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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최상의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Professional Service Firm으로서 삼일 

회계법인은 지난 50년 가까이 수 많은 국내 외 기업들에게 최고 수준의 재무자문, 회계감사, 세무자

문, 경영 컨설팅 전문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 경제는 물론 각 산업과 기업

들에 대한 방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우리 경제

가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한반도를 넘어 더 넓은 무대를 바라보아야 하는 때입니다. 남

북한의 경제통합과 본격적인 동북아 경제협력시대를 주도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평창 올림픽,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등 굵직 굵직한 일들이 진행되면서 한반도에서 평화와 화

해의 기운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남북 간에는 철도, 도로, 군사, 산림, 통신, 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

야의 후속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이 증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북 경협사업을 통해서 침체되어 있는 한국 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북한과의 동반 성장 기

반을 구축하여 성공적인 남북 경제 통합의 길을 열고, 더 나아가 남북한 국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삶을 구현하고자 하는 통일 한국 비전에 대한 열망이 어느 때보다 더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인

들도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사업 전략을 수립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삼일회계법인의 ‘남북투자지원센터’는 남북 경협사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Global Network를 통한 뛰어난 국제감각을 결합해 북한 사업을 준비하는 국내 

외 사업자에게 꼭 필요한 해법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리는 성공 파트너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Foreword

삼일회계법인  

CEO 김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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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회계법인은 국내 최고의 회계법인으로서 3,000여 명의 전문가들이 국내는 물론 글로벌 비즈니

스 고객 기업의 산업별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PwC에 속한 

전 세계 158개국 24만 명의 전문가들과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며 고객 기업의 신뢰 확보와 가치 극대

화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는 국내 회계법인 중 최초로 ‘남북투자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북한 투자와 비즈니스에 대

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미 북한 투자와 비즈니스에 대한 2권의 저서를 발행하고, 

북한 투자에 관심 있는 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남북 경제협력 최고경영자 과정’을 운영하며 북한 

비즈니스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과 북한, 미국과 북한 등 관계 변화 속에서 북한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창출하

고자 하는 우리 정부, 기관은 물론 국내 외 기업과 투자자들의 관심과 문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북

한이 본격적으로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오게 된다면 북한은 분명히 매력적인 시장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멀지 않은 시기에 한국은 물론 한반도 주변국과 동남아, 미국, 유럽 등 다양한 글로벌 기업과 투자 

자들에게 북한의 공공 인프라 개발, 자원 개발, 경제특구와 관광지 개발, 제조, 유통, ICT 등 북한의 

여러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와 경제 활동 참여 기회가 크게 열릴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삼일회계법인 남북투자지원센터는 북한 비즈니스의 환경분석, 금융, 투자 재원의 조달과 회수 방안,  

법률과 회계, 세무 제도 등 북한 투자와 관련된 여러 분야에 대해 의미 있고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

공해 드릴 것입니다.

북한 비즈니스를 원하는 고객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 삼일회계법인의 남북투자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삼일회계법인  

남북투자지원센터장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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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반도에는 남북관계, 북미관계와 관련된 큰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많은 기업과 경영자들이 북한 투자와 

사업 기회에 대해 정확한 정보와 경험있는 전문가를 찾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두가 기대하는 

것처럼 북한이 본격적으로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이행하면서 개혁과 개방의 길에 들어서고 

각종 국제 제재가 해결된다면, 북한은 풍부한 자원과 우수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잠재력

이 매우 큰 시장이 될 것입니다. 

삼일회계법인은 2008년 대북투자지원팀을 발족하고, 북한의 변화 이전부터 기업과 비즈니스를 

잘 아는 전문가들이 모여 북한을 연구해 왔습니다. 2015년부터 남북투자지원센터로 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남북경제협력 최고경영자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 학계, 연구소, 

기업은 물론 Global과의 Network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쌓은 대북 전문성, 기업과 산업에 대한 

실무경험을 통해 대북투자에 관심 있는 국내외 기업과 경영자들에게 최적의 자문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남북투자지원센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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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투자	사업에	대한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의	투자	수요	지원	목

적

• 저 술

•	남북투자지원센터로	확대	개편	(2015년)

•	남북경제협력	최고경영자	과정	진행	(2015년~)

