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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북한이 2013년부터 강행한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무거운 우려와 규탄을 표명하며 채택한 UN 안전보장이사회(UN
Security Council, 이하 ‘UN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대북제재의 분석 대상 기간은 2012년부
터 2019년까지다. 이 기간에 UN 안보리는 총 여덟 차례에 걸쳐 북한 경제제재 관
련 결의안(resolutions on DPRK)을 채택했다. 2013년에 두 차례(Resolutions
2087, 2094), 2016년에 두 차례(Resolutions 2270, 2321), 2017년에 네 차
례(Resolutions 2356, 2371, 2375, 2397) 결의안 채택이 이루어졌다. 특히
2016년부터 부과된 대북제재 결의안은 북한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포
괄적 제재(comprehensive sanctions)가 대폭 강화된 특징이 있다. 한편 2016
년 이후에는 북한의 경제적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큰 중국이 이전보다 적극적으
로 대북제재를 이행함에 따라 대북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볼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제사회가 북한에 경제제재를 가하며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
해서는 북한의 정치체제(political system)에 대한 엄밀한 이론적 정의가 선행
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고는 북한의 정치체제를 정치경제학 이론적
으로 분석 및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북제재에 관한 게임이론 모형을 설정
하여 제시한다. 이어서 북한의 정치체제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대북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위성 야간조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한다. 위성
야간조도 데이터를 활용한 대북제재의 효과 실증분석의 목표는 대폭 강화된 대
북제재가 북한의 경제활동 및 자원 배분 방식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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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국제사회가 북한에 가한 경제제재에 대한 북한
정권의 대응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북한 정권에 대한 정보가 극도로
부족한 국제사회에 엄밀한 경제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추출한 정보를 제공함으
로써 대북정책에 관한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첫째, 북한의 정치체제를 정치경제학 이론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대북제재에 관한 게임이론 모형에 적용한 첫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
째, 본 연구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부과된 UN 안보리 대북제재를 지수
(index)로 구성하여 정량화했으며, 추가적으로 미국, 일본, 한국, EU 및 중국
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현황에 대한 세부적 정보를 파악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셋째,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시기는 국제사회가 기존보다 제재의 강도를 대폭 강
화한 시기로, 국내외적으로 제재의 효과에 대한 연구 수요가 큰 상황에서 본 연
구가 수행됐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기존의 경제학계에서 위성
야간조도 데이터를 활용할 때 주로 사용한 DMSP를 사용하지 않고, 이보다 더
기술적으로 우월한 VIIRS를 활용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
구는 학술적으로도 의미 있는 분석 결과를 근거로 국내외 정부의 대북정책 설
계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본고의 2장에서는 UN 안보리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살펴보고 지수로 정량화한다. 2장에서 정량화한 UN 안보리 대북제
재 지수는 4장의 대북제재 효과를 분석하는 회귀분석에서 주요 설명변수로 활
용한다. 추가적으로 2장은 미국, 한국, EU, 일본의 대북제재 현황과 함께 중국
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이행 현황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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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은 경제제재의 국제관계학 이론적 고찰과 함께 국제사회가 북한에 제재
를 가하며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북한
의 정치체제를 정치경제학 이론적으로 정의한다. 본고는 북한의 정치체제를 정
의하기 위해 그 근간인 주체사상에 주목한다. 본고는 북한의 주체사상과 사회
경제적 생명체론, ｢평양시관리법｣ 등을 근거로 북한의 정치체제를 ‘수령 독재
체제’로 정의한다. 그리고 북한의 수령 독재체제를 De Mesquita et al.(2005)
의 선출인단 이론(selectorate)과 Acemoglu, Verdier, and Robinson
(2004)의 클렙토크라시(kleptocracy) 이론에 입각해서 분석하고, 이를 바탕
으로 대북제재에 관한 게임이론 모형을 설정하여 제시한다.
