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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남북한관계의 진전에 따라 정부 주도의 경제협력사업만이 아니라 남북한 주민간
상업적 교류협력이 일상적으로 가능해지고 남북한 주민간 다수의 상사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경우에는 단순히 남한의 국제사법과 북한의 대외민사관계법을 유추적용
또는 준용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준국제사법을 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확
보된 환경 아래에서 광의의 준국제사법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다. 남
한과 북한 중 어느 지역의 법원이 남북한 주민간 상거래분쟁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
사할 것인지(준국제재판관할), 어느 지역의 법이 남북한 주민간 상사법률관계에 적용
될 것인지(준거법 결정), 북한판결(또는 남한판결)을 남한(또는 북한)에서 어떤 요건
에 따라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이법지역 판결의 승인 및 집행) 등을 논의하기 위하
여는 북한의 법적 지위에 대한 헌법상 문제가 선제적으로 제기되는데, 남북한관계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므로, 남북한 주민간 상사법률관계에도 그와 같은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남북한 주민간 상사법률관계는 불통일법국, 즉 “지역에 따라 법을 달리
하는 국가”를 규율하는 법리에 따라 이해하여야 한다. 남한에 대하여 북한이 미승인
국가이고, 북한법이 미승인국법이라는 점은 사실적 접근법에 따르면 준거법 결정과
북한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남북한의 경제적 교류협력과 함께 남북한의 정치적 통합이 고도화되어 3단계 통
일방안의 2단계인 남북연합이든 북한이 제창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든 불통일법국
(1국가 2체계)이 등장하는 경우 남한과 북한은 공동으로 국가주권을 행사하여 주권
적 의사결정을 행함으로써 남북한지역 전체에 대한 입법관할권과 남한, 북한 각 지
역에 대한 입법관할권을 구별하고 그 경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남북한간 준국제사
법 실정법규는 통일이 완성된 시점에 폐지가 예정된 과도기적 입법일 수밖에 없다
는 본질적 한계가 있지만, 남북한 주민간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고 다수의 상사법률
관계가 수시로 성립・존속・소멸을 반복하는 경우 준국제사법적 쟁점을 가장 효율
적으로 규율하는 방안은 남한과 북한이 독자적인 개별적 입법관할권을 행사하여 다
른 법역을 존중하면서도 각 법역의 입법정책을 관철시킬 수 있는 준국제사법을 제
정・시행하는 것이다. 입법의 범위는 준거법 결정규칙뿐만 아니라, 준국제재판관할,
이법지역판결의 승인 및 집행, 민사사법공조에 관한 규정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
직하다. 또한 남북한 주민간 교류협력이 점증하더라도 상당한 규모로 발전되기 전
까지는 준거법 결정규칙 중 총칙에 관한 사항은 정치하게 규정하더라도, 준거법 결
정규칙 중 각칙에 관한 사항, 그리고 준국제재판관할, 이법지역판결의 승인 및 집
행, 민사사법공조 등에 관하여는 관련법령을 준용한다는 원칙을 선언하는 입법형태
가 현실적이다. 다만, 한 국가의 국민은 하나의 같은 국적만을 가질 수 있으므로,

국제사법과 달리 준국제사법에서는 국적을 연결점으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서
독의 예를 참고하여 국적의 대체 연결점으로서 상거소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가칭
｢남북 주민 사이의 상사관계에 관한 특례법(안)｣을 제시하자면 아래와 같다.

남북 주민 사이의 상사관계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의 상사관계에 관하여 다음 각호
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남한법원의 재판관할
2. 준거법
3. 북한지역 법원의 확정재판등의 남한지역에서의 승인과 집행
4. 남한법원과 북한법원 사이의 민사사법공조
제2조(법 적용의 기본원칙) 이 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남한과 북한의 관계가
국가 사이의 관계가 아닌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
는 특수관계임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남한”이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을 말하고, “북한”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말한다.
2. “남한주민”이란 남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남한지역에서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을 말하고, “북한주민”이란 북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북한지역에
서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4조(국제사법의 준용) ① ｢국제사법｣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9장은 제2조
의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이 법과 ｢국제사법｣의 목적 및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의 상사관계의 준거법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준용의 경우 “본국법”은 “상거소(常居所)가 있는 국가의 법”으로
본다.
제5조(북한지역의 법의 적용) 법원은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북한지역의 법의 내
용을 직권으로 조사ㆍ확정・적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당사자에게 그에 대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법원은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북한지역의 법의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남한지역의 법에 의한다.
제6조(남한지역의 법의 강행적 적용) 입법목적에 비추어 해당 법률관계에 적용되
어야 하는 남한지역의 강행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북한지역의 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제7조(사회질서에 반하는 북한지역의 법의 규정) 북한지역의 법에 의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규정의 적용이 남한지역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남한지역의 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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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준거법 지정시의 반정(反定)) ① 이 법에 의하여 북한지역의 법이 준거법으
로 지정된 경우에 북한지역의 법에 의하여 남한지역의 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때
에는 남한지역의 실질법에 의한다.
②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준거법을 선택하는 경우
2. 이 법에 의하여 계약의 준거법이 지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이 법의 지정 취지에 반하는 경우
제9조(준거법 지정의 예외) ①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준거법이 해당 법률관계와
근소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그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지역
의 법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지역의 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준거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17조의2와 민사집행법 제26
조, 제27조는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의 상사관계에 관한 북한지역 법원의 확
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하여 준용
한다.
② 국제민사사법공조법은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의 상사관계에 관한 남한지
역 법원 또는 북한지역 법원의 재판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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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Ⅰ. 연구 배경과 목적
종래 남북한 주민간 신분법상 법률관계, 즉 혼인, 이혼, 친자관계, 상속 등에 관하
여는 선행연구가 다수 있었고, 2012년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
한 특례법｣이 제정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남북한 주민(법인 포함) 상호간(이하 “주
민간” 또는 “사인간”이라는 표현 혼용)의 상거래분쟁에 관하여는 일찍이 국제공법적
관점에서의 기초적인 연구가 있은 외에는 실제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사법적 관
점에서의 연구는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상거래관계에 중점을 두
고 남북한 주민간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준국제사법적 방법론에 입각하여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비판적으로 재검토함과 동시에 남북한 교류협력이 활성화
되는 경우, 특히 단계적 통일과정에서 남북한이 국가연합 또는 연방제와 유사한 법
적 상태에 놓이는 경우 적실성을 가질 수 있는 준국제사법 실정규범을 도출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최종적으로는 향후 입법이 필요한 상황에서 — 북한 급변사태와
같이 경우에 따라서는 신속한 입법이 필요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고 — 활용할
수 있는 ｢남북 주민 사이의 상사관계에 관한 특례법(안)｣(가칭)의 법률조문을 제시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동서독이 준국제사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는지와 그로
부터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고찰하고, 우리(이하 “남한”이라
는 표현 혼용) 국제사법과 북한 대외민사관계법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며, 이때 ｢남
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남북가족특례법”)과 동법
의 법률안 초안을 함께 검토할 것이다.

Ⅱ. 연구 내용과 구성
제2장에서는 준국제사법 일반이론의 주요쟁점을 개관한다. 준국제사법의 개념, 준
국제사법의 연혁과 기능, 국가적 입법관할권과 지역적 입법관할권의 경계 설정, 준
국제사법의 형태를 개관하고, 준국제사법 총칙상 쟁점으로서 연결점, 성질결정, 반
정, 공서를 순서대로 고찰하며, 준국제사법과 국제사법의 문제의 유사성과 방법론의
유사성을 분석한다.
제3장에서는 동서독 사인간 상거래관계의 준국제사법적 해결에 관하여 다음 사항
들을 순서대로 고찰한다. 논의의 전제로서 준국제사법에서 미승인국가의 취급방법
(규범적 접근법과 사실적 접근법)을 개관한다. 동서독도 남북한과 마찬가지로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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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론에 입각하고 있었는데, 통일 전 독일의 법적 상황을 준국제사법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준거법 결정의 경우 지리적(또는 공간적) 속성이 있는 연결점은 지역화
또는 특정 지역으로의 연결이 용이하여 준거법 결정에 곤란이 없었으나, 국적이라
는 연결점은 대체 연결점이 필요하였고, 서독법원은 국적 대신에 상거소를 사용하
였다. 준거법 결정뿐만 아니라 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서도 공서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였고, 승인의 거부가 재판의 거부가 되지 않도록 긴급관할을 인정할 필요성
이 있었다. 통일 이후 독일은 민법시행법 제236조에 통일 전 완료된 사건에 대한
기존 국제사법 적용, 가족법상 법률관계의 효력, 부부재산제의 효력에 관하여 별도
로 규정을 두었다.
제4장에서는 단계적 통일과정에서 준국제사법 실정법규 제정방안에 관하여 고찰
한다. 구체적 방안으로서 제1안은 남북한이 별개의 국제사법을 유추적용하는 방안
이고, 제2안은 남북한이 별개의 지역적 준국제사법을 제정하는 방안이며, 제3안은
남북한이 단일한 국가적 준국제사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상정해볼 수 있다. 현실성,
적실성, 효율성 등의 관점에서 어느 안이 가장 적절한지를 검토해보기도 한다.
제5장에서는 남북한의 현행 국제사법규범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 준국제사법
실정규범을 모색한다. ① 준거법 결정규칙 중 총칙상 쟁점으로서 국제사법의 목적,
국제사법의 기본원칙, 본국법, 절대적 강행법규,1) 공서, 외국법의 조사・적용, 반정,
일반적 예외조항을 순서대로 검토하고, ② 준거법 결정규칙 중 각칙상 쟁점으로서
당사자(자연인과 법인의 권리능력, 행위능력 등), 물권, 지식재산권, 계약, 법정채권,
채권양도, 채권자대위권・채권자취소권, 해상(해난구조계약, 공동해손, 선박충돌), ③
국제민사절차법상 쟁점으로서 준국제재판관할, 이법역지역 판결의 승인 및 집행, 민
사사법공조 등에 관하여 순서대로 검토하고, 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 성안한 ｢남북
주민 사이의 상사관계에 관한 특례법(안)｣ 조문을 제시한다.

1) 준국제사법의 맥락이므로 국제사법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국제적 강행법규’라는 용어 대신
에 ‘절대적 강행법규’라는 용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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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준국제사법 일반이론의 주요쟁점
Ⅰ. 준국제사법의 개념
불통일법국(states with composite legal systems), 즉 우리 국제사법 제3조 제3항에서
말하는 “지역에 따라 법을 달리하는 국가”에서는 국내법의 종류에 따라 그것이 적
용되는 지역적 범위, 즉 법역(Rechtsgebiete, legal district)이 상이하다. 구체적으로는
① 어느 경우에 불통일법국의 국가적 법체계가 적용되는지, ② 어느 경우에 개별
지역의 지역적 법체계가 적용되는지, ③ 위 ②의 경우 어느 지역의 법체계가 적용되
는지가 문제된다. 위 ③의 쟁점이 협의의 준국제사법(또는 지역적 저촉법)(interlocal
conflict of laws)의 문제이다. 국제사법은 복수의 주권국가 법질서들 간의 문제인 반
면에, 준국제사법은 특정한 불통일법국 법질서의 체계내적 문제이다.2)

Ⅱ. 준국제사법의 연혁과 기능
준국제사법의 이론적 기초는 법규의 속지적 성격(territorial character)과 속인적 성
격(personal character)에 있다. 로마시대에는 법규가 속지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
았다. 왜냐하면 로마에 의하여 정복되기 전에 고유한 법질서를 향유하였던 많은 도
시들이 로마에 의하여 정복된 후에도 고유한 법질서의 일부를 유지하는 것이 허용
되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중세시대 초기에는 게르만족의 대이동의 결과로 법규의 속
인적 성격이 속지적 성격보다 우세하였다. 왜냐하면 고유한 법질서에 의하여 규율되
던 게르만족이 로마법에 의하여 규율되던 로마인의 후손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봉건제도 아래에서는 도시국가와 영지(領地)에서 법규의 속지적 성격이 다
시 강조되었다. 신성로마제국의 모든 영역에서 효력을 가졌던 보통법(jus commune),
즉 로마법과 함께 개별적인 봉지(封地), 도시, 영지에서 지역법(statuta)이 발달하였
다. 이들 지역법의 적용범위의 결정은 속지적 법규(territorial statutes)와 역외적 법규
(extraterritorial statutes)의 구별에 의하였다. 이것이 12세기부터 19세기까지 후기주석
학파와 법규분류학파의 방법론이었다. 따라서 국제사법의 초기이론은 속지적 성격
을 가지는 지역법들 간의 저촉 문제에 관한 것이었고, 속지적 성격은 특히 신성로
마제국법, 즉 로마법이 적용되던 도시국가들과 관련되어 있었다.3)
속지적 성격을 가지는 다수의 지역법이 존재하고 서로 충돌하였던 과거의 역사적
현실로부터 국제사법이 발전하여 왔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속지주의라는 개념에
대하여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준국제사법은 불통일법국 내의 다양한 법역
2) Vitta(2011), para. 9-1. 유하영(1995), 109면도 참조.
3) Vitta(2011), para. 9-2. 유하영(1995), 109-110면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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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의 법률적 접촉에 따른 필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
다. 또한 지역적 법체계의 다양성은 단일한 법체계를 가진 국가에서는 발생하지 않
는 문제를 촉발할 수 있다. 불통일법국에서는 국제사법규칙이 준국제사법규칙을 보
충하면서도 양자가 서로 뒤얽힐 수 있다.4)

Ⅲ. 입법관할권의 경계 설정
준국제사법은 두 가지 종류의 규칙으로 구성되는데, 하나는 불통일법국 내의 복
수의 지역적 법체계들 중에서의 선택에 관한 규칙이고, 다른 하나는 불통일법국의
국가적 법체계와 개별 지역의 지역적 법체계 각각의 적용범위의 결정에 관한 규칙
이다. 실제상 양자의 구별이 항상 명확하지는 않으나, 그 구별은 준국제사법의 특수
성을 이해하고 관련 문제들을 정확히 정초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특히
후자는 불통일법국 법체계의 구조를 정립함으로써 입법관할권의 경계를 설정하는
규칙으로서, 논리적으로 전자에 선행한다.5)
국가적 입법관할권에 속하는 사항과 지역적 입법관할권에 속하는 사항의 구분은
불통일법국이 스스로 국가주권을 행사함으로써만 정당화된다. 지역적 입법관할권의
내용은 모든 지역에 동일할 수도 있고, 지역에 따라 상이할 수도 있다. 병존하는 복
수의 지역적 법체계들은 국가주권에 의하여 설정된 한계에 종속된다. 국가적 법체
계와 복수의 지역적 법체계 각각의 적용범위의 결정, 즉 입법관할권의 경계 설정은
불통일법국의 국가조직과 관련되는 헌법상 문제이다. 입법관할권의 경계 설정을 위
한 규칙이 헌법이 아니라 법률에 규정되어 있거나 불문헌법(관습)의 형태로 존재하
더라도 헌법의 문제임에는 변함이 없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에는 헌법, 스페인의 경
우에는 법률, 영국의 경우에는 관습에서 그 규칙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6)

Ⅳ. 준국제사법의 형태
불통일법국 내에서의 입법관할권의 경계가 설정되더라도, 어느 경우에 사안이 둘
이상의 지역적 법체계와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그 경우 법정지 법원이 어
느 지역의 법체계를 적용할지가 해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규범은 실질법규칙이
아니라 저촉법규칙이다. 한편 준국제사법규칙의 법원(法源)은 국가적 법규일 수도
있고 지역적 법규일 수도 있다. 전자는 불통일법국 내의 모든 지역적 법체계가 그
대상일 수도 있고, 일부 지역적 법체계만 그 대상일 수도 있다. 어느 경우든 그 형
태는 성문법규일 수도 있고 불문법규일 수도 있다.7)
4) Vitta(2011), para. 9-3.
5) Vitta(2011), para. 9-20.
6) Vitta(2011), para. 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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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국가 형태의 불통일법국은 그것을 구성하는 개별 지역이 독자적 입법권을 행
사하여 독자적 준국제사법규칙을 가지는 경우도 있고(예컨대 미국), 전체 지역에 통
일적으로 적용되는 중앙집권적 준국제사법규칙을 가지는 경우도 있으며(예컨대 소
련), 절충적 형태로서 원칙적으로 개별 지역이 독자적 준국제사법규칙을 가지되 실
무상 연방대법원을 통하여 개별 지역이 과도하게 상이한 준국제사법규칙을 발전시
키는 것을 방지하는 경우도 있고(호주), 다른 절충적 형태로서 보통법상 준국제사법
규칙의 경우 연방대법원에의 상고를 통하여 통일적으로 적용되도록 하고 지역별 제
정법상 준국제사법규칙의 경우 각 지역이 입법에 참고할 수 있는 통일법전에 의하
여 일정한 입법적 통일을 기하는 경우도 있다(캐나다).8)
정치적 단일체 형태의 불통일법국은 중앙집권적 준국제사법규칙이 국가조직법상
구조와 더 부합할 것이다(예컨대 스페인, 1965년 이전의 폴란드). 다만, 영국은 중앙
집권적 준국제사법규칙이 존재하지 않고, 1995년 국제사법전과 보통법에 근거한 국
제사법규칙을 준용하고 있다. 법원 실무상으로는 이를 다소 수정하여 준용하고 있
다고 한다.9)

Ⅴ. 연결점
국제사법의 방법론과 마찬가지로 준국제사법의 경우에도 복수의 지역과 관련된
사안을 연결점에 기초하여 특정한 지역적 법체계로 연결시킨다. 이는 대개 불통일
법국의 국제사법이 채용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방법론에 의하는데, 국제사법을 준
국제사법규칙으로 유추적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서로 독립적인 국제사법규칙과
준국제사법규칙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동일한 국가 내에서
유사한 문제를 조화롭게 해결할 필요와 국제사법 문제와 준국제사법 문제가 혼재된
사안의 해결을 위한 실무상 필요에 따른 것이다.10)
물건의 소재지, 행위의 발생지, 계약의 체결지와 같이 공간적 성격을 가지는 연결
점이 사용되는 법률관계에서는 한 국가 내의 특정한 법역을 식별함으로써 준거법을
지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다. 권리능력, 행위능력, 혼인, 이혼, 친자관계, 부양, 상
속 등 주소 또는 상거소를 연결점으로 사용하는 법률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11)
우리 국제사법은 혼인, 이혼, 친자관계, 부양, 상속 등에서 상거소를 연결점으로 사
용하고 있다.