•	북한	관련	연구소,	학계와의	협력	체계	구축,	비즈니스	세미나	활동

•	북한	회계,	세무	분야	통일	Roadmap	연구

지원 분야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  

미국 등 글로벌 상담 창구 

운영

글로벌 지원

금강산 관광 재개와 확대,  

원산, 백두산, 칠보산 등 북한 

관광 사업 관련 자문

금강산 등 관광지구  

개발 지원

SOC 민간투자사업 자문, 

Energy 자문, 자원개발 자문, 

인프라 금융 자문

인프라 및 자원  

개발 지원

구조화 금융을 통한 투자  

유치, 국제기구 활용방안,  

Global Network 활용, 기금 

조성 및 투자기구 설립, 민간 

해외 투자자 유치

국제 금융 지원

에너지, 자원, 교통·인프라, 

금융, 주거·복지, 비영리  

관련 기관의 북한 진출, 공공

사업 통합 자문 및 컨설팅,  

관련 연구 및 네트워킹 지원

공공기관 지원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 그룹을 통한 북한  

투자 관련 법제, 회계, 세무  

자문

북한 법률·회계·세무  

지원

개성공단 및  

경제특구 지원

개성공단 재개와 확대 발전, 

나진·하산 등 북한 경제특구 

개발과 관련 자문

남북경협 프로젝트 수행 지원

조직 확대 개편 및 사업 확대

2008년 대북투자지원팀 발족

 『대북투자 10계명』

		2010년	3월

 『대동강의 기적: 개성에서 나진까지』

		2013년	12월

•	개성공단	진출	기업	회계	검증

•	중국	경유한	북한	투자	기업	자문,	나진-하산	프로젝트	재무	자문

•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	실태	조사	등	다양한	업무	경험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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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환경과 사업성 분석

북한의	투자환경은	다른	나라에	비해	국가의	경제지표,	투자	관련	행정	절차	및	법	규정,	산업별	시

장의	규모	등	투자	관련	정보를	취득하기가	매우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	북한	경제는	사회주의	소

유	제도에	기초한	계획경제	체제로서	국가의	생산수단과	생산물이	국가의	소유이며,	또	시기별로	북

한의	계획경제	시스템이	시장화	현상을	통해서	변화하고	있음을	이해하면서	북한	투자에	접근하여야	

합니다.	

또한,	북한에	대한	투자환경	분석과	함께	사업의	타당성	분석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북한의	경제	수

준과	산업을	위한	인프라	수준이	매우	낮음과	정치,	경제적	외부	리스크가	매우	큰	점을	고려하여	시

장성,	기술성,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업의	타당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북한	투자와	관련된	사업성	분석은	북한	시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회사의	내부	

역량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라면	북한과	북한	비즈니스에	대해	오랫동안	준비해오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그룹인	삼일회계법인	남북투자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삼일회계법인은	정부기관,	국가·민간	연구소,	대북	기업인	등	다양한	Network를	통해	북한에	대한	

최신	정보와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북한	투자에	관심	있는	기업인들에게	올바른	투자의	

방향성을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북한	투자에	관해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 개요 인구, 면적, 기후, 언어, 정치 체계 등 일반 현황 분석

거시 경제 변수 GDP, 1인당 GDP, 물가상승률, 국가부채, 국가 신용등급, 환율 등

경제 구조 및 특징 인프라 현황, 산업별 특징, 수출·수입 비중, 소비 행태, 외국인 투자 현황

금융 북한 금융기관과 기능, 화폐, 유통, 결제 제도, 북한 금융의 개선 과제

투자 법제 법 체계, 일반 투자 규정, 외국인 투자 정책,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 투자 인센티브, 외국인 및 한국 기

업 투자 행태, 사례, 경제특구 관련 법·규정

회계 경제특구 등 투자기업에 대한 회계기준과 감사기준

조세 조세법 체계, 주요 세금 신고 및 납부, 산업별 세무 이슈, 산업별 세율 

무역 및 통관 제도 대외 무역 및 통관, 반출입 절차, 전략물자 이해

노무 제도 북한의 노동 규정·규칙, 노동환경, 임금제도, 노동 문화, 노동 인력 현황 등

기타 북한에 대한 각종 제재

북한 투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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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지원

