의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2001- 06), 통일연구원, 2001.12, 3∼4면.
5) 상게서, 166∼169면.
6) 상게서, 186면; Marie Lavigne, The E conom ics of T rans ition f rom S ocialis t E conomy to M ark et

E conomy , St .Martin ' s Press , 1999, pp.29∼43.



< 표 1>
북한의 개혁·개방 추진 방향

자료: 김성철 외, 북한의 경제전환 모형 , 통일연구원, 2001.12, 186면.

1990년대 이후 공산주의의 해체에 따른 외부지원의 급감으로 사실상 빈곤의 함

정 (poverty trap)에 빠져 있는 북한 경제를 정상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막대한 비

용이 소요될 전망이다. 그런데 북한으로서는 국내 자금조달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외국

자본을 유치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 되고 있다.7)

북한 당국은 체제개혁과 개방에서 초래될 수 있는 위험을 우려한 나머지 시장경제로의

이행이 내부경제의 활력 증진, 외부자본의 적극적 유입을 초래하고 이는 다시 내부경기

7) 미국 국제경제연구원(IIE)의 선임연구원 마커스 놀랜드 박사는 여러 체제전환국들의 사례에 비추어 북한

이 시장경제체제로 순조롭게 전환되어 가려면 ① 체제전환을 시작할 때의 巨視經濟變數가 안정적일 것,
② 공산화되기 전의 商事法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할 것, ③ 노동집약적인 農業의 비중이 클 것 등 3가지

의 독특한 요건(idiosyncrat ic factor )을 구비해야 하는 바, 북한은 앞의 두 가지는 미흡하지만 세 번째

요건은 갖추었다(1993년 북한의 농업 비중은 33%)고 말했다. 따라서 급진적인 개혁보다는 중국이나 베

트남식의 점진적인 개혁이 바람직해 보이지만, 북한 국영기업의 난맥상과 분단상황 하에서의 이념적 갈

등은 그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놀랜드 박사는 또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는 1兆달러 안팎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주장하고, 한국경제의 통합모델(Korean - economy Integration Model)에 따르면 남·

북한이 자본과 기술의 이전 없이 상품교역만 자유화했을 때에는 북한 주민들이 값이 싸도 조악한 북한

제품을 쓰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북한 생산설비(자본 스톡)의 3분의 2가 폐기처분되어 버리고 근로자의

임금수준도 급격히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므로 북한으로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남한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자본과 기술, 새로운 경영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0.12.11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초청 강연; Marcus Noland, "T he T w o Koreas : Prospects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Integration",
East - West Center Special Reports No.7, University of Haw aii, Dec. 2000.

부 문 주요 내용

정책결정의 분권화
- 내각내 경제부서의 역할 확대
- 지방정부의 책임·권한 증대
- 공장·기업소 경영책임자의 자율성 증대

소유제도의 다양화
- 농업부문에 책임생산제 도입
- 소규모 사적 생산·영리활동 추가 허용
- 사회·협동단체의 경제활동 확대

시장요소의 도입

- 개인적·물적 인센티브 제도 확대
- 농민시장 활성화
- 투자결정에 효율성 기준 적용
- 금융기능의 확대
- 가격체제의 개혁
- 계획경제의 의무지표 축소

대외경제관계 개선

- 외국인 투자여건 조성
- 무역의 분권화
- 환율의 현실화
- 국제경제기구 참여



의 활성화와 어우러져 경제 전반의 급속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는 개발경제의 모형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다. 또한 외국자본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기술

적 방법에 대한 이해부족도 북한 정권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8)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미 시장경제로 이행하고 있는 동구권 국가들과 중국·베트남의

경제개발비용 조달 경험은 북한이 배우고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여

겨진다.9) 그러므로 본고의 제안은 북한 당국에 대하여 무엇을 권고하는 것이라기보다

중국·베트남의 개혁·개방 경험을 보고 배우라고 촉구하는 의미가 더 크다고 하겠다.

2. 東歐 體制轉換國의 경우

1980년대 말과 90년대 초에 걸쳐 東歐 사회주의 국가들이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할 때

이에 소요되는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체제전환의 모범

국으로 일컬어지는 폴란드의 경우 1989년 동구 최초로 자유선거를 통하여 마조비에츠키

정부가 출범하였을 때 국제통화기금(IMF )과 세계은행(IBRD)은 외자유치를 위한 전제요

건으로 담보제도를 정비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였다. 당시 외국투자가들은 체제전환의

와중에 있는 폴란드에 투자하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회수할 수 있을지 안심할 수

없었을 뿐더러 오랜 공산치하에서 모든 생산수단은 국유화되어 개인이고 기업이고 담보

를 내놓을 수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이다. 그 이전에 계획경제 체제하에서는 담보를 내

놓고 돈을 빌릴 필요조차 없었다. 그리하여 폴란드 정부는 세계은행이 제공한 기술지원

차관자금으로 미국 등지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담보제도의 개선에 착수하였다.