7) Vitta(2011), para. 9-21.
8) Vitta(2011), para. 9-21.
9) Vitta(2011), paras. 9-11, 9-21.
10) Vitta(2011), para. 9-22.
11) Vitta(2011), para. 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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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국제사법규칙에서 국적을 연결점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한 국가의 국민
들은 하나의 같은 국적만을 가질 수 있으므로, 준국제사법규칙에서는 국적을 연결
점으로 사용할 수 없다. 국적은 국가와 그 구성권 간의 법적 유대이고 보호와 복종
관계를 의미한다.12) 국적이라는 연결점을 대체하기 위하여 사람의 개인적 속성에
주목하여 국적 유사의 개념을 사용하거나, 국적을 대신하여 주소 또는 상거소를 사
용할 수 있다. 전자의 예로는 원칙적으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고 예외적으로 당사
자의 선택, 거주 또는 결혼(여성의 경우)에 의하여 취득하는 스페인법상 민사상 인
거소(隣居所)(civil vicinity, 스페인어로는 vecindad civil)의 개념,13)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에서 사용하였던 원국적국(또는 본원국)(home country, 프랑스어로는 indigénat,
이탈리아어로는 pertinenza)의 개념, 알자스-로렌지역을 다시 병합한 프랑스가 사용하
였던 ‘병합 전 시민권’(pre-annexation citizenship)의 개념이 있다.14) 후자의 예로는 과
거에 불통일법국이었으나 현재는 그에 해당하지 않는 그리스, 폴란드, 체코슬로바키
아, 네덜란드(과거의 식민지들과의 관계에서) 등이 있다. 서독은 동독과의 관계에서
국적 대신에 상거소(gewöhnlicher Aufenthalt)를 기준으로 삼았다.15)

Ⅵ. 성질결정
준국제사법상 성질결정의 기준에 관하여는 대표적으로 법정지법에 의하자는 견
해, 비교법적 방법론에 의하자는 견해, 주도적 법체계에 의하자는 견해(예컨대 알자
스-로렌지역 합병 후 발생한 사안의 경우 프랑스법)가 있다. 법정지법에 의하자는
견해의 근거는 지역적 준국제사법규칙에서의 성질결정은 그것이 연원을 두고 있고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법정지의 지역적 법체계를 기준으로 수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과 국가적 준국제사법규칙의 성질결정도 법정지의 지역적 법체계에 의함은 마찬
가지라는 점이다. 위 근거들 중 후자는 국가적 준국제사법규칙을 제정한 중앙집권
적 입법자는 개별 법역의 지역적 입법자로서의 권한도 동시에 행사한 것으로 이해
함으로써 정당화된다.16)
반면에 입법관할권의 경계 설정에 관한 규칙은 개별 지역의 입법자에게 권한 위
임 없이 또는 일부만을 위임하고 중앙집권적 입법자에 의하여 제정되므로, 그 규칙
상 성질결정은 국가적 법체계 자체의 체계개념에 의하여야 한다.17)
12) 헌법재판소 2000. 8. 31. 선고 97헌가12 결정.
13) Vitta(2011), para. 9-12.
14) 1918년 병합 전의 시민권이 유지된다고 전제한 것이다. 1921년 제정된 Loi prévenant et réglant les
conflits entre la loi française et la loi locale d’Alsace et Lorraine en matière de droit privé의 제1조 및
제2조 참조. 법률명의 ‘prévenant’이라는 표현에서 시혜적 성격을 간취할 수 있다. 프랑스 파기원은
1962. 1. 9.자 판결에서 당시 여전히 유효하던 알자스-로렌지역의 지역법은 그 지역에서 1918. 11.
11.보다 앞서 출생한 사람의 지위에 관한 문제에만 적용되고, 그 후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Vitta(2011), para. 9-14.
15) Vitta(2011), para. 9-22.
16) Vitta(2011), para. 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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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반 정
준국제사법상 반정(反定, renvoi)이란 불통일법국의 어느 지역법이 다른 지역법을
지정한 경우에 이것이 그 다른 지역의 실질법에 국한되는지, 아니면 저촉법까지 포
함하는지의 문제이다. 다만, 준거법을 지정하는 지역법과 준거법으로 지정된 지역법
의 양자 모두 독자적인 준국제사법규칙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발생하므로 실제상
빈번한 문제는 아니다. 양자 중 어느 하나가 실질법규칙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 문제는 입법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도를 확인
함으로써 해결하여야 한다.18)

Ⅷ. 공 서
공서는 국제사법에 비하여 준국제사법에서는 비교적 덜 문제됨이 보통이다. 관련
된 지역적 법체계들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이다. 국제사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준국제사
법에서도 공서의 예외적 기능을 널리 인정하자는 견해가 일반적이나, 준국제사법에
서는 공서의 기능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자는 견해와 양자의 절충적 견해도 있다.19)
준국제사법상 공서의 개념을 인정하는 제도적 이유는 지역적 법체계의 본질적 가
치를 보호하는 공서의 방어적 기능에 있다. 지역적 법질서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한 그것과 양립할 수 없는 외부 법질서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하고, 이와 같
은 필요는 연방국가 형태의 불통일법국에서뿐만 아니라 정치적 단일체 형태의 불통
일법국에서도 존재한다. 다만, 영토의 병합에 따라 발생하는 지역적 법질서의 저촉
사안에서는 공서의 방어적 기능에 대한 예외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 영토의 병합에
따라 불통일법국으로 전환된 국가는 법적 단일체로서의 성격을 회복하기 위하여 여
러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조치로서 본래의 독자적인 국제사법규칙의
적용범위를 병합된 영토에까지 확대할 수도 있고, 국제사법규칙을 준국제사법규칙
으로 유추적용할 수도 있으며, 국제사법규칙의 적용범위는 지역법상 규칙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법상 공서 개념 자체에 의하여 제한된다고 파악할 수
도 있다. 준국제사법상 공서는 연방국가에서만 인정될 수 있다는 견해는 연방을 구
성하는 지역들 간의 문제를 국가들 간의 문제와 유사하게 취급하면서도 동일한 국
가주권에 기초하고 있는 지역들 간의 경우 공서에 기초한 항변이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20)

17)
18)
19)
20)

Vitta(2011),
Vitta(2011),
Vitta(2011),
Vitta(2011),

para.
para.
para.
para.

9-23.
9-24.
9-25.
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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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실행을 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제4조 제1항의 ‘충
분한 신뢰 및 신용 조항’(full faith and credit clause)21)이 각 주에 그 주의 공서에 반
하는 경우에까지 다른 주의 법령을 적용할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였
다.22) 그러나 위 조항은 다른 주의 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을 승인하거나 그에 효력
을 부여하는 것을 거절하기 위하여 공서를 원용하는 것을 배제한다는 견해가 일반
적이다. 유사한 헌법 조항(제118조)을 가지고 있는 호주의 대법원(High Court)은 연
방을 구성하는 주의 공서는 다른 주의 법령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용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23) 반면에 캐나다에서는 준국제사법상 공서는 국제사법상
공서보다 덜 엄격하므로 다른 주 법원의 판결의 효력을 부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
용될 수 있다고 본다.24)
정치적 단일체 형태의 불통일법국의 경우 스페인법은 준국제사법상 공서를 명시
적으로 배제하고 있고,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폴란드법은 이를 묵시적으로 배제하
고 있었으며, 영국은 영연방(코먼웰스)(Commonwealth)을 구성하는 다른 국가의 법령
을 배제하기 위하여는 공서를 원용할 수 있으나, 영국 내의 다른 법역의 법령을 배
제하기 위하여는 공서를 원용할 수 없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25) 한편 영토 합병의
경우 공서의 적용은 대개 배제되었으나(알자스-로렌지역 관련 판결), 제1차 세계대
전 이후 이탈리아의 신 영토의 지역법과 구 영토의 지역법 간의 저촉을 해결하기
위한 1923년 법령에서는 공서의 적용을 인정하였다.26)
남북한관계에서는 동서독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공서가 중대한 방어적 기능을 수
행할 수 있으므로, 준국제사법상 공서의 개념을 준국제사법규범에 명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Ⅸ. 국제사법과의 유사성
준국제사법의 법적 성질이 국제사법의 그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입장은 그 근
거를 ① 사안이 관련되어 있는 복수의 법체계들 중에서의 선택이라는 문제의 유사성
또는 ②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저촉규정의 해석과 적용이라는 방법론의 유사성에서
찾는다. 영미와 프랑스에서는 국제사법과 준국제사법에 공통되는 단일한 개념정의가
가능하다는 전제 위에서 위 ①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Dicey/Morris, Cheshire/North,
21)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 주는 다른 주의 법령, 기록 및 사법절차에 대하여 충분한 신뢰와 신
용을 가져야 한다. 연방의회는 이러한 법령, 기록 및 사법절차를 증명하는 방법과 그것들의 효력
을 일반법률로써 규정할 수 있다.”
22) Griffin v. McCoach (1941).
23) Merwin Pastoral Ppty Co., Ltd. v. Moolpa Pastoral Ppty Co., Ltd. (1933).
24) Vitta(2011), para. 9-25.
25) Vitta(2011), para. 9-25.
26) Vitta(2011), para. 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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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minjon). 독일에서는 위 ②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von Savigny, von Bar, Kegel).
그 밖에도 중앙집권적 준국제사법과 지역적 준국제사법의 차이를 강조하는 견해는
국제사법의 목적과 준국제사법의 목적이 서로 다르지 않으므로 준국제사법에서도
준거법은 국가를 구성하는 개별 공동체(국가공동체 또는 지역공동체)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본다(de Nova, Lalive).27)
준국제사법의 법적 성질이 국제사법의 그것과 차이가 있다는 입장은 양자는 서로
다른 체계 위에 있음을 강조한다. 다만, 견해에 따라 정당화 근거는 서로 다르다.
국제사법상 국제주의자들(Puchta, Zitelmann 등 이른바 “international school”)은 국제
공법에 의하여 창설되는 일정한 권리・의무가 국제사법의 방법론에 일정한 한계를
설정하는데, 준국제사법에서는 그와 같은 한계가 설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반면에
국제사법상 국가주의자들(Bartin, Pillet, Huber 등 이른바 “nationalist school”)은 국제
사법은 개별 주권국가가 자유롭게 규율할 수 있는 반면에, 준국제사법은 국가주권
에 근거하여 창설될 수밖에 없으므로 개별 지역의 입법권에 근거하여 자유롭게 규
율할 수 없다고 한다. 한편 준국제사법과 국제사법은 문제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준거법 결정의 방법론상 현저한 실제상 차이가 존재한다는 견해도 있다(Szászy).28)
절충설은 준국제사법을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국제사법과의 유사성을 논의하여야
한다고 한다. 불통일법국 내에서 독자적 입법권을 향유하는 지역들 간의 저촉법(예
컨대 연방국가인 미국의 주제사법)과 독자적 입법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지역들 간
의 저촉법을 구별하여 전자는 국제사법과의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고 후자가 본래
적 의미의 준국제사법이라는 것이다(Eliesco, Niboyet, Batiffol/Lagarde, Mayer). 다만,
두 유형의 저촉법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본질상 동일하다고 한다(Kahn-Freund).29)
준국제사법은 한 국가 내에서 형성되고, 특히 그 국가가 스스로 경계를 설정한
입법관할권의 범위 내에서 형성된다는 점에서 국제사법과 본질적 차이가 있다. 그
외에는 문제와 해결방법의 측면에서 양자간의 유사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다
만, 준국제사법 문제의 유형과 성질에 따라 유사성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때 한 국가 내의 지역적 법체계의 독자성과 완결성의 정도를 고려하여야 하는데,
그 정도가 높을수록 국제사법과의 유사성이 더 높은 수준으로 인정될 것이다.30)
고려사항의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 국가 내의 지역적 법체계가 독자적
입법기관을 가지고 있어서 독자적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또는 해당 지역의
법원에서 발전시켜온 독자적 관습법이 존재하는지 여부이다. 둘째, 지역법 법체계가
27)
28)
29)
30)

Vitta(2011),
Vitta(2011),
Vitta(2011),
Vitta(2011),

para.
para.
para.
para.

9-26.
9-26.
9-26.
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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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적 사법기관을 가지고 있어서 직접 지역적 법과 관습이 적용될 수 있는지, 또
는 중앙에서 임명된 사법기관에 의하여 그 법과 관습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이
다. 셋째, 지역적 법체계가 독자적 저촉규칙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중앙집권적 입
법자에 의하여 부여되고 있는지 여부이다. 넷째, 지역적 법체계가 독자적 저촉규칙
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것이 그 지역에서 유효한 국제사법규칙을 유추적용하는 방
식인지, 또는 국제사법규칙과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그와 독립적인지 여부이다. 다섯
째, 한 국가 내의 다른 지역적 법체계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서에 의
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지 여부이다.31)
대체로 연방국가의 경우 준국제사법과 국제사법의 유사성이 높고, 정치적 단일체
의 경우 그보다는 낮으며, 영토 병합의 경우 더 낮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는 절대
적인 것은 아니다. 중앙집권적 준국제사법규칙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 연방국가에
서보다 국제사법과의 유사성이 더 높을 수도 있다. 결국 준국제사법과 국제사법의
유사성 문제는 추상적이고 유형화된 분석이 불가하고 개별적 검토가 필요하다.32)

31) Vitta(2011), para. 9-26.
32) Vitta(2011), para. 9-26. 유하영(1995), 111-112면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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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동서독 사인간 상거래관계의 준국제사법적 해결
Ⅰ. 검토의 전제 ― 남북한관계의 특수성
국제사법에서 국제재판관할, 준거법 결정, 외국판결 승인・집행, 민사사법공조 등
이 문제되듯이, 하나의 같은 국가 내의 서로 다른 법역 간을 규율하는 준국제사법
에서도 이들 쟁점이 문제된다. 다만, 예컨대 미국의 주들 간의 관계와는 달리 남북
한관계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첫째, 남한과 북한은 하나의 연방국가의 구
성부분이 아니다. 둘째, 남한 헌법(제3조)과 북한 헌법33)(제9조)은 각각 남한과 북한
이 남북한지역 전체에 대한 배타적이고 독자적인 정치체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
리 대법원은 “북한지역 역시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를 이루는 것
이어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칠 뿐이고, 대한민국의 주권과 부딪치는 어떠한 국가
단체나 주권을 법리상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34) 셋째, 위 둘과 함께 남한이
명백히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고 있지 않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남북한관계는 특수
한 관계라고 보아야 한다. 그 밖에도 사법체계의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남한 헌법(제103조)은 법관의 독립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북한 헌법(제168
조)은 “중앙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에 책임진다”라고 규정하
고 있다. 또한 북한 헌법(제162조 제1항, 제2항)은 재판소는 재판활동을 통하여 북
한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보호하고, 계급적 원수에 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원에 대하여 법률을 준수할 것을 헌법상 의무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남한 헌법(제103조)과 대비된다.35)
남북한관계가 특수하기는 하나, 국제사회에서 승인 받지 못한 국가 또는 정치단
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예가 북사이프러스, 코소보, 대만, 팔레스타
인, 이슬람국가(Islamic State)이다. 또한 1917년 10월 혁명 이후 1920년대까지 소련에
서 유사한 상황이 있었고, 1949년 동독 수립 이후 1973년까지 동독도 유사한 상황
에 있었다.36) 이들의 경우 영토, 국민, 주권이라는 국가의 3요소는 구비하고 있으나,
헌법과 국제법상 이유로 국가로 승인 받지 못한 것이다. 이와 같은 비정상적 상황
은 어느 국가가 국제법을 위반하여 주권을 행사함으로써 국제법상 인정되는 다른
국가의 영토를 병합하는 경우에 발생하고(예컨대 1980년 이스라엘의 동예루살렘 병
합,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전쟁에 따른 결과로 발생할 수도 있다. 남북한
의 경우 후자에 해당한다.37)
33) 현행 북한 헌법의 조문은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https://www.unilaw.go.kr/Index.do)의 법령정보 – 북
한법령 – 헌법 항목 참조. 통일부 북한자료센터가 소장하고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
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주체105(2016)도 참조.
34)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누1221 판결 참조.
35) Basedow(2019), pp. 459-460.
36) Basedow(2019), pp. 460-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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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준국제사법에서 미승인국가의 취급방법
미승인국가가 제정한 법령이 유효한지, 바꾸어 말하면 법정지국이 승인한 국가가
제정한 법령만이 법정지 법원에서 법으로 취급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
여는 규범적 접근법(normative approach)과 사실적 접근법(factual approach)이 있다.
1. 규범적 접근법
규범적 접근법은 미승인국가도 사람의 능력에 관한 연결점인 국적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과 주권국가로의 승인 여부에 대한 행정부의 판단과 사법부의 판단이 서
로 다를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그러나 미승인국법을 적용하는 것은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사법상 법률관계에서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을 적용하고자 하
는 국제사법적 목적에 따른 것일 뿐이고, 미승인국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실제상 필
요 때문에 작위적인 이론구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규범적 접근법의 일례로 영국
법원은 동독 수립 이후에도 동독지역을 소련 점령지역으로 취급하였고, 소련정부가
동독에 권한을 위임하였을 뿐이라고 이해하였으며, 동독법은 독자적 법체계가 아니
라 유사-소련법(pseudo-Soviet laws)으로서 적용된다고 보았다.38)39)
2. 사실적 접근법
사실적 접근법은 당사자이익을 고려하는 실용적 태도이다. 미승인국가의 행위를
인정하기 위하여 중요한 요건은 ① 실제적인 정부(actual government)의 행위이고, ②
사인들 간의 평화와 질서(peace and good order)에 필요한 행위이어야 한다는 것이
다.40) 실제적인 정부라는 개념은 사법부 또는 행정부가 문제된 지역에서 행한 판단
을 다른 지역에서 승인하는 것과 법정지인 다른 지역의 법원이 문제된 지역의 법을
적용하는 것 사이의 구별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독자적 판단이 가능한 사법부
또는 행정부의 존재는 실제적인 정부의 존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법정지국이
어느 국가를 승인하지 않았다는 것과 그 국가가 실효적으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
는 법을 적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스위스 연방대법원은 일찍이 1924년 소련에
대하여 그와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 프랑스도 1917년 10월 혁명 이후 소련에 대하
37)
38)
39)
40)

Basedow(2019), p. 461.
Carl Zeiss-Stiftung v Rayner & Keeler Ltd. [1966] 2 All ER 536, 548.
Basedow(2019), pp. 462-464.
이는 19세기 미국 연방대법원이 남부연합(Southern Confederate States)에 속하였던 텍사스주의 행위와
관련한 판결에서 제시한 기준이다. State of Texas v. White, 74 U.S. 700 (1868), pp. 732-733 참조.
이와 같은 태도는 국제사법재판소(ICJ)의 Namibia 사건(Legal consequences for states of the continued
presence of South Africa in Namibia (South West Africa) not withstanding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76 (1970), Advisory Opinion, ICJ Report 1971, 16)에서 확인된 바 있다. 상세한 논의는 Mills(2017),
p. 1656 et seq.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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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같은 태도를 취하였고, 프랑스 파기원은 1973년 프랑스의 소련정부 미승인이 프
랑스가 소련의 사법적(私法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허용하지는 않는다고 기
존의 태도를 재확인하였다. 독일 연방대법원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점령한 프랑스
알자스-로렌지역에서 설립된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에 관한 사건에서, 독일이
알자스-로렌지역에서 독일 회사법을 시행한 것은 1899년 헤이그 육전조약 위반이므
로 독일 회사법 대신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다시 시행된 프랑스 회사법이 적용되
어야 한다는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고, 가장 밀접한 관련 내지 근접성을 탐구하는
국제사법의 대원칙은 두 합법적 법질서 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이지
만 실효적이지 않은 법질서와 불법이지만 실효적인 법질서 간에도 적용된다고 판시
하였다. 규범적 접근법은 이미 완료된 법률관계를 불가피하게 소급적으로 조정하는
합법적 법질서의 엄격한 적용으로 귀결되는데, 이는 당사자들이 거래 당시에는 알
지 못하였던 것이다. 독일에서도 사실적 접근법이 통용되었다.41)
유의할 점은 사실적 접근법은 사익 내지 개인적 이익이 문제되는 경우에만 통용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승인국가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법적 구제수단을 행사하
는 일환으로 스스로 법정지 법원에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사실적 접근법이 허
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미승인국가와 그 정부가 제정・시행하고 있는 법률의
사실적 지배를 받는 사인이 관련되어 있는 한, 미승인국법은 법정지 법원에서 적용
될 것이다.42)