이어서 4장은 3장에서 도출한 이론적 가설을 위성 야간조도 자료를 활용하
여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즉 4장은 ‘북한에 대북제재가 가해질수록 북한 정권
은 선출인단에 경제적 자원 배분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정권의 권력을
유지할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증한다. 4장의 실증분석 결과는 3장의 이론적 가
설을 뒷받침한다. 실증분석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자면, 추가적인 대북제재 조
치가 가해질 때 평양(선출인단 거주 지역)과 여타 지역 간의 야간조도 격차가
약 0.4%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결과를 GDP 단위로 환산하면, 제재지
수가 한 단위 강해질수록 평양과 여타 지역 간의 GDP 격차가 약 0.12% 발생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산업 도시, 광산 지역, 중국 접경 지역, 신의주는 제재
가 강해질수록 상대적으로 야간조도의 강도가 증가하며, 그 강도는 신의주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 즉 신의주와 여타 지역 간의 야간조도 격차는 제재 조치
가 추가될 때마다 약 3.3%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핵개발 시설 지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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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실증분석 결과도 정책적으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 결과는 대
북제재가 북한 통치자(정권) 권력 유지의 핵심 수단인 핵개발 정책에 미친 영향
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회귀분석에서 추가적인 제재 조치가 가해지면
핵개발 시설 지역과 여타 지역 간의 야간조도 격차가 약 0.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 결과는 제재가 강해질수록 북한 정권이 핵개발 활동에 투입하
던 국가의 자원을 다른 부문에 전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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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의의

1. 연구의 배경: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본 연구는 북한이 2013년부터 강행한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무거운 우려와 규탄을 표명하며 채택한 UN 안전보장이사회(UN
Security Council, 이하 ‘UN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본 연구가 분석하는 대북제재의 분석 대상 기간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다. 이 기간에 UN 안보리가 채택한 북한 경제제재 관련 결의안
(resolutions on DPRK)은 총 여덟 차례다. 2013년에 두 차례(Resolutions
2087, 2094), 2016년에 두 차례(Resolutions 2270, 2321), 2017년에 네 차
례(Resolutions 2356, 2371, 2375, 2397)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2016년부터 부과된 대북제재 결의안은 2016년 이전에 부과된 대북제재 결
의안과 비교하여 북한의 집권 계층뿐만이 아닌 비(非)집권 계층(residents)의
후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포괄적 제재(comprehensive sanctions)가 대
폭 강화된 특징이 있다. 한편 2016년 이후에는 북한의 경제적 의존도가 절대적
으로 큰 중국이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대북제재를 이행함에 따라 대북제재가 북
한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볼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제사회가 북한에 경제제재를 가하며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서는 북한의 정치체제(political system)에 대한 엄밀한 이론적 정의가 선행되
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보고서는 북한의 정치체제를 정치경제학
이론적으로 분석 및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북제재에 관한 게임이론 모형을
설정하여 제시한다. 이어서 본 연구는 북한의 정치체제에 대한 정의와 게임이론
모형을 바탕으로 대북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위성 야간조도 데이터
를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위성 야간조도 데이터를 활용한 대북제재의
효과 실증분석의 목표는 대폭 강화된 대북제재가 북한의 경제활동 및 자원 배분
방식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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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북한에 가한 경제제재에 대한 북한 정권의 대응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북한 정권에 대한 정보가 극도로 부족한 국제사회에 엄밀한 경제
학적 분석에 의해 추출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대북정책에 관한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이론 및 실증분석은 학술적인 기
여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북한의 정치체제를 정치경제학 이론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대북제
재에 관한 게임이론 모형에 적용한 첫 연구라는 점에서 첫 번째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부과된 UN 안보리 대북제재를 지수
(index)로 구성하여 정량화했으며, 추가적으로 미국, 일본, 한국, EU 및 중국
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현황에 대한 세부적 정보를 파악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
다. 셋째, 본 연구는 Lee(2018)가 1992년부터 2013년까지 대북제재의 효과
를 위성 야간조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한 이후,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대북제재의 효과를 분석한 후속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시기는 국제사회가 기존보다 제재의 강도를 대폭 강화한 시기이기
에, 국내외적으로 제재의 효과에 대한 연구 수요가 큰 상황에서 본 연구가 수행
됐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기존의 경제학계에서 위성 야간조도
데이터를 활용할 때 주로 사용한 DMSP를 사용하지 않고, 이보다 더 기술적으
로 우월한 VIIRS를 활용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경제학계를 제외한 다른 학
계에서는 이미 기술적으로 우월한 VIIRS를 활용하고 있지만, 경제학계는 이러
한 흐름에 뒤처진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경제학계에서도 VIIRS
데이터를 활용하는 최근의 학계 흐름에 부응하는 연구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
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학술적으로도 의미 있는 분석 결과를 근거로 국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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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북정책 설계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본고의 2장은 UN 안보리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안을 살펴보고 지수로 정량화한다. 2장에서 정량화한 UN 안보리 대북제재 지
수는 4장의 대북제재 효과를 분석하는 회귀분석에서 주요 설명변수로 활용한
다. 추가적으로 2장은 미국, 한국, EU, 일본의 대북제재 현황과 함께 중국과 러
시아의 대북제재 이행 현황도 살펴본다.