그 결과 폴란드가 채용한 담보제도는 美國式10)이 골간을 이루었다. 즉, 동산과 증서에

대하여 담보권 설정을 가능하게 한 것, 담보권을 등록(filing )할 수 있는 등기소(regist ry )

를 곳곳에 설치하고 이를 전산망으로 연결한 것, 그리고 적은 비용으로 담보권을 실행

(강제집행)할 수 있게 한 것 등이 특징이었다. 폴란드 기업과 주민들이 담보로 제공할

8) 조명철·권 율·이철원·김은지, 체제전환국의 경제개발비용 조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정책연구 00- 09),

2000.12, 21∼22면.
9) 상게서, 21∼22면; 본고에서 폴란드의 사례를 중시하는 것은 공산화 이전에 인접국(독일)의 지배를 받았

고 일찍이 産業化를 경험한 데다 외국자본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 경제개방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북한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다만, 폴란드의 경우 시민사회가 어느 정도 성숙되어 野黨을 중심으

로 저항운동을 벌여왔고 개혁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점에서 북한의 정치사정과는 다름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10) 미국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Article 9. Secured T ransaction을 가리키며, 현재 미국과 캐

나다 각주에서 시행되고 있다. 미국 IRIS (Institutional Reform and the Informal Sector Central Europe)
와 미국변호사협회(ABA ) 산하 CEELI(Centr al Eastern European Law Init iative)는 미국 국제원조처

(USAID)의 지원을 받아 폴란드, 알바니아 등의 담보법 제정작업에 적극 참여하였다.



수 있는 자산은 대부분 動産(기업의 재고자산)과 권리이므로 폴란드 정부가 미국의 담

보제도를 채택한 것은 어쩌면 불가피한 선택이었는지 모른다.11)

3. 對北經協의 法制度的 前提

우리는 6·15 남북 정상회담, 남북 이산가족 상봉 등의 화해 무드에 들떠 있다가, 미

국 부시 행정부의 출범과 대북 강경노선 선회, 북한 태도의 경직화 등으로 한반도에 다

시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시점에서 차분하게 검토하고

준비해야 할 것은 통일 전·후 단계에 있어 시행착오 없는 법제도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라고 여겨진다. 이러한 견지에서 10년 전에 통일을 이룩한 독일의 사례는 좋은 본

보기가 될 것이다.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통일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만큼 그에 관한 법제

도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구체적인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통일의 과정에 미치는 파장은 엄청나겠지만 처음부터 외국의 제도에 의존하

기보다는 기본적인 원칙론에서 출발하여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獨自的인 代

案을 마련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으로, 첫째, 국가의 재정부담, 즉 국민의 稅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둘째, 남북 경협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단계에서부터 적용하여

통일이 된 후에는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그 적용범위는 북한 지역에서는 물론 궁극적으

로는 남한 지역에도 통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통일 사업에 대한 외자유

치가 절대 중요한 만큼 IMF 사태 이후 우리가 따르기로 한 국제기준(global standards )

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통일 전후를 막론하고 남북 경제협력과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제일 조건

은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무슨 사업이든지 소요재원이 원활히 조달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대 그룹이 금강산 관광개발을 위해 엄청난 자금을 투입하였고 開城工團에도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방식은 어느 기업이나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위험분산의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금융기관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제일 조건12)은 당해 사업에서 나오는 현금흐름

(cash flow )이 원리금 상환에 충당하고도 남을 정도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북 경

11) 여기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당시 폴란드에서 벌어진 상황이 외환위기 직후 IMF와 세계은행이

우리나라의 기업구조개선을 지원할 때 우리 정부에 차관자금을 주어가며 외국계 컨설팅 회사의 자문을

받도록 한 것과 매우 흡사하다는 점이다.
12) 이를 금융지원가능성 즉, bankability 라 한다. 이것을 은행에서는 연간 수입을 원리금 상환액으로 나눈

원리금 상환비율(debt service cover ratio: DSCR)이 최소한 1.2 이상이 되어야 한다.



협사업이 불투명한 단계에서 예상 현금흐름만 보고 돈을 빌려줄 금융기관은 없을 것이

다. 예를 들어 북한 지역에 한국 기업이 단독으로 출자한 회사 또는 북한측과 합작한

合營會社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자금을 조달하고자 할 경우에 채권금융기관은 무엇을 담

보로 잡을 수 있는지 생각해보자. 현재로서는 한국의 母企業(본사)이 지급보증을 서는

것이 고작이다. 그러나 대기업들은 IMF 사태 이후 상호 빚보증을 설 수 없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북한에 진출한 기업이 담보로 내놓을 수 있는 부동산은 없다고 보아야 한

다. 담보란 채무자가 제 때 빚을 갚지 않을 때 환가처분을 위해 競賣에 붙여야 하는데

북한 지역의 토지는 모두 국가 소유인 데다 그곳에서 공장건물을 인수하려는 업체도 없

을 터이기 때문이다. 결국 공장 기계·기구 아니면 원재료·제품 등의 재고자산이 전부

라 할 수 있지만 그것도 북한내에 소재하는 것이고 보면 이들의 경제적 가치란 무시할

만한 수준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북한에서 가동 중인 기

업이 생산품을 한국의 모회사에 반출하거나 중국 등지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물품대금

청구권, 즉 賣出債權을 한 데 모아 채권은행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빌릴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이른바 매출채권의 양도에 의한 자금조달 (assignm ent in receivables

financing )이라고 하는데, 유엔 산하의 국제거래법위원회(UNCIT RAL)에서 국제적인 거

래에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협약13)을 2001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통과시켰다. 이

협약이 우리나라에서도 시행된다면 북한 지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모회사에 반출하거

나 중국·일본 등지에 수출하고 나서 동 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는 것도 가능

해진다.14)

III . 北韓 企業의 私有化

1. 새로운 擔保의 필요성

통일을 전후하여 북한 주민이나 자영업자, 중소기업자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 어떻게

남한의 금융기관들로부터 자금을 빌릴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그리 간단하지 않다. 이

문제는 북한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은행들이 영업전략을 세울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기도 하다.