Ⅲ. 통일 전 독일의 법적 상황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독일은 4개 점령지역으로 분할되었다. 1949년 미국, 영
국, 프랑스 점령지역이 서독으로 통합되었고, 그 직후 소련의 점령지역이 동독으로
전환되었다. 서독과 동독은 분단시에는 동일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었으나, 분단 이
후 독자적 입법을 새롭게 행하여 이를 발전시켰고 일부 동일한 법률에 대하여도 정
치체제의 차이로 인하여 서로 다른 해석이 행하여졌다. 1973년까지 서독과 서방국
가들은 동독을 국가로 승인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은 1973년 동서독이
기본조약(Grundlagenvertrag)43)을 체결함으로써 종료되었다. 기본조약은 “두 독일 국
가”(two German States)의 존재를 언급하였고, 국적 문제를 촉발시켰다. 서독정부는
기본조약이 국적 문제를 취급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취하였고, 동독정부는 기본
조약에 의하여 국적 문제의 규율이 용이해졌다는 입장을 취하였다.44)
41) Basedow(2019), pp. 467-468; 유하영(1995), 113면.
42) Basedow(2019), p. 468.
43) 정식명칭은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 간의 관계의 기초에 관한 조약｣(Vertrag über die
Grundlagen der Beziehunge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이다. 이는 1972. 12. 21. 체결되었고, 서독과 동독은 각각 1973. 5. 11.과 1973. 6. 13. 이를
비준하였으며, 이는 1973. 6. 21. 발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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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독 연방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태도를 천명하였다: 첫째, 독일제국은 1945년
소멸하지 않았고, 향후 평화조약이 체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둘째, 독일영토상에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한다. 셋째, 두 개의 국가는 상호간에 외국이 아니다. 기본조약이
국제사법적 판단에 미친 영향과 관련하여, 극히 일부 문제는 특별법에 의하여 해결
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의 문제는 법원에서 해결되었고, 서독법원은 준거법 결정의
경우에는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였으나, 절차적 쟁점에 관하여는 그보다는 덜 명확
한 입장을 제시하였다.45)
서독에서는 1896년 제정되어 이후 개정된 민법시행법이 계속 적용되었으나, 동독
은 1975년 별도의 국제사법(또는 법적용법)(Rechtsanwendungsgesetz, RAG)을 제정하
여 1976. 1. 1.부터 시행하였다. 서독 기본법 제23조는 기본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를 연방에 가입한 지역으로 한정하여 아직 연방에 가입하지 않은 지역에 기본법과
다른 법질서가 형성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었다.46) 따라서 서독에서는 동독법을
외국법으로 볼 수 없고 동서독 간에는 국제사법 문제가 아니라 준국제사법(또는 지
역간 법충돌)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서독은 기본조약 체결 후에는 동서독 특수
관계론을 유지하면서도 국제사법적 관점을 확대하여 동독법은 외국법은 아니나 외
국법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하였고, 이에 따라 동독의 판결, 행정행위 등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였다.47) 이때 준거법 결정을 위하여 공간적 속성을 가지는 연결
점은 국제사법과 동일하게 해석되었으나, 국적이라는 연결점은 상거소로 대체하였
다. 다만, 정치체제의 차이로 인하여 서독법원은 서독 법질서의 근본원칙에 반하는
동독법은 공서를 이유로 적용하지 않았다.48) 그러나 준국제사법에서도 공서의 개념
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서독법원의 태도가 준국제사법 문제라는 속
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반면에 동독은 1960년대
부터 일관되게 동독과 서독 간의 법률저촉 문제는 준국제사법이 아니라 국제사법의
문제라고 보았고, 이를 독자적인 국제사법에 명시하였다.49)
준국제재판관할에 있어서 서독은 일반관할에 관하여 피고주소지주의를 원칙으로
삼되, 소송목적물의 독일 내 소재 또는 당사자 일방의 독일 국적 보유 등의 경우
특별관할을 인정하였는데, 동서독간 사법상 법률관계의 처리를 위하여는 민사소송
법상 국제재판관할규칙을 준용하였다. 동독은 서독과 유사한 국제재판관할규칙을
동서독관계에 일반적으로 적용하였다.50) 한편 동독 주민의 당사자적격의 경우 서독
44)
45)
46)
47)
48)
49)
50)

Basedow(2019), p. 469; 유하영(1995), 101면.
Basedow(2019), p. 469.
이효원(2006), 82면; 송인호(2015), 72면; 박상봉(2016), 221-223면 참조.
송인호(2015), 72, 76면.
이효원(2006), 264면.
Vitta(2011), para. 9-18; 이효원(2006), 265-266면 참조.
조은석/김광준/손희두/이용/제성호(2000), 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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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 제16조와 제116조를 근거로 동독 주민도 하나의 독일 국적을 가진 독일 주
민으로 인정한 서독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동독 주민은 물론 동독 법인이
나 비법인단체에도 서독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적격을 인정하였다.51)
민사사법공조의 경우 동서독 모두 1950년대까지는 순수한 국내공조로 처리하였으
나, 1960년대 이후 동독은 순수한 국제공조로 처리하였고, 서독은 원칙적으로는 국
내공조에 준하여 처리하면서도,52) 기본조약 체결 이후에는 동서독 특수관계를 반영
하여 국제공조에 관한 국내법을 준용하여 처리하였다.53) 서독은 동독과의 사법공조
의 경우 당초에는 사법공조를 요청하는 법원이 직접 동독의 관할법원에 요청하였으
나, 1971년 이후로는 동독의 일반적 공조 거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서독의 해당 법
원이 소속된 주 법무부를 통하여 동독 법무부로 사법공조 요청을 송부하였다.54) 만
약 사법공조 요청으로 인하여 동독 주민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거나 동독
주민의 서독 내 미신고재산 보유사실이 발각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법공조 요청을 자제하였다. 동독의 사법공조 요청에 대하여도 만약 사법공조에
응함에 따라 서독에 불이익한 결과가 초래될 경우 공서 조항을 근거로 사법공조 요
청을 거부하였다.55)

Ⅳ. 준거법 결정
1. 특정 지역으로의 연결
서독법원은 초기부터 미승인국법의 적용을 허용하는 사실적 접근법을 채용하였
다. 예컨대 1951. 6. 12. 뒤셀도르프 고등법원(Oberlandesgericht Düsseldorf)은 “한 지
역에서 효력이 있는 민법은 다른 지역의 공서양속과 조화될 수 없는 것이 아닌 한,
그 다른 지역에서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취급된다. 이는 동독정부를 승인하고 있는
지 여부와 무관하다. 이는 문제되고 있는 법률상 규칙이 동독지역에서 법으로서 적
용되고 있는지, 그리하여 그 지역의 사람들이 그것을 준수하여야 하는지의 문제일
뿐이다”라고 판시하였다. 미승인국법을 지정하기 위하여 법정지의 준거법 결정규칙
을 적용하는 것에는 대체로 반대가 없었다. 특히 준거법 결정규칙이 지역적(또는 공
간적) 속성의 연결점을 사용하여 연결대상과 지역 간을 연결시키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였다. 예컨대 불법행위의 경우 불법행위지, 계약의 경우 채무이행지, 혼인의
방식요건의 경우 혼인거행지, 물권의 경우 재산소재지 등이 대표적이다. 1945년 이

51)
52)
53)
54)
55)

이효원(2006), 263면.
조은석/김광준/손희두/이용/제성호(2000), 6면.
이효원(2006), 264면.
제성호(2001), 243면.
이효원(2006), 2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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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서독법원은 동서독간 사법상 법률관계에 대하여 국제사법규칙에 부합하는 준국
제사법규칙을 발전시켜 왔다.56)
일례로 서독 거주자들 간의 대출계약 상환 관련 분쟁에서, 베를린의 소련 점령지
역에 소재한 재산에 대하여 설정된 담보권이 문제되었다. 대출계약은 독일이 통일
적인 법체계를 사용하던 1940년에 체결되었다. 대출계약에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준거법 합의가 없었다. 법원은 계약은 당사자들의 가정적 의사에 의하여 지정되는
법에 의하여 규율된다면서, 동서독의 법체계가 분리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채무의
중심지(center of gravity)가 어디인지를 종래 판례에 따라 판단하였다. 즉, 저당권부
대출이므로 담보물 소재지를 대출계약의 중심지로 파악하였고, 베를린의 소련 점령
지역의 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법정지법 이외의 법이 적용되는 경우 공서양
속에 의한 유보에 따름은 물론이다.57)
2. 국 적
사람의 능력, 친족과 상속의 경우 문제가 복잡해진다. 이들의 경우 국적이 중요한
연결점으로 기능한다. 우리 국제사법은 혼인의 성립, 방식, 혼인의 일반적 효력, 부
부재산제, 이혼, 혼인 중의 친자관계, 상속 등에 관하여 국적을 연결점으로 규정하
고 있다. 1990년까지의 서독과 현재의 남한 모두 전체 영토의 나머지 부분(동독지역
과 북한지역)의 거주자도 자국민으로 보기 때문에 국적이라는 연결점은 서독법원에
서 서독 거주자와 동독 거주자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기능하지 못하였고, 마찬가지
로 남한 거주자와 북한 거주자를 구별하는 기준으로도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58)
위와 같은 교착상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다른 연결점이 필요하다. 첫 번째 접근
법은 문제된 사람이 남한 국적과 북한 국적을 모두 가지고 있는 이중국적자라고 보
는 것이다. 그 경우 국제사법 제3조 제1항 단서59)에 따라 남한 국적이 우선하고, 다
른 국적인 북한 국적은 고려될 수 없다.60) 이는 남한 거주자와 북한 거주자 모두에
대하여 동일하다. 이것이 서독에서 선호되었던 접근법이었다. 두 번째 접근법은 대
체연결점(substitute connecting factor)을 사용하는 것이다. 서독법원은 초기에는 거소
(domicile)를 대체연결점으로 사용하였고, 나중에는 상거소(habitual residence)를 대체
Basedow(2019), pp. 470-471; 유하영(1995), 102-103면.
Basedow(2019), p. 471.
Basedow(2019), pp. 471-472; 유하영(1995), 106-107면.
국제사법 제3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하여야 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둘 이상의 국적을 가지는 때에는 그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그 본국법
으로 정한다. 다만, 그 국적중 하나가 대한민국인 때에는 대한민국 법을 본국법으로 한다.”
60) 북한 대외민사관계법 제7조 제1항도 같은 태도이다. 그 조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둘이
상의 국적을 가진 당사자에 대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법을 본국법으로 한다. 1. 당사자가 가진 국
적들가운데서 하나가 우리 나라 국적인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 [후략]”
56)
57)
58)
59)

- 16 -

연결점으로 사용하였다. 두 접근법에 따른 결론은 대부분의 사안에서 동일하나, 문
제된 사람이 제3국에 상거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차이가 있다. 문제된 사람이
동독에 대하여 사회적 통합(social affiliation)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실상
의 국적(de facto citizenship)을 인정하자는 견해가 1973년 기본조약 체결 이후에 제
기되기도 하였다.61) 국적의 개념을 장소적으로 가장 밀접한 관련성으로 대체하되,
그 기준으로 상거소, 최후 상거소, 단순거소(schlichter Aufenhalt), 최후 단순거소, 가
장 밀접한 관련, 수도 등이 제시되기도 하였다(Kegel).62)
유명한 사건으로 동독에서 혼인하여 서독으로 이주한 부부의 부부재산제에 관한
1963. 6. 21.자 서독 연방대법원 판결이 있다. 원래 독일 민법상 부부재산제는 명백
히 아내에게 차별적이었는데, 이는 동독에서는 부부별산제(separation of assets)로 대
체되었고, 서독에서는 부가이익공동제(community of acquisitions)로 대체되었다. 독일
국제사법에 따르면, 혼인 당시 부부의 본국법에 의하여 부부재산제가 결정되고, 이
는 그들의 혼인이 계속되는 한 변경될 수 없다. 서독 연방대법원은 부부재산제의
준거법이 부부가 혼인거행 당시에 그들의 상거소를 가지고 있었던 지역의 법인 경우
동독에서 이주한 사람들에게도 불변경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63)
상거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사건이 제기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그 경우 단순거소가 상거소 대신에 적용되었을 것이다. 현재는 당사자자치를 넓게
인정하는 확고한 경향이 있으므로, 문제된 사람이 그의 본국에 존재하는 두 가지
법체계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64)

Ⅳ. 판결의 승인 및 집행
1. 승인의 요건
분단에도 불구하고 단일한 국가를 유지하고 있다는 헌법적 주장을 관철한다면,
국가의 어느 지역에서 내려진 판결이든 그 국가의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효력을 가
져야 한다. 그러나 두 법역의 법원이 충돌하는 경우 이를 조정할 중앙집권적 재판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다. 사법부의 기능이 법역별로 차이가
있는 현실과 어느 법역에서는 사법부의 독립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외면할 수도
없다. 그렇다고 다른 법역에서의 판결을 외국판결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도 없는 노
릇이다.65)
61)
62)
63)
64)

Basedow(2019), p. 472.
오수근(1998), 566면; 제성호(2001), 241면 참조.
Basedow(2019), p. 473.
Basedow(2019), p.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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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서독법원이 축적한 판결례는 일관되지 않다. 분단 초기에는 동독과
서독의 사법(私法)(민사소송법 포함)이 동일하였고, 동독은 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
서야 독자적인 입법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서독법원이 동독법원 판결의 효력을 인정
함에 어려움이 없었다. 동독법원 판결도 독일법원 판결로 취급되었으므로, 외국판결
특별집행절차(exequatur)에 관한 민사소송법(제722조 이하) 규정은 동독법원 판결에
적용되지 않았다. 서독법원은 동독법원 판결의 승인 필요성을 언급하기는 하였으나,
승인 요건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328조를 엄격히 적용하지 않았다.66)
서독 연방대법원은 승인 요건들 중에서 동독법원의 국제재판관할 요건과 상호주
의 요건은 명시적으로 제외시키면서도,67) 공서 요건은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바꾸어
말하면, 서독법원은 실체 또는 절차의 측면에서 지나치게 불공정한 동독법원 판결
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안전밸브(safety valve)로서만 승인 요건을 적용하였던 것
이다.68) 따라서 서독법원은 오로지 정치적 고려에만 기초한 친족법상 사건들에 관
한 동독법원 판결의 승인을 거부하였다. 일례로 서독으로 불법적으로 탈출한 어머
니 때문에 동독에 거주하는 아버지에게만 자녀의 양육권을 인정한 동독법원 판결의
승인이 거부되었다. 동독은 “공화국으로부터의 탈출”(desertion from the Republic)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었으므로 어머니의 탈출은 형사처벌 대상이었다.69)
2. 통화의 문제
금전판결의 집행은 통상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통화규제 때문에 집행이
거부되기도 하였다. 동독법원은 대개 동독통화(동독마르크)에 의한 지급을 명하였
다. 서독법원은 기본적으로 그와 같은 판결을 집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동독통화
의 동독으로의 반입은 동독의 통화규제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았다. 다수의 채무자
는 동결된 은행계좌로 동독통화에 의한 지급을 행하였고, 이는 동독의 채권자에게
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70)
동독법원의 부양료지급 판결을 집행하여야 하는 경우 실무상 이유로 서독법원은
대략적으로 1서독마르크 대 4동독마르크의 비율의 시장환율에 따라 환산한 서독통
화로 지급을 명하는 내용으로 집행하도록 하였다. 이는 동독정부가 적용하는 공식
65) Basedow(2019), pp. 473-474.
66) Basedow(2019), p. 474.
67) Basedow(2019), p. 474. 반면에 조은석/김광준/손희두/이용/제성호(2000), 6면은 서독이 동독법원 판
결을 내국판결로 간주하여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서독에서 집행을 허용하였다고 기술하고 있고,
이효원(2006), 263면은 서독은 동독법원의 소송절차가 서독의 관할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판결의 집행을 거부함으로써 동독의 재판권 행사를 제한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68) 반면에 동독법원은 국제재판관할 요건이나 공서 요건에 위배되는 경우에 동독법원 판결을 승인하
지 않았다고 한다. 조은석/김광준/손희두/이용/제성호(2000), 6면.
69) Basedow(2019), p. 474.
70) Basedow(2019), p.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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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이 1서독마르크 대 1동독마르크의 비율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독 부양
의무자는 민법 제244조에 따라 시장환율에 따른 지급에 의하여 변제하였다. 서독
집행기관은 1서독마르크 대 4동독마르크의 비율로 환산하여 서독통화로 지급된 금
액만을 동독으로 송금하고자 하였고, 이는 동독 부양권리자가 동독법원 판결에 따
라 지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의 4분의 1에 해당하였다.71)
부양권리자가 서독에 거주하고 부양의무자가 동독에 거주하는 경우 서독법원의
부양료지급 판결은 동독지역에서 곤란한 처지에 놓였다. 동독 대법원은 일찍이
1952년 승인 및 집행은 동독법이 허용하는 한도까지만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서
독의 인플레이션에 따른 부양료 상승 필요는 무시되었다. 동독법원은 서독의 인플
레이션이 아데나워 수상의 서독정부가 독일 전체의 노동계층에 손해를 야기한 재무
장 때문에 초래된 것이라고 보았다. 이후 동독이 동독으로부터의 탈출에 대한 형사
처벌을 도입함에 따라 서독법원의 부양료지급 판결은 동독법원에서 빈번하게 승인
이 거부되었는데, 이는 부양권리자가 동독으로부터 불법적으로 탈출한 경우이기 때
문이었다. 집행되지 않은 금전판결, 특히 부양료지급 판결이 누적되었고, 동서독은
1973년 기본조약의 부속의정서에 따른 청산절차에 합의하였다.72)

Ⅴ. 긴급관할
한 국가의 다른 법역에서의 판결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분쟁의 당사자는 법률상
보장되는 사법적(司法的) 보호가 박탈될 우려가 있다. 그 경우 해당 법역의 법원이
통상의 관할규칙에 따르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때라고 하더라도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될 필요가 있다. 이는 재판의
거부(denial of justice)를 방지하기 위한 보충적 관할로서 긴급관할(forum necessitatis)
이라고 하고, 준국제사법에서도 국제사법에서와 다른 법리가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
다. 긴급관할은 재판 받을 권리라는 기본권으로부터 도출됨과 동시에 정의의 요청
이므로 법률상 명문규정이 없더라도 인정되는 것이다.73) 다만, 긴급관할은 그 본질
상 아주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74)
참고로 대법원 1988. 4. 12. 선고 85므71 판결은 “심판의 거부가 오히려 외국인에
대한 법의 보호를 거부하는 셈이 되어 정의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원고주소지 관할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는 긴급관할을 인정한 것으
로 볼 여지가 있다.75)
71)
72)
73)
74)
75)

Basedow(2019), p. 475.
Basedow(2019), pp. 475-476.
Basedow(2019), p. 476.
석광현(2012), 147면.
석광현(2012), 141면 및 147면, 주17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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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통일 이후 독일의 입법
1. 통일 전 완료된 사건
민법시행법 제236조 제1항은 동독의 연방가입일(1990. 10. 3.) 전에 완료된 사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동독의 연방가입일 전에 완료된 사건에는 기존의 국제사
법, 즉 서독의 민법시행법뿐만 아니라 동독의 국제사법도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는
동독지역에서 구 동독법 대신에 서독법이 적용된다는 통일조약(Einigungsvertrag)76)
제8조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동독의 연방가입일 전에 완료된 사건을 제외하고는
원칙에 따라 민법시행법이 적용된다. 이는 민법시행법 제220조 제1항에 상응한다.
2. 가족법상 법률관계의 효력
민법시행법 제236조 제2항은 가족법상 법률관계의 효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동독의 연방가입일 전에 발생한 가족법상 법률관계의 효력은 동독의 연방가입일부
터는 민법시행법 제1편 제2장의 규정에 의한다. 이는 민법시행법 제220조 제2항에
상응한다.
동독 상속법의 효력범위 문제는 법적 동화의 곤란이라는 문제를 노정하였다. 통
일조약에 따라 상속법의 효력은 상속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하는데, 동독 상
속법은 동독 소재 토지, 건물 기타 재산에 관하여 항상 피상속인의 국적으로부터
독립하여 적용되었다. 그러나 서독법원은 주소지원칙에 따라 서독 상속법을 적용하
여 왔다. 이에 따라 종래 서로 다른 상속분에 따른 모순된 상속증명서가 작성되는
경우가 있었고, 이 문제는 통일 이후에도 지속되었다.77)
3. 부부재산제
민법시행법 제236조 제3항은 부부재산제의 효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동독의
연방가입일 전에 체결된 혼인에 따른 부부재산적 효력은 제15조(2019. 1. 28.까지 시
행된 것)에 의한다. 동독의 연방가입일이 혼인체결일을 대신한다. 다만, 민법시행법
제236조 제3항 제1문에 따른 준거법의 변경으로 이전의 부부재산제가 종료됨에 따
른 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 그 청구권은 동독의 연방가입일로부터 2년이 경과할 때
까지 유예된다.
76) 정식명칭은 ｢독일의 통일 성취에 관한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 간의 통일조약｣(Vertrag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ie
Herstellung der Einheit Deutschlands)이다. 국문번역은 법무부 법무실(1992), 609면 이하 참조.
77) 법무부 법무실(1992), 1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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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단계적 통일과정에서 준국제사법 실정법규 제정방안
Ⅰ. 준국제사법적 접근방법의 필요성
남한과 북한 중 어느 지역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것인지(준국제재판관할의
문제), 남북한 주민간 법률관계에 어느 지역의 법이 적용될 것인지(준거법 결정의
문제), 북한재판을 어떤 요건에 따라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이법지역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는 북한의 법적 지위에 대한 헌법상 문제가 선
제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78) 북한을 남한의 일부로 보는 경우 남북한 사인간
상거래관계는 남한의 국내적 법률관계에 해당하여 국제사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고,
북한을 다른 외국과 동일하게 보는 경우 남북한 사인간 상거래관계는 국제적 법률
관계에 해당하여 국제사법을 적용하면 충분하다. 북한을 남한의 일부로 취급한다면,
남북한 법원간 관할은 남한법에 의하여 결정되고, 남북한 주민간 법률관계에는 남
한법이 적용되며, 북한법원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규정된 외국판결이 아니
라 내국판결에 해당한다. 반면에 북한의 법적 실체를 전면적으로 인정하여 외국으
로 취급한다면, 남북한 법원간 관할은 국제민사소송법의 법리가 적용되고, 남북한
주민간 법률관계에는 국제사법의 법리가 적용되며, 북한법원 판결은 내국판결이 아
니라 외국판결에 해당한다.
남한은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은 영토를 법률상 회복할 책무를 부과하는 목적적
이고 가치적인 성격이 있는 조항으로 이해하고, 헌법 제4조의 평화통일조항은 헌법
제3조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적이고 실천적인 성격의 조항으로 이해함으로써, 북한
을 평화통일 실현의 대상으로 파악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79) 북한 역시 헌법
제9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80) 평화통
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북반부만을 통치하고 있는 북한의 현실을 인정하는 전제 위에서 남한을
통일 실현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81)

78) 상세는 석광현(2015), 339-347면; 석광현(2019), 525-527면 참조.
79) 남북한 특수관계론에 입각한 규범조화적 해석방법이다. 상세는 이효원(2014), 96-99면 참조.
80) 북한은 ‘자주’의 의미를 남한을 식민지로 통치하는 미제국주의를 남한에서 추방함으로써 한민족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효원(2014), 82면 참조.
81) 북한의 1972년 헌법 제5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외세를 물리치고 민주주의적 기초 위에서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며
완전한 민족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밑줄은 필자), 이를
1992년 헌법 개정시 삭제하였다. 오수근(1998), 568면 참조.