3장은 경제제재의 국제관계학 이론적 고찰과 함께 국제사회가 북한에 제재를
가하며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북한의
정치체제를 정치경제학 이론적으로 정의한다. 본고는 북한의 정치체제를 정의
하기 위해 북한 정치체제의 근간인 주체사상에 주목한다. 본고는 북한의 주체사
상과 사회경제적 생명체론, ｢평양시관리법｣ 등을 근거로 북한의 정치체제를 ‘수
령 독재체제’로 정의한다. 그리고 본고는 북한의 수령 독재체제를 De Mesquita

et al.(2005)의 선출인단 이론(selectorate)과 Acemoglu, Verdier, and
Robinson(2004)의 클렙토크라시(kleptocracy) 이론에 입각해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북제재에 관한 게임이론 모형을 설정하여 제시한다.
이어서 4장은 3장에서 도출한 이론적 가설을 위성 야간조도 자료를 활용하
여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즉 4장은 ‘북한에 대북제재가 가해질수록 북한 정권
은 선출인단에 경제적 자원 배분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정권의 권력을
유지할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증한다. 4장의 실증분석 결과는 3장의 이론적 가
설을 뒷받침한다. 실증분석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자면, 추가적인 대북제재 조
치가 가해질 때 평양(선출인단 거주 지역)과 여타 지역 간의 야간조도 격차가
약 0.4%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결과를 GDP 단위로 환산하면, 제재지
수가 한 단위 강해질수록 평양과 여타 지역 간의 GDP 격차가 약 0.12% 발생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고의 5장은 결론과 정책적 시사점을 서술하며 본 연구보고서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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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본 연구가 분석하는 대북제재의 분석 대상 기간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다. 본 절은 이 기간에 UN 안보리가 채택한 북한 경제제재 관련 결의안
(resolutions on DPRK, 이하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을 분석한다. 이
기간에 UN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은 총 여덟 차례다. 2013년에 두
차례(Resolutions 2087, 2094), 2016년에 두 차례(Resolutions 2270,
2321), 2017년에 네 차례(Resolutions 2356, 2371, 2375, 2397)의 대북제
재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2016년부터 부과된 대북제재 결의안은 2016년 이전에 부과된 대북제재 결
의안과 비교하여 북한의 집권 계층뿐만이 아닌 비집권 계층의 후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포괄적 제재가 대폭 강화된 특징이 있다. 아래에서 각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의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하고, 이를 근거로 대북제재 지수
(sanctions index)를 구성한다.