13)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Assignment of Receivables in International T rade (A/ RES/ 56/ 81).
14)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구매자금융 이나 전자방식의 외상매출채권담보 대출 의 경우 對抗要

件의 문제는 있지만 매출채권양도 방식의 대출 에 근접한 것이다. 박훤일, 商事債權에 대한 새로운 擔

保手段의 모색 , 한국상사법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2002.4.26.



무엇보다도 사회주의 법체제에 속한 북한에는 擔保 (collateral)라는 개념이 없음을 유

의해야 한다. 북한 주민이 갖고 있는 재산이란 정부로부터 임대 받은 주택의 임차권이

나 가재도구가 고작일 것이다. 이러한 동산 또는 권리를 담보화할 수 있는 방법은 物權

法定主義를 취하는 우리의 현행 법제상 유치권, 질권, 양도담보에 국한된다. 이중 유치권

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담보권이므로 이를 제외하면 질권과 양도담보를

주로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質權설정을 위해서는 목적물을 채권자에게 引渡하여야 하

므로 채무자가 매일같이 쓰는 물건은 질권설정 자체가 불가능하다.15) 우리나라에서도

의식주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물건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위한 압류가 금지되고 있다.

그리고 讓渡擔保는 담보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취급하기가 곤란하다.

무엇보다도 통일이 된 후에는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금을 융통해서라도

생산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담보가 될 만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밑천을 제

공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폴란드, 체코, 러시아 등이 시행하였던 바우처

(voucher ) 제도가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 여기서 바우처란 아직 유통될 수는 없으나

기업에 대한 지분을 표창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증서(coupon )를 말한다.

한 마디로 이 방법은 북한 기업을 私有化(privatization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일

정한 지분을 인정하고 이를 바우처 형태로 교부하는 것이다. 북한 기업들은 주식회사

형태가 아니고 아직 증권거래소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바우처는 株式 前단계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증서라 할 수 있다. 폴란드의 경우 1993년의 국가투자기금 및 사유화에

관한 법률 (Law on National Investment Funds and T heir Privatization )을 제정하여

국가투자기금으로 성년 주민 1인당 일정 금액의 대출을 해주고 그 범위 내에서 사유화

대상 국유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16)

폴란드의 사례를 좀더 자세히 알아보면, 폴란드는 체제전환 과정에서 국유기업을 사

유화할 때 다음 세 가지 방안을 그때그때 구사했다. 국유기업을 우선 주식회사로 전환

하여 기업을 공개17)하거나, 회사를 일단 청산한 후 연고가 있는 기업이나 종업원들에게

잔여재산을 매각하거나 임대18)하는 방식을 취했다. 후자의 경우에는 정부가 기존 국유

기업의 설비를 현물출자하는 형식으로 민간투자자와 공동으로 회사를 설립하기도 했다.

15)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은 1994년 모범담보법(Model Law on Secured T ransactions )을 제정할 때 채

무자가 채권자에게 목적물을 이전하지 않고도 등록에 의하여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非占有型 擔保

權(non- possessory security right : Article 8. Registered Charge)을 인정하였다.
16) Bogudar Kordasiew icz and Marek Wierzbow ski, "Polish Civil and Commercial Law " in Stanislaw

Frankow ski and Paul B. Stephan III (eds ), L egal R ef orm in P os t- Com m unis t E urop e — The V iew

f rom W ithin , Martinus Nijhoff Publishers , 1995, pp.163- 209.
17) 이를 商業化를 통한 사유화 (privatization through commercialization )라 하였는데, 일반 국민과 종업원

들이 일정 비율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18) 이를 청산을 통한 사유화 (privatization through liquidation)라 불렀다.



세 번째로는 좀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투자기금을 설치하여 이

를 매개로 주민들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바우처를 교부하는 방법19)을 채택했다. 투자

기금은 투자대상 기업의 지주회사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이들 기업의 주식을 매매

하고 차입 및 대출을 대행하는 등 금융기관의 역할도 수행하였다.20)

2. 바우처 시스템의 長點

북한 주민들은 어떤 형태로든 북한 지역에서 자신들의 권익을 주장할 자격이 충분히

있다. 그것은 지금은 북한 경제가 피폐하였지만 그 동안 희생적인 노력으로 북한의 산

업을 건설한 데 대한 보상이 따라야 하고, 무엇보다도 통일 후에 예상되는 남한 지역으

로의 유이민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자기 고장에 머무르게 할 유인책이 필요하기 때문

이다. 그러므로 지역 단위로 국민투자기금을 조성하고 이들 투자기금이 관할 지역내 기

업을 소유하게 한 다음 성년의 주민들에게 기금의 지분권을 바우처 형태로 무상 지급하

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21)

이러한 바우처는 해당 기업들의 경영이 정상화되면 값이 올라가게 마련이고 투자기금

지분이 해당 기업의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다면 북한에 조만간 설립될 證券去來所에 상

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은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의 관련된 직장에

서 열심히 일함으로써 재산적 가치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만일 투자기금의 바

우처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금융기관들도 기꺼이 바우처를 담보로 하여 주민들

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바우처 방안을 시행하자면, 우선 지역별로 주민 수도 다르고 企業價値도

천차만별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총체적인 기업가치를 어느 정도 평준화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폴란드의 사례를 참고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바우처를 교부할 때 무상으