- 21 -

결국 남한과 북한은 모두 남북한관계를 국가간 문제로 보지 않고 한 국가의 내부
문제로 보고 있으므로, 국제적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남한의 국제사법(광의로 이해하
는 경우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의 외국판결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규정 등을 포
함)이나 북한의 대외민사관계법이 남북한 사인간 상거래관계에 직접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82) 왜냐하면 남북한관계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
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므로,83) 남북한 사인간 법률관계
도 그와 같은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남한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과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5조는 남북한 거
래는 국가간 거래가 아니라 민족내부 거래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84) ｢남북교류협
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이 남북한 교역에 대하여 ｢대외무역법｣ 등 무역에 관
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3항이 남북한 간의 투자, 물품 등의 반출・
반입 등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 등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간 경제
교류를 지칭하는 ‘무역’과 구별하기 위하여 ‘교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마찬가지
로 ‘수출’, ‘수입’과 구별하기 위하여 ‘반출’, ‘반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한 거래를 국가간 거래로 보지 않는다는 태도에는 의문이 없는 것으로
이해된다.85)
따라서 남북한관계는 불통일법국을 규율하는 법리에 따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불통일법국, 즉 “지역에 따라 법을 달리하는 국가”(국제사법 제3조 제3항)에서 어느
지역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것인지, 어느 지역의 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될 것인
지, 어느 지역의 법원에서 내려진 확정판결이 다른 지역에서 어떤 요건에 따라 승
인 및 집행될 것인지는 국제사법과 동일 또는 유사한 방법론이 통용되는 준국제사
법의 문제이므로, 남한의 국제사법이나 그에 상응하는 북한의 대외민사관계법을 준
용 또는 유추적용하는 접근방법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적실성이 있다.86)

Ⅱ. 국가적 입법관할권과 지역적 입법관할권의 경계

82) 북한의 대외민사관계법의 ‘대외’라는 표현에 주목하여 북한이 향후 남북한 사인간 법률관계에 동
법을 적용할 여지를 두었다는 평가가 있으나, 대외민사관계법뿐만 아니라 ‘대외’라는 표현이 사용
된 대외경제계약법, 대외경제중재법 등 다른 법률을 참고하더라도 북한이 남한의 사인이 개재된
법률관계를 의식하여 ‘대외’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같은 견해로 장문철
(2001), 137면, 주5.
83) 이는 1991. 12. 13. 체결되고 1992. 2. 19. 발효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
한 합의서｣(이하 “남북기본합의서”) 전문(前文)에 사용된 표현이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도 남북기본합의서의 표현을 입법화하여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
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명시하고 있다.
84) 후자에 관하여는 제성호(1996), 36-37면 참조.
85) 제성호(1996), 34-36면 참조.
86) 같은 견해로 석광현(2019), 525면; 장문철(2001), 1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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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통일법국은 스스로 국가주권을 행사함으로써 국가적 입법관할권에 속하는 사항
과 지역적 입법관할권에 속하는 사항을 구별하고 이를 정당화한다. 병존하는 복수
의 법역은 국가주권에 의하여 설정된 한계에 종속된다. 지역적 입법관할권의 내용
은 원칙적으로 모든 법역에서 동일하겠지만, 법역에 따라 상이할 수도 있다. 불통일
법국 내에서의 입법관할권의 경계가 설정되더라도, 어느 경우에 사안이 둘 이상의
지역적 법체계와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그 경우 법정지 법원이 어느 지역
의 법체계를 적용할지가 해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규범은 실질법규칙이 아니라
저촉법규칙이다.87)
준국제사법은 ① 국가적 법체계일 수도 있고, ② 지역적 법체계일 수도 있다. 국
가적 준국제사법이라고 하더라도, ⓐ 불통일법국 내의 모든 법역을 대상으로 할 수
도 있고, ⓑ 일부 법역만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 위 ②에 해당하는 예가 미국,
스페인, 1965년 이전의 폴란드이고, 위 ① 중 ⓐ에 해당하는 예가 소련이다. 별도의
준국제사법을 제정하지 않고, 국제사법을 준용하는 예가 영국이다.
남북한의 경우 단계적 통일과정에서 국가연합 또는 연방국가와 유사한 형태의 통
치구조가 일정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준국제사법적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다만,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는 불통일법국(1국가 2
체제)을 예정한 것으로 보이나,88) 1989년 노태우정부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1994년 김영삼정부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기초한 3단계 통일방안(화해협력단계
→ 남북연합단계 → 통일국가단계)의 ‘남북연합단계’(2체제 2정부)는 남한과 북한이
국방권과 외교권을 각자 보유하지만 남북한관계는 민족 내부의 두 체제 사이의 관계
이고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아니라고 설명하므로,89) 불통일법국(1국가 2체제)을 예
정한 것인지가 다소 불명확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자치제도를 도입하여 북한지
역에서만 한시법을 시행할 필요가 있고,90) 준국제사법규범이 그에 포함될 수 있다.91)

Ⅲ. 구체적 방안의 검토
현재 단계에서는 남북한 주민들 간에 상시적인 상업적 교류협력이 행하여지고 있
지 않으므로 상사법률관계를 염두에 두고 준국제사법을 별도로 제정할 필요가 긴급
하지는 않다. 그러나 남북한관계의 진전에 따라 남북한 주민들 간에 상시적인 상업
87) Vitta(2011), para. 9-21 참조.
88)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도 국방권과 외교권이 지역정부에 있음을 전제로 하므로 사실상 2국
가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송인호(2015), 425면, 주477.
89) 통일부 통일교육원(2009), 15면; 송인호(2015), 424-425면 및 주477 참조.
90) 권영호(2009), 110-111면; 송인호(2015), 432-440면 참조.
91) 이는 국가적 법률일 수도 있고 지역적 법률일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에도 국가 전체가 아니라 일
부 지역을 대상으로 적용될 수 있다.

- 23 -

적 교류협력이 가능해져 3단계 통일방안의 1단계인 화해협력단계가 현저해지고, 나
아가 3단계 통일방안의 2단계인 남북연합단계로 진전되는 경우에는 남북한 주민들
간에 다수의 상사법률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별도의 준국제사법을 제정
하여 광의의 준국제사법적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도 높아질 것이다. 구체적인 입법
방안은 남북한지역에서 입법관할권을 행사하는 기관의 존재양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즉, ① 남한과 북한이 각자의 법역에서 지역적 입법관할권을 행사하는
입법기관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92) ② 그에 더하여 남북한지역 전체에서 국가적 입
법관할권을 행사하는 입법기관이 병존하는 경우,93) ③ 더 나아가 남북한지역 전체
에서 국가적 입법관할권을 행사하는 입법기관만이 존재하는 경우94)를 구분하여 검
토할 필요가 있다.
1. 제1안 ― 남북한이 별개의 국제사법을 유추적용하는 방안
남북한이 현재 존재하는 국제사법과 대외민사관계법만을 유지하되 산발적으로 발
생하는 남북한 주민간 상사분쟁에 대하여 국제사법규범을 유추적용(또는 준용)하는
방안이다. 여기에서 국제사법규범은 광의의 국제사법으로 이해되므로, 남한의 경우
유추적용의 대상인 법률에는 형식적 의미의 국제사법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 민사
집행법, 국제민사사법공조법 등도 포함된다. 남한법원에서 재판하는 경우 준국제재
판관할은 우리 민사소송법 등의 관할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관할이 인정되는지 여부
를 판단하고, 준거법은 우리 국제사법을 유추적용하여 남한법과 북한법 중 무엇이
적용되는지를 판단하며, 이법지역판결의 승인 및 집행은 우리 민사소송법과 민사집
행법의 외국판결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판단한다. 새로운 입법
을 예정하지 않은 방안이므로 수시로 직면하는 필요에 대응하기에는 편리할 수 있
으나, 유추적용이라는 방법론상 한계로 인한 법적 안정성의 결여가 단점으로 지적
될 수 있다. 남북한 교류협력의 수준이 고도화되는 경우에는 폐기될 수밖에 없는
임시방편이라고 할 수 있다.
2. 제2안 ― 남북한이 별개의 지역적 준국제사법을 제정하는 방안
남북한이 현재 존재하는 국제사법과 대외민사관계법을 유지하면서도, 별개의 입
법관할권에 기초하여 별개의 지역적 준국제사법을 제정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남
북한이 하나의 국가이지만 분단되어 있다는 점, 자본주의법과 사회주의법의 분열이
라는 점, 이에 따라 공통의 법문화와 법감정이 부재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한
92) 현재 상태이고, 남북한관계가 진전되더라도, 심지어 통일 이후에도 현재의 분립적 입법관할권이
유지될 수도 있을 것이다.
93) 예컨대 남북연합단계에서의 남북평의회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94) 이 경우 상하 양원제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나, 단원제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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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95) 남북한이 별도의 주권을 향유하는 국가연합 또는 연방제 단계에서는 남한은
국제사법에 기초한 입법을 행할 가능성이 높고, 북한은 대외민사관계법에 기초한
입법을 행할 가능성이 높지만, 다른 법역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전제로 국제사법과
대외민사관계법의 이동(異同)을 고려하여 입법을 행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입법
형태와 관련해서는 각 법역의 지역적 준국제사법에서 ① 각 법역의 국제사법을 대
체로 준용한다고 선언하면서 원칙에 관한 규정만을 둘 것인지, ② 개별 연결대상에
대하여 정치한 연결규칙을 둘 것인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어느 형태이든 남북한
이 개별적 입법관할권을 행사하여 동일한 내용의 법률을 ‘쌍둥이 입법’의 형식으로
제정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3. 제3안 ― 남북한이 단일한 국가적 준국제사법을 제정하는 방안
제2안에 비하여 실현 가능성이 비교적 높지 않거나 실현 가능한 시기 내지 단계
가 비교적 늦을 수 있으나, 남북한이 남북한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단일한 국가적
준국제사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남북한지역 전체에 대하여 입법관
할권을 행사하는 유일한 입법기관이 등장한다면 이는 당연한 결론이다. 예컨대 3단
계 통일방안 중 남북연합단계에서 남북정상회의, 남북각료회의와 함께 최고의사결
정기구로 제안되고 있는 남북평의회가 실제로 설치되어 점차적으로 입법관할권의
범위를 확대하여 유일한 입법기관으로 발전하는 경우이다.96) 그러나 단계적 통일과
정에서든 통일이 완성된 단계에서든 남북한이 별개의 입법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남
북한이 일치된 의사에 기초하여 남북한 전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국가적 준국제
사법을 제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는 남북한이 남북합의서 또는 그에 상응하는
문서를 채택할 수도 있고,97) 양원제 의회인 경우 상원 또는 하원이 남북한지역 전
체를 대상으로 하는 입법관할권을 행사하여 별도의 국가적 법률을 제정할 수도 있
다. 다만, 제3안에 의한 입법은 비단 준국제사법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남북한
주민들의 수용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Ⅳ. 평 가
장래에 남북한 주민간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고 다수의 상사법률관계가 수시로 성
립과 소멸을 반복하는 경우 준국제사법적 쟁점을 가장 효율적으로 규율하는 방안은
제2안이라고 생각된다. 남북한지역 전체에 대하여 국가적 입법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입법기관이 창설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결
국 남한과 북한이 독자적인 개별적 입법관할권을 행사하여 다른 법역을 존중하면서
95) 제성호/안영섭/김영윤/김창근/배성인/이근관/지봉도/제강호(2004), 162면
96) 상세는 이효원(2006), 66-68면; 제성호(2010), 216면; 송인호(2015), 424-425면 참조.
97) 제성호/안영섭/김영윤/김창근/배성인/이근관/지봉도/제강호(2004), 1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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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각 법역의 입법정책을 관철시킬 수 있는 준국제사법을 제정・시행함이 바람직하
다. 이 경우 남한은 국제사법을 기초로 남북한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특별법을 제
정하여야 할 것이다. 입법의 범위는 준거법 결정규칙뿐만 아니라, 준국제재판관할,
이법지역판결의 승인 및 집행, 민사사법공조에 관한 규정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
직하다. 다만, 단순히 대체로 국제사법을 준용한다는 원칙 규정만을 둘 것인지, 아
니면 준거법 결정에 관한 총칙과 각칙의 정치한 규칙을 둘 것인지, 준거법 결정규
칙 외의 사항에 대하여도 어느 범위에서 정치한 규칙을 둘 것인지를 입법과정에서
면밀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견으로는 남북한 주민간 교류협력이 점증하더라도
상당한 규모로 발전되기 전까지는 준거법 결정규칙 중 총칙에 관한 사항은 정치하
게 규정하더라도, 준거법 결정규칙 중 각칙에 관한 사항, 그리고 준국제재판관할,
이법지역판결의 승인 및 집행, 민사사법공조 등에 관하여는 관련법령을 준용한다는
원칙을 선언하는 입법형태가 현실적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이것 역시 남북한 주민
간 교류협력이 상당한 규모로 증가하는 때에는 개정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그
경우 일차적으로는 개별적인 상사법률관계에 대한 준거법 결정규칙을 신설함이 바
람직할 것이다.
남북한간 준국제사법은 통일이 완성된 단계에는 기본적으로 폐지가 예정된 과도
기적 입법일 수밖에 없다. 통일이 완성된 단계에서는 남한의 민법과 상법의 지리적
적용범위가 남한에서 북한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다만, 그 전에 북한지역에서 성
립된 법률관계의 효력을 유지시키고, 필요한 범위에서 일정한 법률관계의 경우에도
경과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독일의 경우 가족법상 법률관계와 특히 부부재산제에
관하여 민법시행법에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었는데, 이는 동서독관계의 특유한 맥락
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남북한관계에서 특유하게 요구되는 사항이 무엇일지를
향후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 민법에 따른 소유권, 즉 국가 소유
권, 사회협동단체 소유권, 국가재산 이용권, 살림집 이용권 등을 어떻게 처리할지,
북한 민법상 개인 소유권에 남한 민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북한 민법상 소유권 중
남한 민법상 등기를 요하는 물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남북분단의 장기화에 따른 취
득시효를 어떻게 처리할지 등이 문제될 수 있고, 이들 문제를 특별히 규율하기 위
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98)

98) 조은석/김광준/제성호/김병기(2002), 3-4면; 이용일(2020), 242-24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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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남북한 현행 국제사법의 비교검토를 통한 준국제사법 실정
규범의 모색
Ⅰ. 검토의 목적과 대상
여기에서는 남한의 국제사법과 북한의 대외민사관계법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
남한과 북한에서 입법관할권을 행사하는 별개의 입법기관이 존재함을 전제로 남한
법원에서 재판하는 경우에 적용될 지역적 준국제사법규범의 법률안을 제시한다. 상
거래관계에서 문제되는 규정들을 비교법적 방법론에 입각하여 일별하면서, 준국제
사법적 관점에서 특별한 고려가 행하여져야 하는 쟁점을 식별해보기로 한다. 특히
북한의 대외민사관계법은 남한의 현행 국제사법과 달리 국제민사절차법 규정도 다
수 포함하고 있어서 주목할 만하고,99) 필요한 범위에서 준국제사법규범에도 반영하
여야 한다. 북한의 대외민사관계법상 국제민사절차법 규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는 남한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국제민사사법공조법과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도 함께 고찰한다.

Ⅱ. 총 칙
1. 국제사법의 목적

남한 국제사법
제1장 총칙

북한 대외민사관계법
제1장 대외민사관계법의 기본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적 요소가 있 제1조(대외민사관계법의 사명) 조선민
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에 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민사관계법은 대
관한 원칙과 준거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외민사관계에서 당사자들의 권리와 리
한다.

익을 옹호보장하며 대외경제협력과 교
류를 공고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대외민사관계법의 규제대상) 이
법은 우리 나라 법인, 공민과 다른 나
라 법인, 공민 사이의 재산, 가족관계에
적용할 준거법을 정하며 민사분쟁에 대
한 해결절차를 규제한다.

99) 이는 1963년 체코슬로바키아 국제사법, 1979년 헝가리 국제사법, 1982년 유고슬라비아 국제사법과
같이 자본주의국가에 대한 경제개방정책을 취하면서 실질사법의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준거법
결정규칙만이 아니라 국제재판관할, 외국판결・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 등에 관한 규정도 포함시켰
던 사회주의 국제사법의 입법경향과 유사하고, 스위스 등 현대 국제사법의 추세를 따른 것이다. 木
棚照一(1996), 349-350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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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민사관계법은 협의의 국제사법에 해당하는 준거법 결정규칙뿐만 아니라 국제
재판・중재관할, 국제적 소송경합, 사법공조, 외국판결・재결의 승인 및 집행 등 광
의의 국제사법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대외민사관계법
제2조는 동법의 규율대상으로 북한 공민/법인과 외국 공민/법인 간의 재산관계와 가
족관계에 적용할 준거법의 결정과 함께 국제민사절차법을 포괄할 수 있는 ‘민사분
쟁의 해결절차’를 언급하고 있다. 반면에 국제사법 제1조의 목적조항은 국제재판관
할과 준거법만을 언급하고 있다.
남한지역에서 통용될 지역적 준국제사법규범을 제정하는 경우 그 규율대상을 명
확히 열거함이 적절할 것이다. 법률의 명칭은 남북가족특례법의 예에 따라 ｢남북
주민 사이의 상사관계에 관한 특례법｣(이하 “남북상사특례법”)이 적절할 것이다.

제1조(목적)100) 이 법은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의 상사관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남한법원의 재판관할
2. 준거법
3. 북한법원의 확정재판등의 남한지역에서의 승인과 집행
4. 남한법원과 북한법원 사이의 민사사법공조

남북상사특례법에는 아래와 같이 남북가족특례법 제2조의 기본원칙을 동일하게
선언할 필요가 있다.

제2조(법 적용의 기본원칙) 이 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남한과 북한의 관계가
국가 사이의 관계가 아닌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
는 특수관계임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남북가족특례법 제3조 제1호, 제2호의 정의규정을 남북상사특례법에도 동일
하게 규정하되, 자연인만이 문제되는 남북가족특례법과 달리 법인도 문제될 수 있
음을 고려하여 ‘주민’의 개념에 법인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아래 밑줄 부분).