금강산 등 관광지구 개발 지원

인프라 및 자원 개발 지원

개성공단 및 경제특구 지원

국제 금융 지원

공공기관 지원

북한 법률·회계·세무 지원

북한 투자 자문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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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봉국제관광특구

신의주 국제경제지대
황금평, 위화도 경제지대

진도수출가공구

은정첨단과학기술구

강령국제록색시험구

금강산국제관광특구

개성공업지구

나선경제무역지대

삼일의	개성공단	및	경제특구	지원팀은	개성공단	진출	기업의	회계	검증,	중국을	

경유한	북한	투자	자문,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사업성	평가,	개성공단	입주기업

의	피해	실태	조사	등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의	개성공단	

재개	및	남북	경협	프로젝트와	관련한	충실한	자문을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개성공단 재개 관련 자문

 개성공단 확대 발전 방안 자문

 나진-하산 프로젝트 재가동 자문

북한의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

북한은	북한	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	목표에	따라	전국	각지에	대규모	중앙

급	경제특구와	지방급	경제개발구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투자자를	유치

하려는	노력을	시도	중입니다.	

대표적으로	개성공단과	나선경제무역지대가	있으며,	최근	평양	인근의	은정첨단

과학기술구,	강남경제개발구	계획	등은	기존의	개성공단과	연계해	눈여겨	보아

야	할	지역입니다.

북한은	체제	안정과	함께	경제문제를	해결하고자	중국식의	특구	경제개발	모델

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는	각종	제재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	추

진이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국제	제재	등이	완화	또는	해제되어	간다면	중단된	

개성공단,	나진-하산	프로젝트	등은	가장	우선적으로	재개	및	투자가	검토될	

가능성이	높은	분야입니다.

북한	경제특구의	각	지역별,	산업별	특징을	이해하고	우리	주도로	추진할	수	있

는	사업,	국제	협력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등을	구분해	대응하며,	현재	중단

된	개성공단	사업	등의	재개를	위한	각종	제도	등을	보완하면서	차분히	준비하

여야	합니다.

개성공단 및 경제특구 지원 

북한의 주요 경제개발구

자문 분야

 개성공단 인근 산업 연계

 북한 경제 특구별 분석

 글로벌 연계 프로젝트 추진



남북투자지원센터 9

금강산	관광	투자	자문,	사업성	검토,	개성관광	등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	

관광개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문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 관련 자문

 원산 ~ 금강산 연계 개발 자문

 북한 내륙 자연 관광지 개발 자문

 한반도 신경제지도 연계 관광 자문 

 동북아 연결 복합관광 자문

자문 분야

북한 관광산업

북한에는	잘	알려진	금강산과	백두산은	물론	묘향산,	칠보산	등	자연관광명소

와	평양,	개성	등	역사	관광지와	최근	갈마공항,	마식령	스키장	등을	포함한	종

합휴양지로의	본격적인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원산	등	여러	지역에	다양한	형태

의	관광자원이	있습니다.	

각각의	관리도	비교적	잘	되어	있어서	다른	산업군에	비해	비교적	용이하게	적

은	비용으로	짧은	시간에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	분야입니다.

북한 관광산업을 통한 기대 효과

정치	군사적으로는	관광산업의	평화적	역할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퍼주

기가	아닌	경제적	지원과	평화	유지,	분단관리	비용	절감을	통한	무형적	편익이	

발생합니다.

경제적으로는	북한	관광산업을	통한	투자	활성화,	관광상품	다양화로	남북경협

의	협력이	강화되며,	남북한간	관광수입	증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습니다.

사회문화적으로는	대규모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해	남북한	이질감	해소	및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며,	남북간	역사문화	관광지에	대한	연구	교류를	통해	민족적	자

부심을	고취할	수	있습니다.	

금강산 등 관광지구 개발 지원

칠보산

함흥

백두산(무봉)

청수

신의주
황금평

평양

묘향산

구월산

신평

원산
금강산

개성

나선

온성섬

북한의 주요 관광자원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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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등 인프라 개발

북한의	철도,	도로,	항만,	공항,	전력	등	낙후된	인프라	산업분야는	북한의	경제

개발을	위해서	가장	시급하고	필수적인	개발	분야이지만,	엄청난	자금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북한의	인프라	개발을	위해서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프로젝트와	민간	프로젝트

를	구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중국,	러시아	등과	연계한	국제	프로젝트로	

국제	투자자금을	유치하여	기금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접근	방식도	필요합니다.