로 부여하는 부분과 유상으로 교부하는 부분의 비율을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대상기업

의 선정, 중앙정부의 투자기금에 대한 출연 및 보조금 지원 규모, 주민들의 바우처 의무

보유 기간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미리 정해 놓아야 할 것이다. 현재 세계은행에서는

폴란드 등의 사례를 본뜬 IPO- 플러스 방식을 여러 체제전환국과 개도국들에 소개하고

있다. 즉 정부의 일부 지원을 받는 민간투자편드(private investm ent funds )가 일반 투자

자들로부터 자금을 조성하여 민영화 대상 공기업 주식을 인수하게 하는 것이다. 공기업

의 인수주체는 하나이지만 실질적으로 수많은 개인투자자들이 참여하게 된다. 일반 국

19) 이것은 大衆的인 사유화 (mass privatizat ion) 방식이다.
20) 박훤일, 체제전환국의 금융제도 개혁 - 폴란드의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산업은행 조사부, 1997.
21) 이에 관해서는 일본 정부가 헤이세이(平成)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백화점 등에서 물건을 구

매할 수 있는 상품권을 나눠준 사례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민의 공기업 인수를 촉진하려면 공기업 주식을 펀드에 할인가격으로 매각하거나 장기

저리의 금융지원을 하고, 매각대금의 납입을 유예해주는 등의 방법을 쓰면 된다.22)

3. 바우처와 우리社株옵션의 비교

이와 같은 바우처 시스템은 우리 정부가 근로자 복지대책의 하나로 내놓은 바 있는

우리사주 옵션 제도 와 매우 흡사하다. 당시 공청회에서 밝혀졌듯이 이 제도는 우리사

주와 주식매수선택권 즉, 스톡 옵션의 장점을 합쳐놓은 것으로, 한 마디로 종업원들에게

우리사주를 배정하고 추후 주가등락에 따른 위험은 기업이 떠안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방안에 따르면 근로자는 우리사주를 배정 받기 위해 투자하는 만큼 출연하여 우리

社株信託 이라는 기금을 만든다. 이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어느 정도 자금을

제공할 수도 있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차입할 수도 있다. 우리사주 신탁에 기금을 출연

한 근로자는 일정 기간 후 출연한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우리사주를 구입할 수 있는 청

구권(옵션)을 갖게 된다. 이때 우리사주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도 함께 설정된다.

예를 들어 기간이 3년으로 정해졌다면 우리사주 신탁은 이 기간에 근로자가 출연한 자

금을 운용하는 것이다. 다른 금융기관에 예금할 수도 있고 펀드에 가입하는 식으로 간

접투자도 할 수 있다.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인 3년이 지난 후에 근로자는 옵션을 행사해 주식을 살 수

도 있고 신탁원리금만 찾을 수도 있다. 주가가 떨어지면 근로자는 우리사주 신탁이 자금

을 운용한 결과에 따라 자신이 출연한 몫에 해당하는 원리금을 받으면 된다. 반면 주가

가 오르면 우리사주 신탁에 가입한 금액만큼 해당 주식을 종전에 정해진 가격으로 배정

받을 수 있다. 이때 근로자는 주가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23)

IV . 代替的인 金融手段의 모색

1. 社會間接資本施設의 건설

현 시점에서 대북경협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투자규모나 투자의 위험성에 비추어

자체 자금만 가지고는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경협 사업

22) 윤미경·박영호, 公企業 매각방식의 주요 유형: 해외매각을 중심으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8.12, 24∼

25면; Itzhak Goldberg, Gregory Jedrzejczak and Michael Fuchs , "A New T ool for Privatization- T he
IPO- PLUS", 1997. <http :/ / www .w orldbank.org/ transitionnew sletter/ mayjun97/ art9.htm > [2002.5.1]

23) 노동연구원 황덕순 연구위원의 주장, 서울경제신문 2000.2.2자 5면, 매일경제신문 2000.2.2자 4면.



자는 정부 지원금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또는 외자도입에 눈을 돌리게 된다. 물

론 외자도입은 사업의 종류 및 형태에 따라 그 조달가능성 및 조건이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막대한 자금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의 경우를 예

로 들어 효과적으로 외자를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24)

SOC 건설과 관련하여 외자조달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현재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는 데다 향후 남북경협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

엇보다도 도로·철도·발전소 등 산업기반시설(infrast ructure)의 복구·재건이 가장 시

급하고, 외국 기업의 입장에서도 중국의 예에 비추어 리스크만 적절히 보호된다면 SOC

투자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현시점에서 대북투자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외국인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 외

에 합작투자(joint venture), 프랜차이즈, 프로젝트 금융25)(project financing ) 등의 방식

이 고려되고 있다. 다만, 북한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다음 몇 가지 사항이 고려되어

야 할 것이다.

첫째, 사업주체를 국내 기업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북한의 合營法에 따라 북한 현지

에 합작투자 형태로 설립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투자자로서는 국내 기업에 투융자하

는 것이 안심이 되겠지만 프로젝트 회사는 북한 현지에 설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둘째,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북한 당국으로부터 어느 정도 협력 내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현지 정부의 지원

약속이 긴요한 바,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6·15 공동성명의 후속조치에 관

심이 쏠리고 있다.