100) 2004년 제시된 시안은 제1조에서 ‘목적’이라는 표제 아래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남한지역과 북한지역 간의 섭외적 생활관계에 관한 준거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성호/안
영섭/김영윤/김창근/배성인/이근관/지봉도/제강호(2004), 161-162면. 그러나 이는 준거법 결정규칙만
을 두는 경우에 적절한 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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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남한”이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을 말하고, “북한”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을 말한다.
2. “남한주민”이란 남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남한지역에서 설립된 법인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을 말하고, “북한주민”이란 북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북한지역
에서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남북가족특례법 제3조 제3호와 제4호에서 정의되어 있는 ‘분단의 종료’와 ‘자유로
운 왕래’라는 개념은 동법 제8조 제2항과 제9조 제2항에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와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소의 제기에 장애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년)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고, 동법 제3조 제5호에서 정의되어 있는 ‘남북이산’이라
는 개념은 동법 제10조 제1항과 제4항에서 상속재산반환청구권자를 특정하고 동법
제11조 제1항에서 상속회복청구권자를 특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 개념은 실질법
상 권리와 결부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개념은 실질법을 제외하고 광의의 준국제사
법에 관하여만 규율하고자 하는 남북상사특례법에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국제사법의 기본원칙

남한 국제사법

북한 대외민사관계법
제3조(자주적권리의 존중원칙) 국가는
대외민사관계에서 당사자의 자주적권리
를 존중하도록 한다.
제4조(평등, 호혜의 원칙) 국가의 대외
민사관계에서 평등과 호혜의 원칙을 구
현하도록 한다.

해당 조문 없음.101)

제6조(대외민사관계 관련조약의 효력)
대외민사관계와 관련하여 우리 나라가
다른 나라와 체결한 조약에서 이 법과
다르게 규정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다. 그러나 대외민사관계에 적용할 준
거법을 정한것이 없을 경우에는 국제관
례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을
적용한다.

101) 다만, 정부가 2020. 8. 7. 제21대 국회에 제출한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818)(이
하 “국제사법 개정안”)에는 ‘조약’을 언급하고 있는 규정들이 있다(밑줄은 필자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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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는 국제사법의 기본원칙은 개별국가의 대외정책의 계급적 성격과 관련되
고, 개별국가의 대외정책의 본질과 성격은 국제사법에 규정되는 기본원칙에 의하여
표현된다고 본다.102) 대외민사관계법에 규정된 기본원칙은 ① 당사자 자주권 존중의
원칙, ② 평등과 호혜의 원칙, ③ 국내법과 국제법의 동시구현의 원칙이다.103) 남한
국제사법은 이들 원칙에 상응하는 기본원칙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이들 원
칙이 남한의 법체계 내지 법질서 일반(국제사법 포함)의 근본이념과 배치되는 측면
이 있는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 기본원칙인 당사자 자주권 존중의 원칙이란 대외민사관계를 포함한 모든
사회관계에서 당사자들은 타인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자기의 자주권을
침해 당하지 않아야 하며 타인에 의하여 자기의 자주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104) 이와 같은 원칙을 선언한 대외민사관계법 제3조는 역사상 최초의 독창적
인 국제사법상 입법적 조치라고 평가된다.105) 당사자 자주권 존중의 원칙은 수범자
에게 행위기준이자 활동방향으로 기능하고,106) 준거법의 적용과 집행을 통하여 대외
민사관계가 당사자들 간의 자주적 관계로 형성되도록 담보되며,107) 이는 대외민사관
계를 포함한 모든 사회관계는 자주적 관계로 규제하여야 한다는 사회주의법의 원
칙, 근본사명, 규제적 목적에 기여하고,108) 국가간 관계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국적
의 공민 및 법인 간의 관계에서도 평등하고 공정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
제2조(일반원칙) ② 이 법이나 그 밖의 대한민국 법령 또는 조약에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합의관할) ① 당사자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의합의(이하
이 조에서 “합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합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효력이 없다.
3.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를 때 합의의 대상이 된 소가 합의로 정한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의 국제재판관할에 전속하는 경우
제10조(전속관할) ②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외국법원의 국제재
판관할에 전속하는 소에 대해서는 제3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국제적 소송경합) ③ 법원은 대한민국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승인 요건을 갖춘 외국의 재
판이 있는 경우 같은 당사자 간에 그 재판과 동일한 소가 법원에 제기된 때에는 그 소를 각하
하여야 한다.
102) 박명의(2002a), 66면.
103) 박명의(2002a), 66-71면은 위 ① 내지 ③을 대외민사관계법의 기본원칙으로 설명하고 있다. 박명
의(2002a), 69면은 위 ③을 “국내법과 국제법의 요구를 다같이 구현할데 대한 원칙”이라고 한다.
장문철(2001), 138-139면은 북한 대외민사관계법 제6조를 기본원칙에 관한 규정으로 분류하지 않
고 제2조와 함께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으로 분류하고 있다.
104) 박명의(2002a), 67면.
105) 박명의(2002a), 68면: “공화국대외민사관계법에서 당사자자주권존중의 원칙을 다른 나라 당사자들
과의 재산관계, 가족관계, 상속관계와 같은 모든 대외민사관계에서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기본원
칙의 하나로 규정한 것은 사람의 자주권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본성
적요구와 자주성을 지향하는 우리 시대의 대외관계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전면적으로 구현한 력
사상 처음으로 되는 새롭고 독창적인 국제사법상의 립법적조치로 된다.”
106) 박명의(2002a), 67면.
107) 박명의(2002a), 66면.
108) 박명의(2002a), 66-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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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 요구이자 자주성을 지향하는 현시대의 합법칙적 요구라는
것이다.109) 당사자 자주권 존중의 원칙은 사적 자치 원칙과 일맥상통하나, 북한 당
사자의 의사에 우위를 인정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110) 생각건대, 대외민사관계
법의 첫 번째 기본원칙은 사회주의적 색채가 없지는 않으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제10조), 평등권(제11조), 자유권적 기본권(제11조 이하)을 규정하
고 있는 남한 헌법에 비추어 본다면, 남한 법질서에 현저히 배치된다고 보기는 어
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남북상사특례법에서 그 원칙을 동일하게 선언할 필
요는 없을 것이다.
두 번째 기본원칙인 평등과 호혜의 원칙이란 일반민사관계의 특수한 부분인 대외
민사관계가 사회관계의 본성적 요구인 평등과 호혜(상호이익)를 전제로 설정되고 실
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111) 이는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
외무역을 발전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는 북한 헌법 제36조 제2문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준거법의 적용과 집행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법적 지위의 평등을 인정
하고 상호이익을 함께 실현하며 그에 위배되는 행위를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음으로
써, 국적, 주소, 견해, 신앙의 차이에 관계없이 평등한 지위에서 상호이익에 부합하
게 대외민사관계를 설정하고 실현할 수 있다.112) 또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은 제국주
의자들의 지배적・예속적 책동을 타파하고 모든 대외민사관계에서 평등과 상호이익
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한다.113) 생각건대, 대외민사관계법의 두 번째 기본
원칙은 첫 번째 기본원칙에 비하여 사회주의적 색채가 두드러지기는 하나, 국제사
법의 존재근거, 즉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의 준거법을 탐구하고 적용하는 근
거를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서 도출할 수 있고,114) 실제로 선박소유자의 책임제
한과 그 범위를 선적국법에 의하도록 규정한 국제사법 제60조 제4호가 평등권을 침
해하였는지 여부가 헌법소원 사건에서 문제되기도 하였음에 비추어 본다면,115) 역시
남한 법질서에 현저히 배치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남북상
사특례법에서 그 원칙을 동일하게 선언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세 번째 기본원칙인 국내법과 국제법의 동시구현의 원칙이란 당사자들 간의 대외
민사관계는 개별국가의 국내법에 의하여 규율되지만 그 결과가 국제법의 요구에 위
박명의(2002a), 68면.
제성호(2001), 225면.
박명의(2002a), 68-69면.
박명의(2002a), 69면. 제성호(2001), 225면은 이 원칙이 상호주의를 선언한 것이라고 설명하나, 평
등과 호혜(상호이익)가 상호주의(reciprocity)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113) 박명의(2002a), 69면.
114) 석광현(2019), 500-501면.
115) 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7헌바98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는 8대1로 합헌으로 결정
하였다.
109)
110)
111)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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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116) 이는 대외적인 사회관계의 특성에 부합하는
원칙으로서 행위기준이자 활동방향으로 기능한다.117) 특히 대외민사관계에서 준수되
어야 하는 국제법상 원칙으로는 외국공민에 대한 자국민대우원칙, 선박, 비행기 등
에서의 기국법적용원칙, 외교성원(외교관을 말함), 령사성원(영사를 말함)에 대한 특
권과 특전의 보장원칙,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소재지법적용원칙 등이 언급되고 있
다.118) 기국법주의와 부동산소지재법주의가 국제법상 원칙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
다. 한편 대외민사관계법 제6조은 조약과 법률 간에 동등한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이해된다.119) 생각건대, 남한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
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북한 대외민사관계법의 세 번째 기본원칙은 남한 법질서에
배치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남한 헌법상 원칙을 확인하는 것
에 불과하므로 남북상사특례법에서 이 원칙을 동일하게 선언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3. 국 적

남한 국제사법

북한 대외민사관계법

제3조(본국법) ① 당사자의 본국법에 제7조(2중 국적자의 본국법) 둘이상의
의하여야 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둘 이 국적을 가진 당사자에 대하여서는 다음
상의 국적을 가지는 때에는 그와 가장 과 같은 법을 본국법으로 한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그 본 1. 당사자가 가진 국적들가운데서 하나
국법으로 정한다. 다만, 그 국적 중 하 가 우리 나라 국적인 경우에는 조선민주
나가 대한민국인 때에는 대한민국 법을 주의인민공화국 법
본국법으로 한다.

2. 당사자가 가진 국적이 다른 나라의
국적인 경우에는 국적을 가진 국가들가
운데서 거주하고있는 나라의 법
3. 당사자가 국적을 가진 국가들에 다
거주하고있거나 어느 나라에도 거주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의 법

116)
117)
118)
119)

박명의(2002a), 69-70면.
박명의(2002a), 69-70면.
박명의(2002a), 70면.
또한 양자간 상충은 후법우선의 원칙이나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제성호(2001), 226
면. 남북한이 준국제사법규범이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포함된 ‘합의서’와 같은 문건을 채택하는
경우 그것이 대외민사관계법 제6조에 규정된 ‘조약’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여지가 있다. 다만, 개
성공업지구법 제8조 제2문은 남북간 합의서와 조약을 구별하고 있다. 한명섭(2016), 2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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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민사관계법 제7조는 복수국적자의 본국법은 국적들 중 하나가 북한인 경우에
는 북한법, 북한 외 국적들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거주지국법, 북한 외 국적을 가
진 국가들 모두에 거주지를 가지고 있거나 어느 국가에도 거주지를 가지고 있지 않
은 경우에는 최밀접관련국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구 동독 국제사법 제5조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120) 국제사법 제3조 제1항 단서도 내국국적 우선의 원칙을 취하
고 있어서 대외민사관계법 제7조 제1호와 동일하다. 다만, 국제사법 제3조 제1항 본
문은 대외민사관계법과 달리 거주지국법을 고려함이 없이 바로 최밀접관련법을 본
국법으로 정하도록 한다.

남한 국제사법

북한 대외민사관계법

제3조(본국법) ② 당사자가 국적을 가 제8조(무국적자의 본국법) 국적이 없는
지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국적을 알 당사자가 어느 한 나라에 거주하고있을
수 없는 때에는 그의 상거소(常居所)가 경우에는 그 나라의 법을 본국법으로 한
있는 국가의 법(이하 “상거소지법”이라 다. 그러나 당사자가 어느 나라에도 거
한다)에 의하고, 상거소를 알 수 없는 주하고있지 않거나 여러 나라에 거주하
때에는 그의 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에 고있을 경우에는 그가 거처하고있는 나
의한다.

라의 법을 본국법으로 한다.

대외민사관계법 제8조에 따르면, 무국적자의 본국법은 거주지국이 하나인 경우
그 거주지국법, 거주지국이 없거나 복수인 경우 거처지국법이다. 국제사법 제3조 제
2항에 따르면, 무국적자의 본국법은 상거소지법, 상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
소지법이다. 대외민사관계법 제8조의 ‘거주’ 및 ‘거처’의 의미가 국제사법 제3조의
‘상거소’ 및 ‘거소’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지는 검토가 필요하다.

남한 국제사법

북한 대외민사관계법

제3조(본국법) ③ 당사자가 지역에 따 제9조(지방별로 다른 법을 적용하는 나
라 법을 달리하는 국가의 국적을 가지 라 국적자의 본국법) 지방에 따라 내용
는 때에는 그 국가의 법 선택규정에 따 이 서로 다른 법을 적용하는 나라의 국
라 지정되는 법에 의하고, 그러한 규정 적을 가진 당사자의 본국법은 그 나라의
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와 가장 밀접한 해당 법에 의하여 정한다. 그러나 해당
관련이 있는 지역의 법에 의한다.

법이 없을 경우에는 그가 소속되여있는
지방이나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방
의 법으로 한다.

120) 장문철(2001), 140면, 주7 참조.

- 33 -

대외민사관계법 제9조는 불통일법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경우에 관하여 국
제사법 제3조 제3항과 마찬가지로 그 국가의 준국제사법에 의하여 지정되는 법에
의하고, 준국제사법이 없는 때에는 최밀접관련지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한
이 2001년 섭외사법을 국제사법으로 개정함으로써 대외민사관계법과 동일한 내용을
입법하게 되었다. “그 국가의 법 선택규정”이라는 문언에 대한 국제사법의 해석론과
마찬가지로 대외민사관계법의 경우에도 “그 나라의 해당 법”이란 해당 불통일법국
의 통일적인 준국제사법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121) 만약 남한과 북한이 지역적
준국제사법을 개별적으로 제정・시행하는 경우 이는 위 문언에 해당하지 않는다.

남한 국제사법

북한 대외민사관계법

제4조(상거소지법) 당사자의 상거소지법 제10조(거주지법의 인정) 우리 나라에
(常居所地法)에 의하여야 하는 경우에 거주하고있으면서 다른 나라에도 거주하
당사자의 상거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고있는 당사자에 대하여서는 조선민주주
그의 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

의인민공화국 법을 거주하고있는 나라의
법으로 한다.
당사자가 둘이상의 다른 나라에 거주하
고있을 경우에는 그가 거처하고있는 나
라의 법을 거주하고있는 나라의 법으로
한다.
제11조(거주지가 없는자의 거주지법) 어
느 나라에도 거주하지 않은 당사자에 대
하여서는 그가 거처하고 있는 나라의 법
을 거주하고있는 나라의 법으로 한다.

국제사법 제4조는 상거소지법에 의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거
소지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거소가 복수로 존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국제적으로 견해가 대립한다.122) 그런데 흥미롭게도 대외민사관계법 제10조는 거주
지가 복수로 존재할 수 있음을 전제로, 북한과 다른 국가에 복수의 거주지가 있는
경우 북한을 거주지로 보고, 다른 국가들에만 복수의 거주지가 있는 경우 거처지를
거주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11조는 거주지가 없는 경우 거처지를 거주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외민사관계법상 거주지 및 거처지가 국제사법상 상
거소지 및 거소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개념인지는 검토가 필요하다. 북한이 복수
의 상거소가 존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국제적인 견해 대립을 의식하고 대외민사관
계법 제10조 제1문을 둔 것인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121) 석광현(2013), 113면 참조.
122) 상세는 최흥섭(2005), 31-3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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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전술하였듯이 준국제사법에서는 연결점으로 국적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 국가의 국민들은 하나의 같은 국적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적이라는 연결점을 대체하기 위하여 사람의 개인적 속성에 주목하여 국적
유사의 개념을 사용하거나, 국적에 대신하여 주소 또는 상거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전자의 예는 각국의 고유한 법제사적 배경 아래에서 등장한 개념이므로 함부로 채
용할 수 없고, 후자의 예로서 서독이 동독과의 관계에서 채용하였던 상거소를 기준
으로 삼는 것이 적절하다. 왜냐하면 상거소의 개념은 2001년 개정 국제사법에 이미
도입되었고, 우리 법현실에 충분히 정착되었기 때문이다. 과거 남북가족특례법 초안
제5조 제1항 단서에서 “국적이 연결점인 경우 상거소지를 국적으로 본다”라는 명시
적인 규정을 두고자 하였음을 참고하여 준거법 결정규칙 중 상사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각칙을 남북상사특례법에서 준용하는 규정을 아래와 같이 입법화할 수 있다.

제4조(국제사법의 준용) ① ｢국제사법｣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9장은 제2
조의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이 법과 ｢국제사법｣의 목적 및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
위 내에서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의 상사관계의 준거법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준용의 경우 “본국법”은 “상거소(常居所)가 있는 국가의 법”으로 본다.

4. 절대적 강행법규

남한 국제사법

북한 대외민사관계법

제7조(대한민국 법의 강행적 적용) 입 제5조(공화국법률제도의 기본원칙견지)
법목적에 비추어 준거법에 관계없이 해 국가는 대외민사관계에서 조선민주주의
당 법률관계에 적용되어야 하는 대한민 인민공화국 법률제도의 기본원칙을 견
국의 강행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외국 지하도록 한다.
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이
를 적용한다.

대외민사관계법 제5조는 북한이 공서(ordre public)를 이유로 외국법의 적용을 배
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한 것으로 이해되는데, 북한은 독자적인 방식으로 공서
개념을 국제사법에 반영하였다.123) 의문스러운 점은 대외민사관계법 제13조가 외국
법이나 국제관례를 적용한 결과가 북한의 법률제도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경우 북
한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법 제5조가 대외민사관계
에서 북한의 법률제도의 기본원칙을 견지한다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제13조와 별도로 제5조가 북한의 법률제도의 기본원칙을 ‘견지’한다고 선언한 것의
123) 제성호(2001), 2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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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가 문제되는데, 법정지법인 북한법을 최대한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근거로 확대
해석되는 경우 국제사법의 존재의의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124) 다만, 당
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에 더하여 준거법이
외국법이더라도 그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 절대적(또는 국제적) 강행법규(또는 간섭
규범)(internationally mandatory rules, Eingriffsnorm)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제사법
제7조와 마찬가지로,125) 대외민사관계법 제5조에서 선언한 북한의 법률제도의 기본
원칙을 견지한다는 것의 의미 역시 절대적 강행법규로 평가할 수 있는 북한법이 있
는 경우에 준거법과 관계없이 그것을 적용하겠다는 원칙을 선언한 것으로 선해할
여지가 있다. 이와 같이 이해한다면 국제사법 제7조와 같은 취지의 규정을 지역적
준국제사법에 포함시키더라도 북한이 거부감을 갖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 국제사
법 제7조는 남북상사특례법에 아래와 같이 입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제6조(남한지역의 법의 강행적 적용) 입법목적에 비추어 해당 법률관계에 적용되
어야 하는 남한지역의 강행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북한지역의 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5. 공서조항

남한 국제사법

북한 대외민사관계법

제10조(사회질서에 반하는 외국법의 규 제13조(외국법이 우리 나라 법률제도의
정) 외국법에 의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기본원칙에 어긋날 경우의 준거법) 이
규정의 적용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법에 따라 준거법으로 정해진 다른 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되는 라의 법 또는 국제관례를 적용하여 설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된 당사자의 권리, 의무가 우리 나라
법률제도의 기본원칙에 어긋날 경우에
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을 적용
한다.

대외민사관계법 제13조는 외국법을 적용한 결과가 북한의 법률제도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경우 북한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외국법을 적용한 결과가 우리
나라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되는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고 한
국법을 적용한다는 국제사법 제10조와 동일한 취지이다. 국제사법 제10조는 외국법
을 적용한 결과가 우리나라의 본질적 법원칙에 반하여 우리가 수인할 수 있는 범위
124) 장문철(2001), 137-138면; 제성호(2001), 226면 참조.
125) 석광현(2013), 1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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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유월하는 때에는 외국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이다(공서조항의 방어적 또는
소극적 기능).126) 흥미롭게도 여기의 국제적 공서의 예로 자유민주주의 이데올로기
를 상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 일찍이 제기된 바 있다.127)
지역적 준국제사법에 공서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하여 남한과 북한의 이해관
계가 일치할 것으로 보이나, 체제경쟁의 차원에서 공서조항이 과도하게 활용될 가능
성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주체사상을 통치이념으로 삼는 북한이 대외개방을
목적으로 대외민사관계법 외에도 ｢외국인투자법｣(1992년 제정), ｢대외경제계약법｣
(1995년 제정), ｢대외경제중재법｣(1999년 제정) 등 여러 특별법을 제정하더라도 북한
법체계의 사회주의법으로서의 속성을 탈피할 수 없고,128) ‘법의 지배’가 아니라 ‘법
에 의한 지배’, 즉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위한 도구로서의 법, 경제활동에 대한 통
제수단으로서의 법, 인간개조를 위한 도구로서의 법”으로서의 속성과 진압적・조직
동원적・사상교양적 기능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129) 공서조항의 적절한 활용은 불가
피하다.130) 이론적 차원에서도 ‘부르주아 국제사법이론’의 반동성에 대한 논의가 다
수 존재한다.131)
북한의 민사법에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완수를 규정한 선언적 조항들을 일률적으
로 공서에 반한다고 처리할 수는 없을 것이나, 시장경제와 사적 소유권 등을 부정
하는 규정은 우리 법질서의 근본원칙에 반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132)
참고로 과거 남북가족특례법 초안 제5조 제3항의 규정은 아래와 같다.133)

제5조(준거법) ③ 이 법에 따라 북한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 그 규정의 적용
이 남한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제사법 제10조는 남북상사특례법에 아래와 같이 입법화할 수 있을 것이다.