인프라	개발	투자금	회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철저한	준비도	필요하며,	

자원	개발과	연계한	패키지	딜	방식의	개발	방식도	훌륭한	대안이	될	것입니다.

자원 개발

한국	광물자원공사가	2016년	미국의	지질조사소(USGS)를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	매장	광물자원	규모는	3,200조	원에	달하며	금	2천	톤,	은	5천	톤,	마그네

사이트	60억	톤,	석회석	1천톤	등	42개	광종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

니다.	

하지만,	북한의	자원	개발을	위해서는	국제	제재	해제와	북한	자원	개발을	위한	

전력,	설비,	도로,	철도	등	인프라	문제,	인근	중국,	러시아	등과의	경쟁	등	사전

에	검토해야	할	사항이	무척	많습니다.	또한,	개발을	위한	투자	자본의	규모도	

매우	크며	사업기간도	장기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투자	환경,	관계	법령,	제도	및	재무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면밀

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며,	잘	준비된	프로세스에	따라서	단계별	사업	진출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인프라 및 자원 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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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은	PwC와	함께	국가별	에너지	및	자원	개발	산업	전문가와	함께	국내는	물

론	다수	해외	국가에서	철도,	항만,	도로는	물론	글로벌	인프라	&	PPP,	발전소,		

태양광,	풍력,	가스,	석유,	석탄,	광물	등	자원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습니다.	

삼일은	해당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북한	인프라

와	자원	개발	분야에서도	최고의	자문과	컨설팅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	대북사업과	관련해서는	과거	나진-하산	프로젝트	및	A사의	동북아	국제	물류		

합영기업	설립에	관한	사업성	검토	경험	등	다양한	사업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nergy (Oil & Gas) 자문

 발전 및 집단에너지 (Power& Heat) 자문

 SOC 민간투자사업 자문

자문 분야

 인프라 금융 자문

 Coal & Mining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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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분야

3대 경제벨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

남북	경협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경제의	영토를	북한	및	동북아와	유라시아로	

확장하여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남과	북이	평화와	번영의	

경제통일을	향해가는	목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환황해	경제벨트,	환동해	경제벨트,	접경지역	경제벨트	등	3대	경제	평화벨트를	

통해서	하나의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남북한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하는	

원대한	계획을	구상하고	실현하고자	합니다.	

북한의	개발을	위한	각종	에너지·자원개발,	교통·인프라,	금융·주거·복지	등의	

선제적	개발	분야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마스터	플랜,	투자	재원	마련	등	여러	

분야에	대한	주도적인	연구를	통해	산업의	견인차	역할과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

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지원 

삼일의	공공기관	지원팀은	산업자원통상	분야,	도로·항만·항공	등	교통·인프

라	분야,	금융·주거·복지·관광·환경·문화체육·교육	및	투자유치	등	모든	공

공분야에	대해	국내	주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산업	전문성과	

공공	정책	추진	자문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공사업의	기획,	북한과의	협상,	인허가,	재원마련,	사업	완료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통합적인	자문과	컨설팅을	제공해	드립니다.

 북한 진출 연구 및 네트워킹 지원

 북한 현지 지사 설치 자문

환동해 경제벨트

접경지역 
경제벨트환황해 경제벨트

 북한 진출 경영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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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분야에서는	북한	투자	및	거래구조	수립,	북한	법인	설립,	합작투자,	지분

투자,	북한과의	교역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관련한	법률자문	등을	설계	

및	자문해	드립니다.	

회계	분야에서는	북한	회계기준과	회계	처리,	내부통제제도	구축	자문,	회계업

무	프로세스	등	회계	관련	이슈	사항에	대한	종합	자문이	가능합니다.

세무	분야에서는	산업별·투자	지역별	조세환경	및	제도,	조세	인센티브,	중국·

남한	경유	투자	및	직접	투자	방안에	따른	세무	영향,	남북간	이중과세	방지	합

의서	및	북한과	타국간의	조세	조약에	따른	혜택	등과	이익	회수	방안	별	세무	

효과	등을	자문해	드립니다.