셋째, 프로젝트 금융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리스크는 누가 부담하며 어느 정도

금융지원이 가능한지 분명히 하여야 한다. 특히 북한 지역에서의 프로젝트 금융은 현금

흐름의 불확실성 때문에 이에 따른 리스크를 북한 정부당국은 물론 한국 정부 및 국제

개발기구에서 상당 부분 부담해주지 않는 한 금융기관의 참여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

로 예상된다.

넷째, 수익성 판단을 위하여 투자의 과실을 硬貨(hard currencies )로 환전하여 송금 받

을 수 있는지, 아니면 求償貿易(countertrade)의 형태로 회수하게 되는지 분명히 하도록

해야 한다. 북한의 경우 만성적인 외환부족으로 북한산 다른 물품을 받아오거나, 프로젝

24) 박훤일, 민간주도에 의한 프로젝트 금융의 법적 연구 , 경희대 박사학위논문, 2000.2, 179∼181면.
25) 프로젝트 금융을 非遡求 또는 제한적 遡求金融(non- or limited recourse financing)이라고 하는데 이는

사업주(sponsor )가 프로젝트 금융 차입금에 대하여 상환의무가 없거나 제한된다는 의미이다. 통상 실제

로 사업을 수행하는 스폰서와는 별개의 독립된 사업주체(project company)를 설립하는 방식에 의하므

로 사업주의 대차대조표상에는 차입금이 계상되지 않는다(off- balance sheet financing). 非遡求금융에는

프로젝트 금융 외에도 레버리지드 리스, 신용장부 수출환어음을 인수하는 포페팅(forfaiting) 등이 있다.



트에서 생산된 물품을 일정 비율 이상 반입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끝으로, 남한 주민의 조세부담 증가를 가져오게 될 통일비용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면

서 産業聯關效果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투자의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북한 당국의 호의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일단 국내 기업이 주체가 되어 외국

인투자자의 출자를 받거나 금융기관의 대출 또는 채권인수의 형태로 금융지원이 이루어

지는 경우를 가정해보기로 한다. 그렇다면 대북 투자사업은 자금동원 능력이 좋은 기업

이 주도적으로 수행하되, 당해 사업과 직접·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국내외 기업·투자

자를 출자자로 참여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다. 여기에는 국내외의 인프라 펀드도 출자자

로 영입하고, 새로운 합작 파트너의 유치, 리스크 분산을 위한 출자자의 후순위대출

(subordinated loan ), 레버리지드 리스(leveraged lease)와 같은 다양한 금융기법을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26)

2. 프로젝트 金融과 資産流動化 기법의 적용

통일이 된 후에는 북한 지역에서의 SOC 재건을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프

로젝트 금융기법을 적용할 때 금융기관들이 리스크 부담을 기피한다면 일반적으로 행해

지는 프로젝트의 건설, 운영후 양도 (build- operate- transfer ; BOT )하는 방식보다 건설,

리스 후 양도 (build- lease- transfer ; BLT )하는 방식 또는 英國에서 큰 성과를 거둔 민

간주도에 의한 프로젝트 금융 (private finance initiat ive; PFI) 방식이 더 효과적일 것으

로 생각된다.

현재의 시점에서도 BOT 방식은 예상수입이 불투명하므로 민간사업자가 총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고 북한의 여건에 비추어 발전소, 工團 건설과 같이

수입원이 확실한 경우 외에는 적용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의 SOC 시

설에 대해서는 BLT 나 PFI 방식을 적용하여 북한 당국 및/ 또는 한국 정부가 당해 시설

의 이용자 내지 구매자가 되어 사업시행 기간 동안 민간사업자에게 시설이용료를 지급

하는 식으로 프로젝트 금융 공여기관의 위험부담을 줄여줘야 할 것이다. 이 경우 금융

공여기관은 사업시행자가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시설이용료를 납부하는 정부당국의 신

용을 보게 되므로 자금조달도 용이해질 것이다.

여기서 PFI 방식이란 1992년 재정적자폭을 줄이고 예산을 최대한 가치있게 사용하기

위해 - 이와 관련하여 영국 정부는 국민의 세금을 최대한 가치 있게 (Value for

Money )라는 구호와 함께 시민헌장을 제정하기까지 했다 - 영국의 메이저 정부가 도입

한 것을 토니 블레어 정부가 民·官 파트너십(Public Privat e Partner ships )으로 발전시

26) 박훤일, 대북투자에 있어서 효과적인 외자유치 방안 , 통일경제 , 현대경제연구원, 1999.5. 참조.



킨 공공사업 건설·운영 방식을 말한다.

PFI 방식27)을 종전에 공공사업을 수행해 온 정부가 직접 조달하는 방안, 민간에 관

리·운영을 위탁하는 방안, 민영화 방안과 비교해보면 < 표 2>와 같다.

북한 지역에서 PFI 방식으로 SOC를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 남·북한 당국이

상호 협의하여 북한 지역내 사회간접자본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민간사업자들에 대

하여 최우선적으로 요청되는 SOC 시설의 설계·시공에서 자금조달, 관리·운영(DBF O:

design - build- finance- operate )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위임하면 될 것이다. 다만, PFI

방식이 아직 국내에도 도입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국제적으로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시범적인 사업부터 착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만일 이 방식이 성공을 거둔다면 통일

후에 폭발적으로 일어날 북한의 SOC 건설에 수반되는 자금수요를 10∼20년간 이연시키

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그만큼 통일한국의 재정부담 나아가 국민들의 조세부담을 줄이는

결과가 된다.

