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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 Course

International Business Law in the Unification Era

□
크리스마스 휴일까지 낀 2주간의 30시간 수업이었음에도 수강생 여러분이 북한의
현실을 이해하고 통일에 즈음하여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알게 된 것은 큰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전원이 참여한 워크숍 조별 발표에서 이 점을 엿볼 수 있었
습니다. 앞으로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북한과 통일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시
기 바랍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I. 택일문제는 워크숍에서 택한 주제 - SOC 건설재원의 조달, 북
한주민의 유이민화 방지 - 를 골라 다들 잘 썼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잘 쓴 답안도
여럿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항과 배점 계산을 잘못하여 II. 문제 역시 택일로 쓴 답안이 모두 셋이나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시험문제를 받았을 때 이것부터 체크해야 할 것입니다.
In General

□
I.1. 고속도로, 철도 같은 대형 SOC시설을 민자로 건설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o
사업타당성(공사비, 물동량, 예상수익의 흐름), o 공적 재원의 조달가능성(북한 지역이
므로 남측의 차관공여, MDTFs 등 외자유치 가능성), o 시공회사 등의 PF 참여가능
성(BTO, BTL 등), 그리고 o 남한 and/or 북한당국의 건설공사 및 시설운영에 대한
보장(Security 보장, Risk 관리, Minimum C/F 보장 등)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에 낚여서(?)인지 PF에 대해서만 자세히 쓴 답안이 많았습니다. 민자를
유치하더라도 우선 남한 정부의 차관공여나 지급보증을 전제로 사업에 착수하고 본
궤도에 오른 단계에서 외자와 민자를 유치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What I wanted from Students' Papers

I.2. 이 문제를 택한 사람도 9명이나 되었습니다.
독일의 실패사례에 비추어 북한 기업소의 사유화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
조건 바우처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왜 사유화가 필요한가? o 기업현황을
조사(전수 실사)한 후 o 매각 가능성 또는 개보수 필요성을 고려하여 분류하고, o 단
계적으로 매각, 수선 후 매각, 국가운영, 재배치 등으로 대상을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부작용이 많은 1대 1 화폐통합은 피해야 한다는 것도 포인트입니
다. 매각을 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에게 바우처를 나눠주어 고장을 떠나지 못하게
하고 남측 기업들로 하여금 그 이점을 살려 투자를 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다만, 독일이 대중적 사유화의 방법을 취했다는 답안은 틀린 것이므로 감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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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3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에 있어서 빅뱅이란 일거에 개혁 개방을 한다는 게 아니라
단기간에 가격을 현실화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경우 공업의 비중이 적지는 않지만 에너지와 원자재난으로 가동률이 크게
떨어지고 농업의 비중이 큰 편이므로 점진적으로 시장경제체제로 나가는 것이 좋다
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배급제가 붕괴되어 생필품 가격을 현실화한다면 제대로
먹지 못하는 빈곤층이 급증하여 극심한 사회혼란이 우려된다는 점도 지적해야 할 것
입니다.
II.4. 개성공단을 법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이 문제는 o 북측에 예견 가능한 법치주의의 장점을 가르쳐주고, o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법제와 계약을 운용하는 것과 o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
을 체득하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만들어만 놓고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o 4대 경협합의서를 조속히 시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일반적인 논의는 생략하고 개성공단의 세금폭탄 문제만 언급한 답안은
감점 처리.
II.5. 통일비용과 통일편익을 비교하라는 문제인데 통일편익만 열거하고 통일에 따른
비용은 그 내역을 설명하지 않은 답안이 많았습니다. 비교하더라도 그 내역이나 발생
시점의 차이를 설명해야 우수한 답안입니다.
( ) 안과 같이 우리말로 써도 무방
예상한 대로 50점 만점 답안에서 한 자리 숫자의 점수까지 다양한 분포를 나타냈
습니다.
6. equity joint venture (합영기업, 합영법) 합영회사, 합작회사는 감점 처리
7. Clearing Settlement (청산결제, 청산거래)
8.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Fund (남북경협기금)
9. Korea Eximbank (한국수출입은행)
10. Article 9 (동산담보법) 그냥 담보법이라고 하거나 9라고만 쓴 답안은 감점 처리
11. transition economies (체전전환국) 사회주의국가도 정답 처리
12. special economic zones (SEZ, 경제특구)
13. 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시설)
14. income (소득) GDP라고 한 답안도 정답 처리
15. moving (이동, 이탈, 유이민화) 북한지역이라고만 쓴 답안은 감점 처리
III. Complet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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