 법률 자문

 회계 자문

북한 법 제도 이해의 필요성

북한의	투자와	관련된	법규로는	외국	투자	관련	법령을	총괄하는	외국인	투자

법을	기본으로	투자	기업의	형태에	따라	합영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외국인

투자은행법	등과	각각의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경제특구와	남북경협과	관련된	

라선경제무역지대법,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개성공업지구법,	북남경제협력법	

등과	각각의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남북교류협력법,	대외무역법,	남북협력기금법	등	남북경협,	남북교

류에	관한	다양한	법,	제도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이해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북한 회계, 세무 유의점

북한은	1972년	사회주의	헌법에서	세금	제도를	폐지한다고	했지만	다른	나라	

법인과의	합영,	합작	사업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습

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투자법에서	기업의	일반	소득세	표준	세율은	25%이지

만,	경제특구에	투자한	기업은	14%로	특혜를	적용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개인

소득세,	재산세,	거래세,	영업세,	자원세,	도시경영세,	자동차이용세	등	다양한	

세금	규정을	운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북한 법률·회계·세무 지원

자문 분야

 세무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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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협력의 필요성

남북경협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북한의	SOC	등	인프라	개발사업,	다자간	국제	

개발협력	사업	등은	우리	정부의	재원만으로	추진하기보다는	국제	투자	자금을	

유치하는	것이	재원	조달의	문제	해결,	사업	리스크	방지,	북한의	신뢰	회복	측

면에서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UN	등	국제기구,	세계은행,	ADB	등의	국제	개발	금융기관이나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국가의	공공	자금을	먼저	유치하여	투자환경을	조성한	뒤	민간	투

자자금의	투자를	유도하는	전략도	필요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반대로	국제	민간	

투자자금을	먼저	조성하여	선제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남북경협을	국제화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시도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북한이	IMF	등	국제기구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인	정확한	통계,	회계	

정보	등을	충실히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원	방안을	함께	고민

하여야	하며,	동시에	북한을	설득하여	국제	사회로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논

리의	개발도	필요합니다.

국제 금융 지원

국제	협력을	통한	북한	개발	방안은	단계별로	사업별	우선순위와	그에	적합한	

재원	조달	방안	등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삼일의	국제	

금융	지원팀은	글로벌	투자	자문	경험을	토대로	북한	투자	재원	마련에	대한	최

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구조화 금융을 통한 투자유치 자문

 기금 조성 및 투자 기구 설립 자문

 국제기구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및 자문

자문 분야

 Global Network을 활용한 국제 금융 자문

 해외 투자자 등의 유치 방안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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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투자 자문

북한을	둘러싼	한반도의	상황이	급박하게	진행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북한	투자

에	대한	글로벌	자본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둔화	상황에서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야	하는	글로벌	자본은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서의	북한을	이미	오래전부터	유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글로벌	투자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려면	UN	제재,	미국	제재	등이	해결	

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지만,	글로벌	자본은	분명한	투자	의지가	있고,	또	투자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유럽	등	북한	투자에	관심은	있지만,	북한에	대한	정

보나	북한	투자를	위한	방향성	등이	필요한	글로벌	기업은	북한을	잘	알고	있는	

삼일회계법인	남북투자지원센터를	통해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글로벌	기업과	한국	기업간의	합작형태로	북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모델도	

가능할	것이며	글로벌	자본의	효율적인	북한	투자	구조와	운영	방안	등에	대해

서도	논의가	가능할	것입니다.

삼일은	북한	투자	개발에	특화된	전문가들과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	체계를	통해				

글로벌	투자사의	성공적인	북한	진출을	돕는	자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Global consulting service channels in operation covering 

China, Japan, Russia, Europe and the U.S., etc

글로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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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을 먼저 이해하라

분단	60여	년의	긴	세월로	인한	남북간의	정치,	문화,	생활방식	등의	큰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라

과거	북한	사업의	사례	등을	사전에	철저히	분석하고	준비하여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사업성 검토를 소홀히 하지 마라

대북투자사업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버리고	본질적인	수익성	추구를	위해	시장성,	상품성	등의	

검토를	충분히	해야	합니다.