< 표 2>
公共事業을 수행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의 비교

정부조달사업 위탁경영 BOT PFI 민영화

설계 및 공공 서비스
의 성격 규정

정부. 지자체 정부, 지자체
기본설계는

정부
민간 민간

자금조달 및 시공 " " 민간 민간 "

관리·운영 및 서비
스의 제공

" 민간 " " "

소유권의 귀속 " 정부, 지자체
일정기간후
정부에 이전

일정기간후
정부에 이전

"

비용·리스크 부담 " " 민간 민간, 정부 "

그밖에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자산유동화(asset - backed

securitization : ABS ) 기법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자산유동화란 안정적으로 현

금흐름이 일어나는 자산을 특수목적기구(SPV)에 양도한 후 이를 바탕으로 유동화증권

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북한 지역에서의 프로젝트에 자산유동화 방

식을 적용한다면 ① 금융기관의 대출채권 자체를 유동화하는 방안과, ② 프로젝트 관련

27) 현재 영국에서 PFI 방식은 교통·운송, 상·하수도, 정보통신, 교육, 환경, 보건의료, 矯正 등 거의 모든

공공사업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계획의 기본 틀만 세우고

나머지 프로젝트 건설, 자금조달 및 운영의 주도권은 민간사업자에 넘겨줌으로써 민간부문의 창의와 경

영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고 공공부문은 그에 대한 이용료를 지급하는 형태로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박

훤일, 민간주도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효율적 추진방안 , 산은조사월보 1999.10,



담보의 취득 및 처분에 있어 다른 채권 금융기관의 양보를 받을 수만 있다면 현금흐름

을 발생시키는 프로젝트 관련자산을 이를 위해 특별히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SPV )에

양도하고 증권을 발행하게 하는 두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방식은 대상자

산에서 나오는 현금흐름이 어느 정도 안정적이기만 하다면 적절한 신용보강(credit

enhancem ent )을 통하여 양호한 신용등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국내 및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長期債 발행으로 연결할 수 있을 것이다.28)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자산유동화 제도의 시행이 일천하고29) 더욱이 북한에서 이루어지

는 프로젝트의 위험성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유동화증권이 자본시장에서 제대로 소화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자산유동화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가 책임을

지지 않는 이른바 非遡求金融의 하나로 국제금융기구 등을 통한 위험보장이 선행된다면

▷자금조달 코스트의 절감, ▷신용위험의 광범한 분산, ▷막대한 대북투자 익스포저에 따

른 대출참여 금융기관의 BIS 비율 기타 재무구조의 개선, ▷외국인투자자를 비롯한 투자

자층의 저변 확대를 꾀할 수 있는 첨단 금융기법이라는 점에서 향후 검토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統一 前段階에는 프로젝트가 아무리 유망하다 할지라도 국내법의 효력이 미치

지 아니하는 북한 지역에서 수행되므로 채권자 또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원리금 내지

투자원본의 회수를 북한 당국이 확실히 보장해주거나 아예 개입할 여지가 없는 쪽을 원

할 것이다. 따라서 외자를 효과적으로 유치하려면 현금흐름의 원천이 국내에 속한 프로

젝트, 예를 들면 북한 지역에 국내 기업들이 입주하기로 되어 있는 공업단지를 조성하

는 것, 이러한 공단에 소요되는 전력을 생산·공급하는 것 등이 유망시된다.

그 다음 단계로 북한측에 투자신뢰도가 쌓이면 북한의 현지 통화를 받는 현지 기업·

주민 상대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투자자들은 총사업비를 회

수할 때까지 프로젝트 시설을 관리·운영(BOT )하는 조건으로 발전소, 유료도로·철도,

항만 등을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외국인투자자들의 투자 마인드가 정착

된다면 북한 지역내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토대로 자산유동화를 추진하는

것도 가능하리라고 생각된다.

28) 박훤일, 자산유동화에 의한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유의점 , 국제법무연구 ,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1998.12.

29) 2001년 2월 한국산업은행은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 건설에 필요한 7,300억원을 프로젝트 금융 방식으로

조달하는 데 많은 애로가 따르자, 이를 유동화하기로 하고 5∼15년 만기의 장기채로 발행하였는데 예상

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전액을 순조롭게 소화시킬 수 있었다. 박훤일, 자산유동화의 이용 확대에 따른

법적 문제 , 상사법연구 제20권 1호(2001.5), 740∼743면.



3. 共有土地 賃貸制와 SOC 建設財源의 확보

이와 같이 북한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SOC 시설을 건설해야 하는 경우 統一 前後를

막론하고 정부 차원에서 그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중앙정

부든 지자체든 재정수입이 1차 재원이 되는데 북한 지역의 稅收는 통일 후에도 상당 기

간은 거의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북한 지역의 지자체가 안

정된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북한 정권이 1946년의 土地

改革으로 무상 몰수하여 국유화했던 북한 지역의 토지를 계속 국·공유 상태로 남겨 놓

는 것이다.30) 농지의 경우에도 현지에 거주하고 현재 경작을 하고 있는 농민들을 자영

농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상징적인 임대료만 받기로 하고 토지사용권(또는 상속 가능한

종신 점유권)을 부여하도록 한다.31)

물론 통일 후 북한의 토지를 사유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실향민을 중심으로 끈질기고

거센 것도 사실이다. 이 문제를 놓고 원상회복론(rest itution ), 금전보상론(m onetary

compensation ), 토지공유화론 등 논의가 무성하다. 그러나 과거의 토지 소유자를 판명하

는 데 필요한 토지대장을 북한 정권이 영원히 파기해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반환은 불가

