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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itation초대의 말씀

From a global perspective,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s the most 

closed and isolated country in the world. Closely intertwined international sanctions 

against the country and security concerns limit North Korea’s ability to do business 

and attract foreign investment. However, despite the constraints, some foreign 

enterprises do engage in commercial activities in North Korea.

For foreign commercial enterprises, doing business in the DPRK can be a risky 

proposition. Yet piloting the business environment successfully is possible. What can 

be learned from those enterprises that have succeeded? What is North Korea doing 

to improve the climate for investment, and attract more? What are the possibilities, 

perils, and prospects as we continue to look for meaningful ways to engage with the 

country and promote peace?

With this in mind,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IFES) of Kyungnam 

University, with the sponsorship of Kyongnam Bank, will be holding a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oing Business in North Korea: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This half-day conference brings together international businesspersons, 

consultants, lawyers, and NGO personnel, along with academics, to discuss the 

dynamics of conducting business in this unique, challenging, and changing 

environment. By drawing upon the practical experiences of people in the business 

sector, we hope to deliver recommendations that will help us prepare and promote 

engagement that can assist in moving the country and its people toward a brighter 

future.

We cordially invite your participation in what we hope will be an enlightening 

and productive conference.

January 2015

Dae-Kyu Yoon (Director, IFES, Kyungnam University)

글로벌 맥락에서 보았을 때,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고립된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유엔 등이 부과한 강력한 대북 제재와 핵문제를 중심으로 

한 안보불안 요소, 그리고 북한 스스로의 피포위의식 등은 북한과의 비즈니스를 

추진하는데 가장 큰 도전적 요소임이 분명합니다. 현단계에서 기업들에게 북한과의 

비즈니스를 추진하는 것은 위험한 시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과 위험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꾸준히 비즈니스 기회를 

탐색하고, 실제 비즈니스 활동을 벌이고 있는 일부 외국기업들이 존재합니다. 과연 

이들은 누구이고, 어떤 비즈니스를 펼치고 있는 걸까요. 돈은 벌고 있는 것일까요? 

금번 국제학술회의에서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북한에서 

나름대로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가들로부터 귀중한 경험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비즈니스를 통해 본 오늘날 북한의 현주소를 다각도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북한 당국은 이들 비즈니스맨들에게 어떤 법제도적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는지도 다룰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가 북한에 지속적으로 관여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찾음으로써 미래의 기회와 도전 요소에 대한 

전망도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저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IFES)는 경남은행의 

후원을 받아  “북한과의 비지니스: 기회와 도전” 이라는 주제로 국제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는 국제 기업가, 컨설턴트, 법률 전문가, NGO 활동가와 학자들이 참여해 

유례없이 도전적인 사업환경을 가진 북한에서 수행하는 비즈니스에 대해 처음으로 

심층적으로 토론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북한과의 비즈니스를 경험한 

외국기업인들의 생생한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가 북한과의 비지니스를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번 논의가 북한사회와 주민들이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가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희망합니다. 

본 연구소에서는 여러분의 참여로 의미 있고 생산적인 회의가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고대하고 있습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윤대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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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13:30 등록

13:30~13:50 개회식

개회사 윤대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축  사 류길재  통일부 장관

13:50~14:00 기념촬영

14:00~15:45 제1회의: 북한 내 사업 환경: 장애와 기회

사회 이상만  중앙대학교 교수

발표 1 • 북한과의 비즈니스: 장애와 기회, 현재와 미래 

  토니 미셸  코리아 어소시에이츠 비즈니스 컨설턴시 매니징 디렉터

발표 2 • 북한 경제개발구의 비즈니스 전망 

  안드레이 아브라하미안  조선교류 이사

발표 3 • 북한과의 협력을 위한 선택: ICT, 경공업 분야

  폴 치아  GPI 컨설턴시 매니징 디렉터

토론 • 육재희  아천글로벌코퍼레이션 대표이사

 • 고수석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 딘 울렛 경남대학교 교수

15:45~16:00 커피브레이크

Program프로그램

13:00~13:30 Registration

13:30~13:50 Opening Session

Opening Address Dae-Kyu YOOn  Director, IFES; Vice President, Kyungnam University

Congratulatory Address Kihl-jae RYOO  Minister of Unification

13:50~14:00 Photo session

14:00~15:45    Session I: The Business Environment in the DPRK: 
Barriers and Opportunities

Moderator  Sang Man Lee  Professor, Chung-Ang University

Presentation 1    Doing Business in North Korea: Obstacles and 
Opportunities, Present and Future

   Tony MicheLL  Managing Director, Korea Associates Business 

Consultancy

Presentation 2     Business Opportunity or Bust?: Perusing North Korea’s 
Economic Development Zones

  Andray AbRAhAMiAn  Executive Director, Choson Exchange

Presentation 3    Options for Collaboration in North Korea: ICT Sector and 
Light Industry

  Paul TjiA  Director, GPI Consultancy

Discussants    jae hee YOOK  CEO, Acheon Global Corporation 

     Soo-Suk KO  Senior Researcher, Unification Research Institute, 

JoongAng lbo

    Dean OueLLeTTe  Professor, Kyungnam University

15:45~16:00 Coffee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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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프로그램

16:00~17:45  Session II: Case Studies of Business in North Korea: 
Distribution, Services, and Manufacturing

Moderator  Yang-ho hOng  Former Chairman, Kaesong Industrial District 

Management Committee

Presentation 1     Trade and Distribution in the DPRK: The Deutsche Post-
DHL Experience

   T. james Min ii, esq.  Vice President and Global Head of 

International Trade Law, DP-DHL 

Presentation 2      The Service Industry in Pyongyang: Revelations of a 
Restaurateur

   Laura gALASSi  CEO, SE.GES.AM Srl./President, Daehung Unjong 

Donga Gasparucci Joint Company

Presentation 3    Walk This Way?: Chinese JV Shoe Manufacturing in the 
Rason Economic and Trade Zone

   Mark KiM  Executive Director, Sunyang Shoe Company

Discussants     eun Min KwOn  Partner Attorney, Kim & Chang

     Young hoon Lee  Senior Economist, SK Research Institute for 

SUPEX Management 

     eul-chul LiM  Director of Research, IFES, Kyungnam University

16:00~17:45 제2회의: 북한과의 비즈니스 사례연구: 유통업, 서비스업, 제조업

사회 홍양호  전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위원장

발표 1 • 북한의 유통업: 도이치 포스트-DHL 사례연구

  제임스 민  도이치 포스트-DHL그룹 국제 무역법률 및 기업준법 부문 부대표  

발표 2 • 평양 내 서비스업: 요식업 분야

  로라 갈라시  대흥 은정 동아-Gasparucci 합작회사 대표

발표 3 • 나선 경제특구 내 북·중 신발제조 합작사업

  마크 김  선양신업 이사

토론 • 권은민  김&장 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

 • 이영훈  SK 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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