적합한 채널을 파트너로 맞이하라

북한	내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사업파트너와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인내심을 갖고 협상에 임하라

대외적	상황,	북한	내부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대응하는	자세가	무엇

보다	필요합니다.

강력한 사명감과 의지로 무장하라

단기적	기업이윤	창출	목적보다는	남북간	상생의	길을	간다는	사명감과	경영진의	강력한	대북투자	

의지가	중요합니다.

북한 근로자와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라

북한	근로자들에게	교육,	복지	등을	제공하여	신뢰의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기업과	남북관

계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됩니다.	

열악한 인프라에 대비하라

북한의	부족한	인프라,	특히	전력공급	여부,	그리고	통행,	통관,	통신,	통금(자금)	등의	문제	등도	충

분히	대비해야	합니다.

대북사업에 사운을 걸지 마라

초기에는	자기	자금의	최소	투자비로	운영	후,	향후	남북협력기금	등의	지원을	받아	추가	투자를	확

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내외 정치·경제적 상황을 주시하라

국내	외	정치	상황을	감안하여	사업참여	시기를	신중하게	선정하고,	상황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

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대북투자 10계명



인프라 및 자원개발 지원

신승철 Partner
02-709-0265 scshin@samil.com

김재운 Partner
02-709-0732 jukim@samil.com

한정탁 Partner
02-3781-0165  jtakhan@samil.com

서용태 Partner
02-3781-2340  ytseo@samil.com

황성필 Director
02-3781-1595  spwhang_1@samil.com

지정인 Manager
02-709-8438 jiji@samil.com

차승훈 Senior Associate
02-709-8350 shcha@samil.com

개성공단 및 경제특구 개발 지원

황택현 Partner
02-709-0462 thhwang@samil.com

김승훈 Director
02-3781-9712  seunghkim@samil.com

김경훈 Manager 
02-709-8762 kh.kim@samil.com

이경찬 Manager 
02-709-0451 kclee@samil.com

금강산 등 관광지구 개발 지원 

오창걸 Partner
02-709-0545 cgoh@samil.com

이영배 Director
02-3781-9418  yplee4@samil.com

조용구 Manager 
02-709-4086 ygjo@samil.com

이지훈 Senior Manager
02-3781-9744  jehulee@samil.com

국제 금융 지원 

이상웅 Partner
02-709-8850 swoonglee@samil.com

김병국 Partner
02-709-8535 byunggkim@samil.com

신용국 Executive-Director
02-3781-9832  ykshin@samil.com

정 연 Senior Manager
02-3781-1736 ychung@samil.com

고동헌 Senior Manager
02-709-0714 dhunko@samil.com

북한 법률·회계·세무 지원 

전용욱 Partner
02-709-7982 ywookjun@samil.com

김홍현 Partner
02-709-3320 hhkim@samil.com

양인병 Partner
02-3781-3265  ibyang@samil.com

홍지윤 Director / 변호사

02-3781-3050  jiyunh@samil.com

정기욱 Senior Manager
02-709-8873 kiwjung@samil.com

공공기관 지원 

윤규섭 Partner
02-709-0313 gysyoon@samil.com

박태영 Partner
02-709-0424 typark@samil.com

김병일 Partner
02-709-7079 bilkim@samil.com

김동수 Partner
02-709-8931 dskim@samil.com

장혜윤 Partner
02-3781-9192  hychang@samil.com

유옥동 Director
02-3781-0128  odyu@samil.com

민병권 Director
02-3781-0127  byungkmin@samil.com

이보화 Senior Manager
02-3781-0124  bhlee@samil.com

이태호 센터장	 02-709-0718,   010-3783-0718,   thlee@samil.com

이경찬 실	장 02-709-0451,   010-2422-5867,   kclee@samil.com

Global

Japan

Kyung-hoon, Kim 

02-709-8762 010-3314-9774
kh.kim@samil.com

China

Yong-wook, Jun 

02-709-7982 010-9163-4304
ywookjun@samil.com

USA

Yeon Chung

02-3781-1736  010-7550-3801
ychung@samil.com

Cont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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