능하고, 일부 실향민들이 갖고 있는 북한 지역의 토지문서를 가지고 그 眞僞를 가리는

문제도 그리 간단치 않다. 통일 후 舊동독지역에서 경제개발, 외자유치가 늦어진 이유가

토지의 원상회복을 둘러싼 법적 다툼 때문이었던 것도 참고해야 할 것이다. 독일의 경

우 구 동독지역의 토지소유권을 둘러싸고 수백만 건의 소송이 폭주하였으며, 엄청난 사

회경제적 비용과 부담을 안겨준 까닭에 많은 외국의 전문가들이 異口同聲으로 독일의

실책을 되풀이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다.32) 토지의 사유화를 단행한 러시아에서도 경

제적 능력을 갖춘 주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사유화의 결과는 부의 편중과 사회혼란,

30)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는 土地私有制를 원칙으로 하지만, 싱가포르, 홍콩과 같이 국가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정부가 개인에게 토지사용권을 일정 기간 부여하고 임대료와 사용료를 받는 나라도 있다. 권은민,
북한의 토지임대제도 , 북한법연구 제4호, 북한법연구회, 2001.3.31, 91면; 체제전환국 중에서도 중국

과 베트남은 토지를 사유화(상품화)하되 토지소유권이 아닌 사용권만을 장기간 임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정희남, 구사회주의 국가의 토지개혁과 시사점 , 통일과 국토 2001 겨울호, 한국토지공사,
2002.1.4, 38∼48면.

31) 김민배, 북한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과제 , 통일과 국토 2001 겨울호, 한국토지공

사, 2002.1.4, 55면.
32) 예컨대 Marcus Noland, "German Lessons for Korea : T he Economics of Unification", W ork ing Pap er

96- 3; "Some Unpleasant Arithmetic Concerning Unification", W ork ing P ap er 96- 13 참조; 독일 현장

에서 이 문제를 지켜본 콜로뉴대 정치경제연구소의 돈게스 교수 역시 북한에서 소유권제도를 설정할

경우 금전보상 원칙이 원소유자에 대한 반환 원칙보다 우선적으로 채택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Donges , "German Unification : Economic Consequences and Policy Lessons", Institut e for Global
Economics Distinguished Lecture Series 98- 04(세계경제연구원·한국무역협회 등이 공동 주최한 제12
차 세계무역포럼에서의 주제발표), 1998.11.



범죄의 급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33)

이 문제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사소유권 존중의 원칙을 다른 각도에서 살펴볼 필요

성을 느끼게 해준다. 달리 적당한 收入源이 없는 북한 지역의 지자체의 재정기반을 토

지공유제를 통하여 실현하는 방안이다. 다시 말해서 지역공동체 정부가 토지소유권을

보유한 채로 가장 높은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경제활동의 주체에게 일정 기간의 사용·

수익권을 경매방식으로 팔고 그 地代를 공동체 재정에 귀속시키는 것이다. 한반도가 통

일이 되는 경우에도 이 재원을 가지고 SOC 시설도 재건·확충하고 주민들의 복지에 사

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 방안은 共有土地賃貸制 라 하여 일찍이 19세기 영국의 사회사상가 허버트 스펜서

가 주장한 바 있으며,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모딜리아니, 솔로우, 토빈, 빅크리를 비롯한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들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34) 유명 경제학자의 주장이 아니더라

도 우리는 과거 역사를 통하여 권력과 재력을 가진 사람들이 大土地를 소유함으로써 사

회적·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야기하였음을 잘 알고 있다. 헨리 조지가 제시하였던 토지

소유자에 대한 土地價値稅(land- value tax )의 부과로 이를 해소하는 방안35)이 있기는 하

지만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수 地主계층의 토지독점과 지대 전유 문제를 해결하

는 데는 역부족이다. 북한의 경제체제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토지공유제가 정착될 수 있

다면 한반도 남쪽에서도 토지가치세의 도입 등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점차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토지공유제는 이상과 같은 이념에 입각해 보든지, 사유토지를 인수할 만한 재력이 있는

북한 주민은 극소수의 특권층이나 외부세계와 유대가 있는 계층에 불과한 현실에 비추어

북한 전체 주민의 후생복지를 개선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토지공

유제는 사회정의의 관점뿐만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도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그것은

33) 러시아의 경우 개혁·개방이 계획적으로 추진되었음에도 투자능력을 갖춘 주민이 5∼7%에 불과해 사

유화의 혜택은 마피아를 포함한 신흥자본가계급, 외국투자가, 은행, 대기업만이 누릴 수 있었고, 사유화

를 둘러싼 증·수뢰, 국유재산의 불법매각, 투기 등의 범죄가 양산되었다. 김민배, 전게논문, 54∼55면.
34)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를 실시할 때 이들 경제학자들은 공개서한을 보내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

하는 과정에서 共有土地의 사유화라는 중대한 과오를 저지르지 말라 고 충고하기도 했다. 이들은 토지

자체가 거래되는 시장이 시장경제 체제에 필요하기는 커녕 해악만 끼칠 뿐이므로 토지사용권만이 거래

되는 시장을 형성하여 진정한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일 북한 지역에서도 지

자체들이 재정수입을 모두 地代로 조달하고 북쪽 사람들이 경제활동 주체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지내게 된다면 언젠가는 지주들에게 지대를 물고 정부에 조세를 납부하면서 살아온