126) 석광현(2013), 174면.
127) 황산덕(1956), 63-66면 참조.
128) 최달곤(1992), 152-153면; 최종고(2001), 3-5면; 손희두(2014), 23-52, 123-125면; 장소영(2017), 259-279
면 참조.
129) 김종곤(2010), 92-95면; 최종고(2001), 57-60면.
130) 조은석/김광준/손희두/이용/제성호(2000), 6면.
131) 김철희(2000), 69-74면; 박명의(2005), 86-91면; 천정수(2006), 83-87면; 천정수(2014), 116-120면 참조.
132) 북한 민법 제126조는 “민사법률행위는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 생활규범에 맞게 하여야 법적 효
력을 지닌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우리 법질서와 정면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오수근(1998),
573면.
133) 석광현(2015), 357면.

- 37 -

제7조(사회질서에 반하는 북한지역의 법의 규정) 북한지역의 법에 의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규정을 적용한 결과가 남한지역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남한지역의 법을 적용한다.

6. 외국법의 조사・적용

남한 국제사법

북한 대외민사관계법

제5조(외국법의 적용) 법원은 이 법에 제12조(외국법의 내용을 확인할수 없을
의하여 지정된 외국법의 내용을 직권으 경우의 준거법) 이 법에 따라 준거법으
로 조사ㆍ적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 로 정해진 다른 나라 법의 내용을 확인
여 당사자에게 그에 대한 협력을 요구 할수 없을 경우에는 당사자와 가장 밀
할 수 있다.

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의 법을 적용한
다. 그러나 당사자와 가장 밀접한 관계
가 있는 나라의 법이 없을 경우에는 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을 적용한다.

대외민사관계법 제12조는 법원이 준거법인 외국법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최밀접관련국법을 적용하고, 이것이 없을 경우 북한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사법은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 당사자의 증명이 없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
로 조사・확정・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법은 법률로서 취급되므로,
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한정됨이 없이 사용 가능한 모든 인식수단을 이용
하여 외국법을 조사하고 인식할 의무를 부담한다.134)
대외민사관계법은 외국법 불명시 처리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국제사
법과 달리 그 경우 북한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에 국제사법은 증명의
편의를 위하여 법원이 당사자에게 협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는 법원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외국법의 내용을 확정하지 못함으로써 대체법을 적용
받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135) 대법원은 조리(條理)를 근거로 근사법(近似法)을 조리
의 내용으로 보았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35037 판결 참조).
남북상사특례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한 지역의 법의 내용을 다른 지역의 법원
이 확정하지 못하는 경우는 사실상 상정할 수 없으므로 다른 지역의 법의 내용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조항이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134) 석광현(2013), 125면.
135) 석광현(2013), 1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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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관계의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북한법의 내용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북한법의 조사・확정・적용에 관한 조항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
로 보인다. 참고로 과거 남북가족특례법 초안 제5조 제2항의 규정은 아래와 같은데,
이는 반정에 관하여도 하나의 조항에서 함께 규정한 것이다.

제5조(준거법) ② 이 법에 따라 북한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 당해 법률관계
에 적용할 북한법의 내용을 알 수 없거나 또는 북한법에 따르면 남한법이 적용
되어야 하는 때에는 남한법(준거법의 지정에 관한 법규를 제외한다)에 의한다.

남북가족특례법 초안 제5조 제2항보다 국제사법 제5조에 더 충실하게 남북상사특
례법에 아래와 같이 입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제5조(북한지역의 법의 적용) 법원은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북한지역의 법의 내
용을 직권으로 조사ㆍ확정・적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당사자에게 그에 대
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법원은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북한지역의 법의 내
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남한지역의 법에 의한다.

7. 반 정
남한 국제사법

북한 대외민사관계법

제9조(준거법 지정시의 반정(反定)) ① 이 법에 의하여 외 제14조[반치(되돌이)]
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된 경우에 그 국가의 법에 의하여 이 법에 따라 다른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의 법(준 나라의 법을 준거법
거법의 지정에 관한 법규를 제외한다)에 의한다.

으로 적용하는 경우

②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그 나라 법이 조선민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주의인민공화국 법

1.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준거법을 선택하는 경우

에 되돌이할 때에는

2. 이 법에 의하여 계약의 준거법이 지정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3.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양의 준거법이 지정되는 경우
4.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언의 방식의 준거법이
지정되는 경우
5.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적국법이 지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이 법의 지정
취지에 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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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민사관계법 제14조와 국제사법 제9조 제1항은 반정(反定, renvoi)에 관하여 규
정하고 있고, 각각 북한법 또는 남한법으로의 직접반정(remission, renvoi au premier
degré)만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직접반정에 대한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국제사
법 제9조 제2항과 달리 대외민사관계법은 그에 해당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준국제사법상 반정이란 불통일법국의 어느 지역법이 다른 지역법을 지정한 경우
에 이것이 그 다른 지역의 실질법에 국한되는지, 아니면 저촉법까지 포함하는지의
문제이다. 다만, 준거법을 지정하는 지역법과 준거법으로 지정된 지역법의 양자 모
두 독자적인 준국제사법규칙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발생하므로 실제상 빈번한 문
제는 아니다. 양자 중 어느 하나가 실질법규칙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 문제
가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로 문제되더라도, 이는 입법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도
를 확인함으로써 해결하여야 한다.136)
남한과 북한이 모두 지역적 준국제사법규범을 제정하는 것을 전제로 반정에 관한
규정을 남북상사특례법에는 다음과 같이 입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상사관계에 해
당하지 않는 국제사법 제9조 제2항 제3호, 제4호는 제외하고, 선적국법으로 남한법
또는 북한법이 지정되는 경우 그 준국제사법규범을 확인함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
므로 국제사법 제9조 제2항 제5호도 제외함이 바람직하다.

제8조(준거법 지정시의 반정(反定)) ① 이 법에 의하여 북한지역의 법이 준거법
으로 지정된 경우에 북한지역의 법에 의하여 남한지역의 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때에는 남한지역의 실질법에 의한다.
②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준거법을 선택하는 경우
2. 이 법에 의하여 계약의 준거법이 지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이 법의 지정 취지에 반하는 경우

전술하였듯이 과거 남북가족특례법 초안 제5조 제2항은 반정과 북한법의 조사・
확정・적용에 관하여 하나의 조항에서 함께 규정하였다.137) 다만, 그것은 반정의 예
외사유를 전혀 규정하지 않았는데, 남북가족특례법은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간의 가
족관계, 상속ㆍ유증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으므로, 반
정의 예외사유를 규정할 필요성이 낮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136) Vitta(2011), para. 9-24.
137) 전술 3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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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일반예외조항

남한 국제사법

북한 대외민사관계법

제8조(준거법 지정의 예외) ①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준거법이 해당 법률관계
와 근소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그 법률
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국가의 법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문 없음.

그 다른 국가의 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합의에 의
하여 준거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제사법의 모든 준거법 연결원칙은 당해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을
지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사법의 개별저촉규정을 적용한 결과가 구체적 사건에
서 위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비하여 국제사법은 제
8조 제1항에서 그것이 지향하는 올바른 연결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준거법 지정의
예외를 허용하는 일반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하여 국제사법이 규정하는 연
결원칙의 경직화를 방지할 수 있다.138)
다만, 당사자의 준거법 선택을 허용하는 경우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예외조항
을 인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그 경우에는 예외조항이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139) 국제
사법 제8조 제2항은 이를 명시하고 있고, 이는 준국제사법에도 포함됨이 바람직하
다. 당사자자치가 인정되는 모든 범위에서 예외조항의 적용이 배제되나, 남북상사특
례법에서는 계약의 준거법이 주로 문제될 것이다. 국제사법 제8조의 일반예외조항
은 남북상사특례법에 아래와 같이 입법화할 수 있다.

제9조(준거법 지정의 예외) ①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준거법이 해당 법률관계와
근소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그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지역
의 법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지역의 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준거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38) 석광현(2013), 152-154면 참조.
139) 석광현(2013), 1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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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상사법률관계의 준거법 결정규칙
1. 당사자

남한 국제사법

북한 대외민사관계법
제2장 대외민사관계의 당사자
제16조(대외민사관계 당사자) 대외민사

해당 조문 없음.

관계의 당사자로는 대외민사관계에 참가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인,

공민과 다른 나라의 법인, 공민이 된다.

대외민사관계법 제16조는 대외민사관계의 당사자로 북한의 법인, 공민과 외국의
법인, 공민을 규정하고 있다.140) 북한 헌법 제36조 제1문에 따르면, 북한의 대외무역
은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가 담당한다.141) 북한의 소유권제도는 ① 국가소
유, ② 사회협동단체소유, ③ 개인소유로 구분되는데,142) 기업소는 국가가 스스로 소
유할 수도 있고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할 수도 있으나, 개인이 기업소를 소유할 수는
없다.143) 결국 대외민사관계의 당사자로서 대외민사관계법을 적용을 받는 북한 법인
은 사회협동단체와 기업소이다.
문제는 대외민사관계법 제16조가 국가 또는 국가기관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점
인데, 자본주의국가에서는 국가 또는 국가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사법적(私法的) 법
140) 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로서의 공민의 지위에 관한 북한문헌으로는 리현숙(2002), 46-51면 참조.
외국의 상인, 기업 등에 관하여 소개하는 북헌문헌으로는 김형기(2006), 77-82면; 최덕성(2008),
132-136면; 최덕성(2009), 139-143면; 정선경(2017), 96-99면 참조.
141) 북한 헌법 제36조 제1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
단체가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북한 헌법 제37조는 “국가는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
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합영과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가지 기업창설운
영을 장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42) ① 국가소유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고(북한 헌법 제21조 제2문), 국가의 모든 자연부원(천연자원을
말함), 철도, 항공운수, 체신기관, 중요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은 국가만이 소유할 수 있으며(동
제21조 제3문), 국가는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장성시킨다(동 제21조 제4문). ② 사회협
동단체소유(또는 협동단체소유)는 해당 단체에 속한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이고(북한 헌법 제22
조 제1문), 사회협동단체소유의 대상에는 토지, 농기계, 선박, 중소공장, 기업소 등이 있을 수 있
으며(동 제22조 제2문), 국가는 사회협동단체소유를 보호한다(동 제22조 제3문). ③ 개인소유는 공
민들의 개인적・소비적 목적을 위한 소유이고(북한 헌법 제24조 제1문), 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
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동 제24조 제4문).
143) 북한 헌법 제21조 제3문은 기업소를 국가만이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동 제22조 제2문은 기
업소를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일견 양자가 상충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전자는 ‘기업소’의 앞에 열거되어 있는 ‘중요공장’의 ‘중요’라는 문언이 ‘기업소’도 함께 수식하는 것
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후자는 ‘기업소’의 앞에 열거되어 있는 ‘중소공장’의 ‘중소’라
는 문언이 ‘기업소’도 함께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중요기업소는
국가만이 소유할 수 있고, 중소기업소는 사회협동단체도 소유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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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관계를 형성하는 경우에는 사경제주체와 동일하게 취급되나(제한적 주권면제론),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국가에서는 그 경우에도 국가가 여전히 준외교적 성질을 유
지하면서 주권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아왔다.144) 북한에서도 제한적 주권면제론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은 아니나,145) 위와 같은 소련 등 사회주의국가의 태도가 북한
헌법과 대외민사관계법에도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흥미로운 점은 북한의 대외경
제계약법은 대외경제계약의 당사자로는 기업소, 단체 외에도 “공화국의 해당 기관”
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동법 제3조).

남한 국제사법

북한 대외민사관계법

제2장 사람
제11조(권리능력) 사람의 권리능력은 그
의 본국법에 의한다.
제12조(실종선고) 법원은 외국인의 생사 제21조(소재불명자, 사망자의 인증에 대
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민국에 한 준거법) 소재불명자, 사망자인증에
그의 재산이 있거나 대한민국 법에 의 대하여서는 당사자의 본국법을 적용한
하여야 하는 법률관계가 있는 때, 그 밖 다. 그러나 소재불명자, 사망자인증이
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 우리 나라에 있는 법인, 공민재산과 관
국 법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할 수 있다.

련이 있을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법을 적용한다.

국제사법 제11조는 자연인의 권리능력의 준거법에 관하여 본국법주의를 원칙으로
선언하고 있는 반면에, 대외민사관계법 제21조 제1문은 권리능력의 소멸에 관한 문
제인 소재불명자, 사망자의 인증에 관하여 본국법주의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동
조 제2문은 소재불명자, 사망자의 인증이 북한 내에 있는 법인, 공민의 재산과 관련
이 있는 경우에는 북한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실종선고에 관한 원
칙적 관할은 외국인의 본국에 있음을 전제로 우리 법원의 예외적 관할을 규정한 국
제사법 제12조와 마찬가지로, 그 경우 북한법원에 예외적 관할이 인정되고 북한법
이 적용된다는 태도로 이해된다.146) 다만, 국제사법 제12조는 그 사유로 ① 대한민
국에 외국인의 재산이 있는 경우, ② 대한민국법에 의하여야 하는 법률관계가 있는
경우, 즉 대한민국법이 해당 법률관계의 준거법인 경우,147) ③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대외민사관계법은 북한 내에 있는 법인, 공민의
재산과 관련이 있는 경우만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144)
145)
146)
147)

Pisar(1957), pp. 601-603; Boguslavskii(1988), pp. 107-116 참조.
박명의(2002b), 65-69면; 김형기(2009), 119-124면 참조.
석광현(2013), 190-191면 참조.
석광현(2013), 1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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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국제사법

북한 대외민사관계법

제13조(행위능력) ① 사람의 행위능력 제18조(공민의 행위능력에 대한 준거
은 그의 본국법에 의한다. 행위능력이 법) 공민의 행위능력에 대하여서는 본
혼인에 의하여 확대되는 경우에도 또한 국법을 적용한다.
같다.

본국법에 따라 미성인으로 되는 다른 나

② 이미 취득한 행위능력은 국적의 변 라 공민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에
경에 의하여 상실되거나 제한되지 아니 의하여 성인으로 되는 경우 우리 나라
한다.

령역에서 그가 한 행위는 효력을 가진다.

제14조(한정후견개시, 성년후견개시 심 가족, 상속관계와 다른 나라에 있는 부
판 등) 법원은 대한민국에 상거소 또는 동산과 관련한 행위에 대하여서는 앞항
거소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대한민국 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 성년후견개 다른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나라
시, 특정후견개시 및 임의후견감독인선 공민의 행위능력에 대하여서는 거주하
임의 심판을 할 수 있다.

고 있는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

제15조(거래보호) ① 법률행위를 행한 제19조(행위무능력자의 인증조건에 대
자와 상대방이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 한 준거법) 행위무능력자, 부분적행위능
동일한 국가 안에 있는 경우에 그 행위 력자 인증조건에 대하여서는 당사자의
자가 그의 본국법에 의하면 무능력자이 본국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본국법에
더라도 법률행위가 행하여진 국가의 법 따라 인증된다고 하여도 조선민주주의
에 의하여 능력자인 때에는 그의 무능력 인민공화국 법에 의하여 인증되지 않을
을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이 법률 경우에는 행위무능력자, 부분적행위능
행위 당시 그의 무능력을 알았거나 알 력자로 인증하지 않을수 있다.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행위무능력자, 부분적행위능력자

② 제1항의 규정은 친족법 또는 상속법 인증의 효력에 대한 준거법) 행위무능
의 규정에 의한 법률행위 및 행위지 외 력자, 부분적행위능력자 인증의 효력에
의 국가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 대하여서는 그것을 인증한 나라의 법을
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적용한다.

대외민사관계법(제18조 제1문)과 국제사법(제13조 제1항 제1문) 모두 자연인의 행
위능력에 관하여 본국법주의를 원칙으로 선언하고 있다. 특징적인 점은 대외민사관
계법 제18조 제4문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국적자의 행위능력의 경우 거주지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행위능력의 준거법에 관한 각국의 입법태
도는 행위지법주의(미국, 러시아), 주소지법주의(영국, 덴마크, 노르웨이), 본국법주의
(한국,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로 구별되는데,148) 대외민사관계법
은 본국법주의를 원칙으로 취하면서도 주소지법주의를 가미하는 절충적 태도를 취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채롭다.
148) 서희원(1999), 1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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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제13조 제1항 제2문은 성년의제의 준거법이 본국법임을 명시하고 있으
나, 대외민사관계법에는 이에 상응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다만, 성년의제는 행위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혼인의 효력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는데,149) 그 경우 혼인의
효력에 관한 대외민사관계법 제36조에 의하게 될 것이다. 한편 국제사법 제13조 제
2항은 당사자가 이미 취득한 행위능력은 이후 국적 변경으로 상실 또는 제한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으나, 대외민사관계법에는 이에 상응하는 규정이 없다.
대외민사관계법 제19조 본문은 행위무능력자와 부분적행위능력자의 인증조건에
관하여 본국법주의를 규정하고, 동조 단서는 이 경우 북한법으로의 누적적(또는 중
첩적) 연결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해질 우려가 있다.
구 섭외사법 제7조 제2항은 이와 유사한 태도이었으나, 국제사법 제7조는 국내에
상거소 또는 거소가 있는 외국인이 본국법에 원인이 없더라도 대한민국법에 한정후
견개시 등 심판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을 보호함과 동시에 내국거래의 안전
을 위하여 우리 법원에서 해당 외국인에 대하여 한국법에 따라 한정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할 수 있도록 한다.150)
대외민사관계법 제20조는 행위무능력자와 부분적행위능력자의 인증의 효력의 준
거법은 그것을 인증한 국가의 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동법 제19조는 당사
자의 본국법과 북한법의 누적적 연결을 규정하므로, 양자 중 무엇이 인증의 효력의
준거법인지가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다. 한편 대외민사관계법 제18조 제2문과 국제
사법 제15조 제1항은 대체로 유사한 취지의 거래안전보호규정이고, 대외민사관계법
제18조 제3문과 국제사법 제15조 제2항은 거래안전보호규정에 대한 동일한 취지의
예외규정이다.
여기에서도 문제는 국제사법에서 사용하는 국적이라는 연결점은 준국제사법에서
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고, 국적 대신에 상거소를 사용함이 바람직하다.

남한 국제사법

북한 대외민사관계법

제16조(법인 및 단체) 법인 또는 단체 제17조(법인의 권리능력에 대한 준거법)
는 그 설립의 준거법에 의한다. 다만, 법인의 권리능력에 대하여서는 법인이
외국에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대 국적을 가진 국가의 법을 적용한다. 그
한민국에 주된 사무소가 있거나 대한민 러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에서 다
국에서 주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 르게 규정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한민국 법에 의한다.
149) 석광현(2013), 193면.
150) 석광현(2013), 1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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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민사관계법 제17조 본문은 법인의 권리능력에 관하여 국적국법주의를 규정하
고 있다. 문제는 법인의 국적이 그 설립지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본거지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의미하는지 여부이다. 북한 이외의 국가에서 설립된 법인이 북한에서 영업
하는 경우 이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다만, 동법 제17조 단서는 북한법이 달
리 규정하는 경우에는 북한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규정하여 속지주의적 성격을 강하
게 보여주고 있는데,151) 그에 해당하는 북한 법률은 외국인투자법이 대표적이다.
북한 외국인투자법은 북한에 투자하는 외국 법인, 개인을 외국투자가라고 정의하
고, 외국투자기업을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으로 분류하며, 후자는 투자관리기관
에 등록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외국기업이라고 정의하고, 전자는 다시 북한에서 설
립된 합작기업(북한측 투자가와 외국측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북한측이 운영
하며 계약에 따라 상대측의 출자 몫을 상환하거나 이윤을 분배하는 기업), 합영기업
(북한측 투자가와 외국측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며 투자 몫
에 따라 이윤을 분배하는 기업), 외국인기업(외국투자가가 단독으로 투자하고 운영
하는 기업)으로 분류한다.152) 해외동포도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투자할 수 있다(동법
제5조 제2문).
2. 물 권

남한 국제사법

북한 대외민사관계법

제4장 물권

제3장 재산관계

제19조(물권의 준거법) ① 동산 및 부동 제22조(재산권에 대한 준거법) 점유권,
산에 관한 물권 또는 등기하여야 하는 소유권 같은 재산과 관련한 권리에 대
권리는 그 목적물의 소재지법에 의한다.