남쪽 주민들 역시 스스로 地代공유화를 위한 운동에 나서게 될 것으로 본다. 성토모(성경적 토지정의를

위한 모임), 통일후 북한의 토지 공유토지임대제 가 살 길이다 , 빛과 소금 , 두란노, 1997.7.
35) 헨리 조지(Henry George, 1839∼1897)는 미국의 사회사상가로서 성경의 원리에 따라 토지의 개인소유

를 금하고 50년만에 돌아오는 禧年(Jubilee)에는 토지를 원 주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리고 지주가 토지의 가격상승에 따른 不勞所得을 얻는 것을 지양하기 위하여 토지의 가치 상승분에 대

하여 과세하는 토지단일세(single tax )를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천덕·헨리 조지, 토지와 자유

— 성서의 경제원리 , 생명의 샘터, 1985, 78∼153면 참조.



토지사용 가격을 낮게 유지함으로써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주민들의 유이민화를 억제하는

동시에 지자체로서는 안정된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어 이를 지역사회에 필요한 각종 기반

시설의 건설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SOC 시설을 앞서 소개한 BLT 나 PFI 방

식으로 건설하면 10∼20년 기간 동안 리스료 내지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일시적인

자금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다. 또한 장기 안정적인 지대 수입을 앞당겨 자금으로 조달하

는 자산유동화 방식36)에 의하여 필요한 자금을 미리 조달해 쓸 수도 있다.

이상의 논의를 체제전환의 4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기업과 토지의 사유화 프로세스별

로 도식화하면 <그림>과 같다.

< 그림>
북한지역에 바람직한 체제전환의 프로세스

36)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일정 기간에 걸쳐 받게 될 물품공급대금, 아파트 분양대금, 휴대폰 단말기 분납금

등의 매출채권을 유동화하는 것은 물론 신용카드회원의 장래 카드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회사의 대금

청구권 등의 장래채권에 대해서도 이를 유동화전문회사(SPC)에 일괄양도하고, SPC의 유동화증권 발행

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기법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IV . 統一에 대비한 準備

남북경협 나아가 통일과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려면 韓半島 및 주변정세가 전쟁의 위

험이 불식되고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이를 위해서는 남·

북한에 서로 유익함을 주는(w in - win ) 민간 차원의 경제협력에 좀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남북경협이 활기를 띠게 되면 우선 당장은 기업들이 자체 자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더

라도 그 매출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식으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고, 북한지역의

경제특구 또는 공단 건설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에 대하여는 프로젝트 금융기법을 이용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자산유동화 기타 첨단 금융기법을 활용하여 외자를 유

치하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경협 사업에 대한 자금조달 등 금융지원 방식을 검토할 때 외자도입 내지

외국인투자의 길이 항시 열려 있어야 한다. 그 이유는 북한 사회의 변화는 근본적으로 개방

화, 국제화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고, 국내 자금동원에 한계가 있는 데다 장차 통일에 대

비하여 외자유치의 가능한 방법과 절차의 점검을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외국인투자자들의

입장에서도 북한은 ▷양질의 저임금 노동력이 풍부하여 약간의 투자만으로도 노동생산성을

비약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 ▷북한의 철, 석탄, 아연 등 풍부한 자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북한에 생산거점을 확보하여 대 중국 진출의 전초기지로 삼을 수 있다는

점, ▷단기적으로는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으로 한반도 통일특수에 대비하여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크게 주목되는 것이 사실이다.

외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할 때 대두되는 문제점은 현재 이에 관한 법제 면의

인프라와 남·북한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산업재산권 보호, 수출보험제도가

아직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지 못했다거나 미비되어 있다는 점이다. 특히 북한 지역의

담보제도 정비에 관하여는 대책이 전무한 상태이다. 첫머리에서 살펴본 것처럼 폴란드

등 체제전환국들이 시장경제로 전환하면서 제일 먼저 착수한 것이 서구식 담보제도의

도입이었다고 할 때 북한에서도 일찌감치 이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생각된다.37)

그리고 통일이 된 후에 북한 기업의 사유화를 추진할 때에는 이른바 대중적인 사유

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다. 이 방식은 북한 주민들에게 바우처를 골고

루 나눠줌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고향에 정착하게 하여 유이

민의 발생을 억제하는 한편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 경제활동을 벌이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북한의 경제개방 내지 통일 후 북한 지역의 토지제도를 개혁하는 문제는 앞으

37) 한국산업은행 조사부, 東歐의 경제·금융환경 변화와 국내 금융기관의 진출방안 , 1995.11, 103면.



로 광범한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해야겠지만, 東歐와 아시아 지역을 막

론하고 舊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토지제도의 개혁이 그 나라 경제발전의

속도와 경제활동의 수준을 결정하였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토지를 사유

화하더라도 소유권과 사용권을 분리함으로써 토지소유권은 국가 또는 지자체에 남겨두

고(토지공유제) 그 사용권만을 민간에 부여하여야 한다. 이러한 共有土地賃貸制 야 말로

지자체의 수입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으므로 사회경제 정의에도 부합되고 이를 북한

지역의 개발재원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만큼 남·북한 주민 전체에 골고루 이익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논의는 지금부터라도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 당국이 스스

로 중국·베트남 식의 체제전환 모델을 따르도록 해야 장차 統一이 되었을 때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경제적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T h e L e g al A s pe c t s of F in an c in g th e U nific at 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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