하여서는 재산이 있는 나라의 법을 적

② 제1항에 규정된 권리의 득실변경은 용한다. 그러나 선박, 비행기 같은 수송
그 원인된 행위 또는 사실의 완성 당시 수단과 수송 중에 있는 재산과 관련한
그 목적물의 소재지법에 의한다.

권리에 대하여서는 해당 수송수단에 표

제20조(운송수단) 항공기에 관한 물권은 시한 국기 나라의 법 또는 수송수단이
그 국적소속국법에 의하고, 철도차량에 속한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
관한 물권은 그 운행허가국법에 의한다.
제22조(이동 중의 물건) 이동 중의 물
건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그 목적
지법에 의한다.

151) 장문철(2001), 144면.
152) 북한 외국인투자법 제2조 제2호 내지 제8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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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민사관계법 제22조 제1문은 국제사법 제19조와 마찬가지로 소재지법주의를
취하고 있다. 대외민사관계법 제22조 제2문은 선박, 항공기 등 운송수단에 관하여도
해당 운송수단에 표시한 “국기 나라의 법”, 즉 기국법(또는 선적국법, 항공기등록국
법)에 의하도록 한다. 편의치적이 빈번한 현실을 고려한다면, 기국(또는 선적국, 항
공기등록국)을 연결점으로 정한 것은 비판의 여지가 있다.153) 국제사법 제20조에 따
른 항공기의 등록국과 철도차량의 본원국, 즉 해당 철도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허가한 국가는 기국과 동일한 의미는 아니다. 또한 대외민사관계법 제22조 제2문은
이동 중의 물건에 관하여도 그 목적지법에 의하도록 규정하는 국제사법 제22조와
달리 “수송수단이 속한 나라의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는데, “수송수단이 속한 나라”
가 선박, 항공기 등 운송수단의 등록국을 의미하는지, 운송수단을 실제로 사용하는
사업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즉 본거지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운송수단을 실제로
사용하는 사업자의 설립준거법 소속국을 의미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154)
3. 지식재산권

남한 국제사법

북한 대외민사관계법

제24조(지식재산권의 보호) 지식재산권의 제23조(지적소유재산권에 대한 준거법)
보호는 그 침해지법에 의한다.

저작권, 발명권 같은 지적소유재산과 관
련한 권리에 대하여서는 조선민주주의인
민공화국 법에 따른다. 그러나 우리 나
라 법에 규정된것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국제조약에 따른다.

대외민사관계법 제23조는 지식재산권의 준거법으로 북한법이 적용되고, 북한법에
규정이 없으면 관련 조약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정지법주의(또는 속지주의)
에 경도된 태도이다. 법정지법인 북한법(국내법)과 관련 조약(국제법)이 상충하는 경
우 전자를 우선 적용하고 그에 규정이 없을 때 관련 조약에 보정적으로 연결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155) 또한 ① 지식재산권의 성립과 내용 등 지식재산권 자체의 준거
법, ②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의 준거법과 ③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침해금지의 준거법을 구별하지 않고 양자 모두를 법정지법인 북한법으
로 우선 연결시키는 것으로 보인다.156) 국제사법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침해지
는 보호국(Schutzland), 즉 그 영토에 대하여 문제된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청구되고
153) 같은 취지로 장문철(2001), 145면.
154) 장문철(2001), 145면; 제성호(2001), 227-228면. 후자의 문헌은 자연인에 관하여 본국법주의를 취하
고 있는 대외민사관계법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수송수단의 등록국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한다.
155) 장문철(2001), 145면은 이 점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한다.
156) 장문철(2001), 145면은 이 점에 대하여도 의문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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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국가를 말하고, 법정지국이 아니라 지식재산권이 그곳에서 침해되었다고 주장
함으로써 그곳에서의 보호를 요구하는 국가를 의미한다.157) 따라서 법정지법의 적용
을 우선시키고 있는 대외민사관계법 제23조와는 대비된다.
4. 계약의 실질
가. 주관적 연결

남한 국제사법

북한 대외민사관계법

제5장 채권

제24조(재산거래행위

제25조(당사자 자치) ①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 에 대한 준거법) 매
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 다만, 묵시적인 선택은 계 매, 수송, 보험계약을
약내용 그 밖에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맺는 것 같은 행위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대하여서는 당사자들

② 당사자는 계약의 일부에 관하여도 준거법을 선택할 수 이 합의하여 정한 나
있다.

라의 법을 적용한다.

③ 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이 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제2문 생략]
의한 준거법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체결후 이루어
진 준거법의 변경은 계약의 방식의 유효성과 제3자의 권
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모든 요소가 오로지 한 국가와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당사자가 그 외의 다른 국가의 법을 선택한 경우에
관련된 국가의 강행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한다.
⑤ 준거법 선택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의 성립 및 유효성
에 관하여는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외민사관계법 제24조 본문은 매매계약, 운송계약, 보험계약을 특별히 언급하면
서 계약의 준거법에 관하여 당사자자치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이는 국제사법 제25
조 제1항의 태도와 동일하다. 대외민사관계법이 당사자자치원칙을 채택한 이유는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 법은 서로 다른 국적의 당사자들의 준거법과 관련한 요
구와 이해관계를 동일한 정도로 반영하므로 당사자들의 거래상 이익을 함께 담보하
기 때문이다.158) 일반적으로 무역계약은 서로 다른 국적의 공민, 법인 간에 체결되
157) 석광현(2013), 278면. 과거 우리 대법원은 지식재산권 침해를 구제수단에 따라 구별하여 위 ②와
③에 대하여 각각 지식재산권의 준거법과 불법행위의 준거법을 적용하였으나, 현행 국제사법 제
24조 아래에서는 그와 같은 구별은 허용될 수 없고, 판례도 더 이상 과거의 태도를 따르지 않고
있다. 상세는 석광현(2013), 277-282면 참조.
158) 박명의(2000), 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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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당사자들은 서로 사상과 이념이 달라서 거래를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요구
와 기대도 서로 다르다.159) 누구의 기만, 강요, 사기, 착오, 압력, 구속도 없이 준거
법이 합의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약의 준거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
다.160) 다만, 대외민사관계법은 국제사법과 달리 준거법의 분열(제25조 제2항), 준거
법의 변경(제25조 제3항), 순수한 국내계약의 외국법으로의 준거법 지정(제25조 제4
항)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나. 객관적 연결

남한 국제사법

북한 대외민사관계법

제26조(준거법 결정시의 객관적 연결) ① 당사자 제24조(재산거래행위에 대한
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은 그 준거법) [제1문 생략] 그러나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 당사자들이 합의한 법이 없
한다.

을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② 당사자가 계약에 따라 다음 각호중 어느 하나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
에 해당하는 이행을 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 제25조(전보, 서신으로 계약
체결 당시 그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당사자 체결할 경우의 준거법) 서로
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 다른 나라에 있는 당사자들
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 전보 또는 서신 같은 것
추정한다. 다만, 계약이 당사자의 직업 또는 영업 을 리용하여 계약을 맺은 경
활동으로 체결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영업소가 있 우 계약을 체결한 나라의 법
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은 제의통지를 한 나라의 법
추정한다.

으로 한다. 제의통지를 한 곳

1. 양도계약의 경우에는 양도인의 이행

을 알수 없을 경우 계약체결

2. 이용계약의 경우에는 물건 또는 권리를 이용하 행위가 있은 나라의 법은 제
도록 하는 당사자의 이행

의자의 거주지 또는 소재지

3. 위임ㆍ도급계약 및 이와 유사한 용역제공계약 가 있는 나라의 법으로 한다.
의 경우에는 용역의 이행

제27조(특수경제지대에서 재

③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의 산관계와 관련한 준거법) 우
경우에는 부동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 리
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나라

특수경제지대에서

외국투자기업설립 같은 재산
관계와 관련하여서는 조선민
주주의인민공화국 법을 적용
한다.

159) 박명의(2000), 56면.
160) 박명의(2000), 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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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민사관계법 제24조 단서는 당사자들의 준거법 합의가 없는 경우 계약의 준거
법은 계약체결지법, 즉 행위지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외민사관계법 제25조
제1문은 격지자간 계약의 경우 제의(청약을 말함) 통지를 한 국가의 법, 즉 청약발
신지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은 각각 구 섭외사법 제9조 및 제11조
의 태도와 유사하나, 현행 국제사법 제26조와는 큰 차이가 있다. 국제사법 제26조는
제1항에서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는 원칙을 선언하고, 제2항
에서 특징적 이행(characteristic performance)에 기초한 추정규정을 두고 있다.
대외민사관계법 제27조는 북한의 특수경제지대에서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등 재산
관계에 관하여는 북한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수경제지대에 관한 특별법
은 계약의 준거법에 관한 당사자자치원칙을 제한하게 되는데, 이는 준거법에 관계
없이 적용되는 국제적 강행법규로 볼 여지가 있다.
5. 계약의 방식

남한 국제사법

북한 대외민사관계법

제17조(법률행위의 방식) ① 법률행위의 방식은 그 행위의 제26조(재산거래행위
준거법에 의한다.

방식에 대한 준거법)

② 행위지법에 의하여 행한 법률행위의 방식은 제1항의 재산거래행위의 방식
규정에 불구하고 유효하다.

은 행위를 한 나라의

③ 당사자가 계약체결시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때에는 법에 따라 갖춘 경우
그 국가 중 어느 한 국가의 법이 정한 법률행위의 방식에 에도 효력을 가진다.
의할 수 있다.
④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있는 국
가를 기준으로 제2항에 규정된 행위지법을 정한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물권 그 밖에 등기하여야
하는 권리를 설정하거나 처분하는 법률행위의 방식에 관
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외민사관계법 제26조는 계약의 방식에 관하여 계약의 실질의 준거법뿐만 아니
라 행위지법으로의 연결도 허용하고 있다(선택적 연결원칙). 국제사법은 계약만이
아니라 법률행위 일반에 관하여 제17조 제1항과 제2항에서 대외민사관계법과 동일
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다만, 국제사법은 대외민사관계법과 달리 제17조 제3항과
제4항에서 법률행위의 성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특칙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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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정채권
가. 사무관리, 부당이득

남한 국제사법

북한 대외민사관계법

제30조(사무관리) ① 사무관리는 그 관리가 행하여진 곳의 제30조(위임대리,

부

법에 의한다. 다만, 사무관리가 당사자간의 법률관계에 기 당리득에 대한 준거
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한다.

법) 법적의무없이 다

②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발생하는 청구권은 른 당사자의 재산이
그 채무의 준거법에 의한다.

나 사무를 맡아보는

제31조(부당이득) 부당이득은 그 이득이 발생한 곳의 법에 행위 또는 부당리득
의한다. 다만, 부당이득이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기하여 에 대하여서는 그 원
행하여진 이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률관계의 인으로 되는 행위나
준거법에 의한다.

사실이 있은 나라의

제33조(준거법에 관한 사후적 합의) 당사자는 제30조 내 법을 적용한다.
지 제3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무관리ㆍ부당이득ㆍ불법
행위가 발생한 후 합의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을 그 준거
법으로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그로 인하여 제3자의 권리
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대외민사관계법 제30조는 사무관리와 부당이득의 준거법에 관하여 원인사실 발생
지법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는 대체로 국제사법 제30조 제1항과 제31조 본문의 태
도와 유사하다. 국제사법은 부당이득에 관하여 이득지법주의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
득지와 손실발생지가 서로 다른 경우 이득지법에 의하게 된다.161) 국제사법은 원인
사실 발생지법주의에 선행하는 원칙으로 제30조 제1항 단서와 제31조 단서에서 종
속적 연결원칙을 규정하고, 다시 그에 선행하는 원칙으로 제33조에서 당사자자치원
칙(사후적 합의)을 규정하고 있다. 대외민사관계법은 이들 원칙을 알지 못한다.
나. 불법행위

남한 국제사법

북한 대외민사관계법

제32조(불법행위) ① 불법행위는 그 행위가 행하여진 곳 제 3 1 조 ( 위 법 행 위 에
의 법에 의한다.

대한 준거법) 위법행

② 불법행위가 행하여진 당시 동일한 국가 안에 가해자와 위에 대하여서는 위
161) 석광현(2013), 3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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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상거소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 법행위가 있은 나라
고 그 국가의 법에 의한다.

의

법을

적용한다.

③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존재하는 법률관계가 불법행위 다른 나라에서 한 행
에 의하여 침해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가 조선민주주의인
불구하고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한다.

민공화국 법에 따라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이 적용되는 위법행위로 되지 않
경우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성질이 명 을 경우에는 앞항을
백히 피해자의 적절한 배상을 위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
그 범위가 본질적으로 피해자의 적절한 배상을 위하여 필 러나 위법행위로 될
요한 정도를 넘는 때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경우에는 조선민주주

제33조(준거법에 관한 사후적 합의) 당사자는 제30조 내 의인민공화국

법이

지 제3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무관리ㆍ부당이득ㆍ불법 규정한 범위에서 책
행위가 발생한 후 합의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을 그 준거 임을 지울수 있다.
법으로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그로 인하여 제3자의 권리
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대외민사관계법 제31조 제1문은 불법행위의 준거법에 관하여 불법행위지주의를 취
함과 동시에, 동조 제2문과 제3문에서 법정지법으로의 누적적 연결원칙을 취하고 있
다. 누적적 연결원칙은 구 섭외사법 제13조 제2항의 태도와 일치하나, 현행 국제사법
은 그 원칙을 폐기하였다. 대신에 불법행위주의에 선행하는 원칙으로 제32조 제2항
에서 공통 상거소지원칙을 규정하고, 다시 그에 선행하는 원칙으로 제32조 제3항에
서 종속적 연결원칙을 규정하며, 다시 그에 선행하는 원칙으로 제33조에서 당사자자
치원칙(사후적 합의)을 규정하고 있다. 대외민사관계법은 이들 원칙을 알지 못한다.
7. 채권양도

남한 국제사법

북한 대외민사관계법

제34조(채권의 양도 및 채무의 인수) 제33조(채권양도에 대한 준거법) 채권양
① 채권의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법률 도에 대하여서는 양도행위가 있은 나라
관계는 당사자 간의 계약의 준거법에 의 법 또는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나
의한다. 다만, 채권의 양도가능성, 채무 라의 법을 적용한다.
자 및 제3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효력은
양도되는 채권의 준거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채무인수에 이를 준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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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민사관계법 제33조는 채권양도의 준거법을 채권양도지법 또는 채무자거주지
법으로 선택적으로 연결하고 있다. 이는 채권양도의 대내적 효력은 채권양도지법에
의하고 제3자에 대한 효력은 채무자거주지법에 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양자 모두
에 대하여 선택적 연결을 규정한 것으로 이해된다. 반면에 국제사법은 제34조에서
채권양도의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법률관계는 당사자들 간의 양수도계약의 준
거법에 의하고, 채권의 양도가능성, 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효력은 양
도되는 채권의 준거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외민사관계법과 국제사법이 크
게 다른 원칙 아래 규정되어 있다.
8.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남한 국제사법

북한 대외민사관계법

제35조(법률에 의한 채권의 이전) ① 제34조(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취소하는
법률에 의한 채권의 이전은 그 이전의 경우의 준거법)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
원인이 된 구채권자와 신채권자간의 법 리를 대신하거나 취소하는 것 같은 행
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한다. 다만, 이전 위에 대하여서는 채권채무관계에 적용
되는 채권의 준거법에 채무자 보호를 하는 준거법과 채무자가 제3자앞에 가
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이 지는 권리의 준거법을 같이 적용한다.
적용된다.
② 제1항과 같은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전되는 채권의 준
거법에 의한다.

대외민사관계법 제34조는 채권자대위권 및 채권자취소권의 준거법에 관하여 채권
의 준거법과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의 준거법으로 누적적으로 연결
하고 있다. 이는 국제사법에는 없는 규정이다. 근자에 우리 대법원은 채권자취소권
의 준거법이 취소대상인 사해행위에 적용되는 국가의 법이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므4133 판결).162)

162)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므4133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권리
를 취득한 채권자가 우리나라에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경우의 준거법에 관해서도 국제사법은
달리 정한 바가 없다. 그러므로 이때에도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이 준거
법이 되어야 하는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피보전권리는 단지 권리행사의 근거가 될 뿐이고
취소 및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 것은 사해행위이며,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면 채무자와 법률행
위를 한 수익자 및 이를 기초로 다시 법률관계를 맺은 전득자 등이 가장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거래의 안전과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도 있다. 이러한 요소 등을 감안하면,
외국적 요소가 있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은 취소대상인
사해행위에 적용되는 국가의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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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해 상
가. 해난구조계약

남한 국제사법
제62조(해양사고구조)

북한 대외민사관계법

해양사고구조로 제28조(해난구조계약에

대한

준거법)

인한 보수청구권은 그 구조행위가 영해 해난구조계약에 대하여서는 당사자들이
에서 있는 때에는 행위지법에 의하고, 합의한 법이 없을 경우 다음과 같은 법
공해에서 있는 때에는 구조한 선박의 을 적용한다.
선적국법에 의한다.

1. 령해에서는 해당 나라의 법
2. 공해에서는 해난구조계약과 관련한 문
제를 취급하는 재판소가 있는 나라의 법
3. 공해에서 국적을 달리하는 여러 선
박이 구조한 경우에는 구조받는 선박에
표시한 국기 나라의 법

대외민사관계법 제28조는 해난구조계약의 준거법에 관하여 당사자자치원칙을 규
정하고, 당사자들이 합의한 법이 없을 경우 ① 영해에서 구조가 있은 때에는 영해
소속국법, ② 공해에서 구조가 있은 때에는 해난구조계약의 관할 법정지법, ③ 공해
에서 서로 다른 국적의 여러 선박이 구조한 때에는 구조 받은 선박의 선적국법에
의한다. 해양사고구조의 경우 구조 직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163) 대외
민사관계법은 이와 같은 현실을 고려하여 특별히 해난구조계약에 관하여 당사자자
치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공해에서 구조가 있은 경우 구조한 선박의 선적국
법에 의하도록 규정한 국제사법과 달리 대외민사관계법은 법정지법이나 구조 받은
선박의 선적법국에 의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나. 공동해손

남한 국제사법

북한 대외민사관계법

제60조(해상) 해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제29조(해상공동부담손해에 대한 준거
사항은 선적국법에 의한다.

법) 해상에서 공동으로 부담하는 손해

1. 선박의 소유권 및 저당권, 선박우선 에 대하여서는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
특권 그 밖의 선박에 관한 물권

한 법이 없을 경우 해당 항차가 끝나는

2. 선박에 관한 담보물권의 우선순위

항구 또는 선박이 처음 도착한 항구가

163) 석광현(2013), 6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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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장과 해원의 행위에 대한 선박소 속하는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유자의 책임범위

손해를 부담하여야 할 당사자들이 같은

4. 선박소유자・용선자・선박관리인・선 국적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그 나라
박운항자 그 밖의 선박사용인이 책임제 의 법을 적용할수 있다.
한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책
임제한의 범위
5. 공동해손
6. 선장의 대리권
대외민사관계법 제29조는 해상공동부담손해(공동해손을 말함)의 준거법에 관하여
도 당사자자치원칙을 규정하고, 당사자들이 합의한 법이 없을 경우 도착지법 또는
최초기항지법에 의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공동해손의 당사자들이 공통의 국적을 가
지는 경우에는 그 국적국법에 의한다. 반면에 국제사법 제60조 제5호는 공동해손의
준거법에 관하여 단순히 선적국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다. 선박충돌

남한 국제사법

북한 대외민사관계법

제61조(선박충돌) ① 개항・하천 또는 제32조(공해상에서 선박충돌경우의 준
영해에서의 선박충돌에 관한 책임은 그 거법) 공해상에서 국적이 같은 선박들
충돌지법에 의한다.

이 위법행위로 충돌한 경우에는 선박에

② 공해에서의 선박충돌에 관한 책임은 표시한 국기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 그
각 선박이 동일한 선적국에 속하는 때 러나 국적이 다른 선박들이 위법행위로
에는 그 선적국법에 의하고, 각 선박이 충돌한 경우에는 선박충돌과 관련한 문
선적국을 달리하는 때에는 가해선박의 제를 취급하는 재판소가 있는 나라의
선적국법에 의한다.

법을 적용한다.

대외민사관계법 제32조는 공해상의 선박충돌의 준거법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그
경우 가해선박과 피해선박의 국적이 동일한 때에는 그 선적국법에 의하고, 양자의
국적이 상이한 때에는 관할 법정지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64) 국제사법 제61
조 제2항은 전자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동일한 선적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는 반
면에, 후자의 경우에는 가해선박의 선적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가해
선박의 선적국이 법정지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165)
164) 상세는 김정옥(2001), 66-70면; 리창호(2016), 17면 참조.
165) 석광현(2013), 6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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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상사법률관계의 국제민사절차법
1. 국제재판관할

남한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

북한 대외민사관계법

제8조(합의관할) ① 당사자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 제49조(재판,

중재관

은 소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의 합의(이하 이 조에서 “합 할) 재산거래와 관련
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합의가 다음 각 호의 어 하여 발생하는 분쟁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에 대한 재판 또는

1. 합의에 따라 국제재판관할을 가지는 국가의 법(준거법 중재관할은 당사자들
의 지정에 관한 법규를 포함한다)에 따를 때 그 합의가 이 합의하여 정한다.
효력이 없는 경우
2. 합의를 한 당사자가 합의를 할 능력이 없었던 경우
3.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를 때 합의의 대상이
된 소가 합의로 정한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의 국제재판
관할에 전속하는 경우
4.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면 소가 계속된 국가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되는 경우
② 합의는 서면[전보(電報), 전신(電信), 팩스, 전자우편 또
는 그 밖의 통신수단에 의하여 교환된 전자적(電子的) 의
사표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③ 합의로 정해진 관할은 전속적인 것으로 추정한다.
④ 합의가 당사자 간의 계약 조항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 계약 중 다른 조항의 효력은 합의 조항의 효력에 영
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당사자 간에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외국법원을 선택하는 전속적 합의가 있는 경우 법원에 그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해당 소를 각하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합의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효력이 없는 경우
2. 제9조에 따라 변론관할이 발생하는 경우
3. 합의에 따라 국제재판관할을 가지는 국가의 법원이 사
건을 심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경우
4. 합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없는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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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민사관계법 제49조는 재산거래 관련 분쟁에 대한 소송 또는 중재에 대하여
합의관할을 인정하고 있다. 국제사법 개정안은 제8조에서 합의관할에 관하여 상세
한 규정을 두고 있다. 당사자들은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사전적 또는 사후적으
로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합의할 수 있다(중재법 제3
조 제2호 참조).
국제연합 국제거래법위원회(UNCITRAL)의 모델중재법을 수용한 별도의 중재법을
두고 있는 남한의 경우 지역적 준국제사법에서 중재법의 내용을 함께 규율하는 것
은 체계정합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법원에서의 재판을 전제로 한 국제
민사절차법규칙만 지역적 준국제사법규범에 포함시킴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하에서는 중재에 관한 대외민사관계법 조항은 검토하지 않기로 한다.

남한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

북한 대외민사관계법
제50조(재산거래분쟁시 해당 기관이 가
지는 관할권) 재산거래와 관련한 분쟁
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재판, 중재관할
을 합의하지 않았을 때 조선민주주의인
민공화국 해당 기관이 관할권을 가지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제3조(일반관할) ① 대한민국에 일상거 1. 피고가 우리 나라 령역에 소재지를
소(habitual residence)가 있는 사람에 대 가지고 있거나 거주하고 있을 경우
한 소(訴)에 관하여는 법원에 국제재판 [제2호 내지 제4호 생략]
관할이 있다. 일상거소가 어느 국가에
도 없거나 일상거소를 알 수 없는 사람
의 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사(大使)・공
사(公使), 그 밖에 외국의 재판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
한 소에 관하여는 법원에 국제재판관할
이 있다.
③ 주된 사무소ㆍ영업소 또는 정관상의
본거지나 경영의 중심지가 대한민국에 있
는 법인 또는 단체와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소에 관하
여는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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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민사관계법 제50조 제1호는 재산거래 관련 분쟁에 대한 피고주소지주의를 선
언하고 있다. 국제사법 개정안은 제3조에서 일반관할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남한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

북한 대외민사관계법
제50조(재산거래분쟁시 해당 기관이 가
지는 관할권) 재산거래와 관련한 분쟁
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재판, 중재관할
을 합의하지 않았을 때 조선민주주의인
민공화국 해당 기관이 관할권을 가지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제1호 생략]

제5조(재산소재지의 특별관할) 재산권에 2. 분쟁의 원인으로 되는 재산손해가
관한 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우리 나라 령역에서 발생된 경우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3. 피고의 재산 또는 청구의 대상이 우

1. 청구의 목적 또는 담보의 목적인 재 리 나라 령역에 있을 경우
산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4. 분쟁의 원인이 우리 나라에 등록한

2. 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이 대한 부동산과 관련이 있을 경우
민국에 있는 경우. 다만, 분쟁이 된 사안
이 대한민국과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근
소한 관련만 있는 경우 또는 그 재산의
가액이 현저하게 적은 경우는 제외한다.

대외민사관계법 제50조 제2호 내지 제4호는 재산거래 관련 분쟁에 대한 재산소재
지의 특별관할을 규정하고 있다. 국제사법 개정안은 제5조에서 재산소재지의 특별
관할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남한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

북한 대외민사관계법

제11조(국제적 소송경합) ① 같은 당사자 간에 외국법원에 제56조(재판, 중재의
계속 중인 사건과 동일한 소가 법원에 다시 제기된 경우 거부 또는 중지사유)
에 외국법원의 재판이 대한민국에서 승인될 것으로 예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
되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는 당사자의 요구에
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관계없이 재판 또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재를

거부하거나

1. 전속적 국제재판관할의 합의에 따라 법원에 국제재판관 중지한다.
할이 있는 경우

[제1호 생략]

- 58 -

2. 법원에서 해당 사건을 재판하는 것이 외국법원에서 재 2. 다른 나라에서 동
판하는 것보다 더 적절함이 명백한 경우

일한 내용의 분쟁에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법원의 중지 결정에 대해서는 대하여 재판 또는 중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재를 먼저 시작한 경

③ 법원은 대한민국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승인 요건을 우
갖춘 외국의 재판이 있는 경우 같은 당사자 간에 그 재판 [제3호, 제4호 생략]
과 동일한 소가 법원에 제기된 때에는 그 소를 각하하여
야 한다.
④ 외국법원이 본안에 대한 재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외국법원이 합리적인 기
간 내에 본안에 관하여 재판을 선고하지 아니하거나 선고
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이 있
으면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중지된 사건의 심리를 계속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소송절차의 중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소의 선후(先後)는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남한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

북한 대외민사관계법

제12조(국제재판관할권의 불행사) ① 이 법에 따라 법원에 제56조(재판, 중재의
국제재판관할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거부 또는 중지사유)
행사하기에 부적절하고 국제재판관할이 있는 외국법원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분쟁을 해결하기에 더 적절하다는 예외적인 사정이 명백 는 당사자의 요구에
히 존재할 때에는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은 본안에 관계없이 재판 또는
관한 최초의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까지 소송절차를 중재를

거부하거나

결정으로 중지하거나 소를 각하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 중지한다.
가 합의한 국제재판관할이 법원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 1. 이 법에 따라 해
지 아니하다.

당 분쟁에 대한 관할

② 제1항 본문의 경우 법원은 소송절차를 중지하거나 소 권이 인정되지 않을
를 각하하기 전에 원고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경우

③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법원의 중지 결정에 대해서는 [제2호 생략]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3. 당사자들이 분쟁
해결을 중지할데 대
하여 합의한 경우
4.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법에 따르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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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민사관계법 제56조는 북한 법원이 재판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제적 소송경합 등 국제민사소송법 쟁점에 관한 규정이다. 국
제사법 개정안 제11조와 제12조는 국제적 소송경합의 경우와 대한민국 법원이 부적
절한 법정지(forum non conveniens)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민국 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거나 소를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소송절차

남한 민사소송법

북한 대외민사관계법

제294조(조사의 촉탁) 법원은 공공기관ㆍ학교, 그 제57조(외국에서 한 분쟁해결
밖의 단체ㆍ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 의 수속 또는 판결, 재결을
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 인정할 경우의 자료요구) 다
중인 문서의 등본ㆍ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른 나라 령역에서 증거의 수

제296조(외국에서 시행하는 증거조사) ① 외국에 집, 증인심문 같은 분쟁해결
서 시행할 증거조사는 그 나라에 주재하는 대한 의 수속 또는 다른 나라의 해
민국 대사ㆍ공사ㆍ영사 또는 그 나라의 관할 공 당 기관이 내린 판결, 재결의
공기관에 촉탁한다.

인정,

집행과

관련하여서는

② 외국에서 시행한 증거조사는 그 나라의 법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당
에 어긋나더라도 이 법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효 기관이 다른 나라 해당 기관
력을 가진다.

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수

제356조(공문서의 진정의 추정) ① 문서의 작성방 있다.
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 제58조(외국에서 제공한 증거의
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

인증조건) 다른 나라에서 조선

② 공문서가 진정한지 의심스러운 때에는 법원은 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당 기관
직권으로 해당 공공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에 제공한 증인심문조서, 증거

③ 외국의 공공기관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문 물 같은 것은 해당 나라 공증
서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기관의 공증을 받아야 분쟁해
결의 증거로 리용할수 있다.

대외민사관계법 제57조와 제58조는 외국에서의 증거조사 등의 결과를 북한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등의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상응하는 것으로 민사소
송법 제294조, 제296조, 제356조에 관련규정이 있고,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5조 이
하에 외국으로의 촉탁에 관한 상세한 규정이 있다. 남북상사특례법에서는 국제민사
사법공조법을 준용하면 충분할 것이다. 남북한간에 민사사법공조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할 수도 있으나, 그 전에는 남한과 북한이 각자 국제민사사법공조법과 대외민
사관계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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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

남한 민사소송법

북한 대외민사관계법

제217조(외국재판의 승인) ① 외국법 제59조(외국판결의 인정조건) 다른 나
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 라 해당 기관의 판결은 그것을 서로
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등” 인정할데 대한 국가적합의가 있은 경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 우에만 인정한다. 그러나 가족관계와
두 갖추어야 승인된다.

관련한 다른 나라 해당 기관 판결집행

1.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의 당사자로 되는 우리 나라 공민이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그 집행을 요구하거나 동의할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는 다른 나라에서 내린 판결을 인정할

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 수 있다.
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 제60조(외국판결, 재결을 인정하지 않
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 는 조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 나라의 해당 기관이 내린 판결, 재결
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을수 있다.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1. 판결, 재결의 내용이 조선민주주의

소송에 응하였을 것

인민공화국 법률제도의 기본원칙에 어

3. 그 확정재판등의 내용 및 소송절차 긋나는 경우
에 비추어 그 확정재판등의 승인이 대 2. 판결, 재결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 국 해당 기관의 관할에 속하는 분쟁과
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관련이 있을 경우

4.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3. 판결, 재결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 확정 국 해당 기관의 판결, 재결과 관련이
재판등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있을 경우
상실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 실 4. 판결, 재결이 우리 나라에서 이미
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

인정한 제3국의 판결, 재결과 동일한

② 법원은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었는 내용인 경우
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5. 판결, 재결이 정당한 사유가 없이
당사자를 참가시키지 않고 내려진 경우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에 따르
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166) 조은석/김광준/손희두/이용/제성호(2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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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민사집행법

북한 대외민사관계법

제26조(외국재판의 강제집행) ①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제61조(외국판결,

재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등”이라 결의 집행시 준용조
한다)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문) 이 법 제59조, 제
그 강제집행을 허가하여야 할 수 있다.

60조의 규정은 다른

②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訴)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나라 해당 기관이 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하며, 보통재판적이 없는 때에 린 판결, 재결의 집
는 민사소송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소를 행에도 적용한다.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제27조(집행판결) ① 집행판결은 재판의 옳고 그름을 조사
하지 아니하고 하여야 한다.
②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
에 해당하면 각하하여야 한다.
1. 외국법원의 확정재판등이 확정된 것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
2. 외국법원의 확정재판등이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
대외민사관계법 제59조 내지 제61조는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남한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217조 및 제217조의2와 민사집행
법 제26조 및 제27조에 상응하는 규정이 있다.

남한 민사집행법

북한 대외민사관계법
제62조(외국판결, 재결의 집행에 대한
의견제기) 다른 나라의 해당 기관이 내
린 판결, 재결의 집행에 대하여 우리 나

해당 조문 없음.

라 령역에 있는 당사자가 리해관계를
가질 경우 판결, 재결이 확정된 때부터
3개월안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당 기관에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대외민사관계법 제62조는 외국판결의 집행에 대하여 북한 내 당사자가 이해관게
가 있는 경우 판결 확정시로부터 3개월 내에 관련 기관에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한법에는 상응하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남북상사특례법에서는 민사소송법 제217조와 민사집행법 제26조, 제27조를 준용하
면 충분할 것이다. 국제민사절차법 쟁점과 관련한 조문을 신설하자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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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17조의2와 민사집행법 제26
조, 제27조는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의 상사관계에 관한 북한지역 법원의 확
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하여 준용
한다.
② 국제민사사법공조법은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의 상사관계에 관한 남한지
역 법원 또는 북한지역 법원의 재판에 관하여 준용한다.

Ⅴ. 소 결 – 지역적 준국제사법의 제시
지금까지의 남한의 국제사법과 북한의 대외민사관계법의 비교법적 검토를 기초
로, 남한이 지역적 입법관할권에 기초하여 남북한 주민간 상사관계에 관한 준국제
사법을 제정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법률안을 제시하자면 아래와 같다.

남북 주민 사이의 상사관계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의 상사관계에 관하여 다음 각호
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남한법원의 재판관할
2. 준거법
3. 북한지역 법원의 확정재판등의 남한지역에서의 승인과 집행
4. 남한법원과 북한법원 사이의 민사사법공조
제2조(법 적용의 기본원칙) 이 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남한과 북한의 관계가
국가 사이의 관계가 아닌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
는 특수관계임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남한”이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을 말하고, “북한”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말한다.
2. “남한주민”이란 남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남한지역에서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을 말하고, “북한주민”이란 북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북한지역에
서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4조(국제사법의 준용) ① ｢국제사법｣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9장은 제2조
의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이 법과 ｢국제사법｣의 목적 및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의 상사관계의 준거법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준용의 경우 “본국법”은 “상거소(常居所)가 있는 국가의 법”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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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북한지역의 법의 적용) 법원은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북한지역의 법의 내
용을 직권으로 조사ㆍ확정・적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당사자에게 그에 대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법원은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북한지역의 법의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남한지역의 법에 의한다.
제6조(남한지역의 법의 강행적 적용) 입법목적에 비추어 해당 법률관계에 적용되
어야 하는 남한지역의 강행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북한지역의 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제7조(사회질서에 반하는 북한지역의 법의 규정) 북한지역의 법에 의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규정의 적용이 남한지역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남한지역의 법을 적용한다.
제8조(준거법 지정시의 반정(反定)) ① 이 법에 의하여 북한지역의 법이 준거법으
로 지정된 경우에 북한지역의 법에 의하여 남한지역의 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때
에는 남한지역의 실질법에 의한다.
②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준거법을 선택하는 경우
2. 이 법에 의하여 계약의 준거법이 지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이 법의 지정 취지에 반하는 경우
제9조(준거법 지정의 예외) ①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준거법이 해당 법률관계와
근소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그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지역
의 법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지역의 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준거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17조의2와 민사집행법 제26
조, 제27조는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의 상사관계에 관한 북한지역 법원의 확
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하여 준용
한다.
② 국제민사사법공조법은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의 상사관계에 관한 남한지
역 법원 또는 북한지역 법원의 재판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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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 론
남북한관계의 진전에 따라 정부 주도의 경제협력사업만이 아니라 남북한 주민간
상업적 교류협력이 일상적으로 가능해지고 남북한 주민간 다수의 상사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경우에는 단순히 남한의 국제사법과 북한의 대외민사관계법을 유추적용
또는 준용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준국제사법을 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확
보된 환경 아래에서 광의의 준국제사법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다.
남한과 북한 중 어느 지역의 법원이 남북한 주민간 상거래분쟁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것인지(준국제재판관할), 어느 지역의 법이 남북한 주민간 상사법률관계에 적
용될 것인지(준거법 결정), 북한판결(또는 남한판결)을 남한(또는 북한)에서 어떤 요
건에 따라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이법지역 판결의 승인 및 집행) 등을 논의하기 위
하여는 북한의 법적 지위에 대한 헌법상 문제가 선제적으로 제기되는데, 남북한관계
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
는 특수관계”이므로, 남북한 주민간 상사법률관계에도 그와 같은 특수성을 고려하여
야 한다. 따라서 남북한 주민간 상사법률관계는 불통일법국, 즉 “지역에 따라 법을
달리하는 국가”를 규율하는 법리에 따라 이해하여야 한다. 남한에 대하여 북한이 미
승인국가이고, 북한법이 미승인국법이라는 점은 사실적 접근법에 따르면 준거법 결
정과 북한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남북한의 경제적 교류협력과 함께 남북한의 정치적 통합이 고도화되어 3단계 통
일방안의 2단계인 남북연합이든 북한이 제창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든 불통일법국
(1국가 2체계)이 등장하는 경우 남한과 북한은 공동으로 국가주권을 행사하여 주권
적 의사결정을 행함으로써 남북한지역 전체에 대한 입법관할권과 남한, 북한 각 지
역에 대한 입법관할권을 구별하고 그 경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남북한간 준국제사
법 실정법규는 통일이 완성된 시점에 폐지가 예정된 과도기적 입법일 수밖에 없다
는 본질적 한계가 있지만, 남북한 주민간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고 다수의 상사법률
관계가 수시로 성립・존속・소멸을 반복하는 경우 준국제사법적 쟁점을 가장 효율
적으로 규율하는 방안은 남한과 북한이 독자적인 개별적 입법관할권을 행사하여 다
른 법역을 존중하면서도 각 법역의 입법정책을 관철시킬 수 있는 준국제사법을 제
정・시행하는 것이다. 입법의 범위는 준거법 결정규칙뿐만 아니라, 준국제재판관할,
이법지역판결의 승인 및 집행, 민사사법공조에 관한 규정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
직하다. 또한 남북한 주민간 교류협력이 점증하더라도 상당한 규모로 발전되기 전
까지는 준거법 결정규칙 중 총칙에 관한 사항은 정치하게 규정하더라도, 준거법 결
정규칙 중 각칙에 관한 사항, 그리고 준국제재판관할, 이법지역판결의 승인 및 집
행, 민사사법공조 등에 관하여는 관련법령을 준용한다는 원칙을 선언하는 입법형태
가 현실적이다. 다만, 한 국가의 국민은 하나의 같은 국적만을 가질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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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과 달리 준국제사법에서는 국적을 연결점으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서
독의 예를 참고하여 국적의 대체 연결점으로서 상거소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 주민간 교역이 활성화됨에 따라 상거래분쟁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상
사법률관계의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규범이 사전적으로 확립됨으로써 당사자들이 법
적 안정성이 확보된 가운데 상거래에 임할 수 있다. 현재까지 남북한 직교역은 정
부 주도의 경제협력사업 중심이었고, 그 외에 민간 차원에서 남북한 사인간 일상적
인 상거래가 행하여진 것은 아니므로, 향후 그것이 가능해진다면 법적 불확실성에
따른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물은 그와 같은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법적 기초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주민
간 상거래관계에 적용되는 준국제사법 실정규범은 단계적 통일과정에서 남북한이 국
가연합 또는 연방제 유사의 법적 상태에 놓이는 경우 적실성을 가지고 활용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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