가.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의 주요 내용
UN 안보리는 북한이 2012년 12월 12일에 탄도 미사일(ballistic missile)을
발사한 사실을 규탄하며, 2013년 1월 22일에 대북제재 결의안 2087호를 채택했
다. 본 결의안에서 2006년 UN 안보리 결의안 1718호에서 채택된 여행 금지
(travel ban)와 자산 동결(asset freeze) 표적제재 대상의 개인(individuals)이
4명 추가되었으며, 기관(entities)이 6개 추가되었다. 또한 UN 안보리는 대북제
재 결의안 2087호에서 국제사회에 대북제재 회피(sanction evasion) 목적의 대
량 현금 사용(use of bulk cash)도 개탄(deplore)했다.1)
1)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087 (2013), paragraph 12: “Deplores the violations of the
measures imposed in resolution 1718 (2006) and 1874 (2009), including the use of bulk cash

16 • 대북제재의 게임이론적 접근과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2013년 2월 12일에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진행하자, 2013년 3월 7일에 UN
안보리는 북한이 진행한 3차 핵실험을 규탄하며 대북제재 결의안 2094호를 채
택했다. 본 결의안에서 UN 안보리는 북한의 핵무기, 탄도 미사일, 대량살상무
기와 관련 있는 물품들에 대한 무역제재와 금융제재, 그리고 관련된 교류 협력
금지 조치를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핵무기 관련 제재 대상 물품이 2종 추가됐
으며, 미사일 제조 관련 제재 대상 물품이 5종, 화학무기 제조 관련 제재 대상
물품이 1종 추가됐다. 또한 UN 안보리는 여행 금지와 자산 동결 표적제재 대
상 개인 3명과 기관 2개를 추가했으며, 사치품(luxury goods) 교역 금지 품목
도 7개 추가했다. UN 안보리는 본 결의안에서 대북제재 결의안 1718호, 1874
호, 2087호, 2094호에 채택된 제재에 위반되는 물품의 운송이 의심되는 모든
화물에 대한 검열(inspect) 조치도 추가했다.2)
2016년 1월 6일에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진행하자, 2016년 3월 2일 UN 안
보리는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를 채택했다. 본 결의안에서 UN 안보리는
2006년 대북제재 결의안 1718호의 일부 무기 종류에 대한 제재 조치인 8(c)
조항을 강화하여, 소형 무기를 포함한 모든 무기(all arms)와 이와 관련된 물품
들에 대한 교역, 금융 거래, 기술 협력 등 일체의 활동을 제재의 대상으로 확장
했다. UN 안보리는 본 결의안에서 식품과 의약품을 제외하고 북한의 무력
(armed forces) 개발에 기여된다고 판단되는 모든 물품(any items)에 대한
교역을 금지했다. 또한 본 결의안에서 여행 금지와 자산 동결 표적제재 대상 개인
16명과 기관 12개를 추가했고, 제재 회피의 목적으로 표적제재 대상 개인이나 기

to evade sanctions, ……”
2)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087 (2013), paragraph 16: “Decides that all States shall in
spect all cargo within or transiting through their territory that has originated in the DPRK,
or that is destined for the DPRK, or has been brokered or facilitated by the DPRK or its nat
ionals, or by individuals or entities acting on their behalf, if the State concerned has credi
ble information that provides reasonable grounds to believe the cargo contains items the
supply, sale, transfer, or export of which is prohibited by resolutions 1718 (2006), 1874 (2
009), 2087 (2013), or this resolution, for the purpose of ensuring strict implementation of
those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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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지시를 받는 북한 외교관, 북한 정부 관료, 제3국의 시민 등의 본국 송환
조치도 추가했다. 그리고 본 결의안에서 북한의 핵 무력 확장(proliferation)
과 관련된 교육 훈련을 금지시켰다. 본 결의안의 화물운송 및 물류 관련 제재
조치도 기존(2094호)의 ‘제재에 위반되는 물품의 운송이 의심되는 모든 화물
에 대한 검역 조치’에서 ‘제재에 위반되지 않기 위해 모든 화물에 대한 검역 조
치’로 강화했다.3) 추가적으로 UN 안보리는 물류와 관련된 제재 조치로 북한에
선박(vessels)과 비행기(aircraft)의 대여 및 승무원 서비스(crew service)의
제공을 금지했으며, 만약 북한 소유 비행기와 선박이 제재 위반 품목을 운송 중
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되는 경우에4) 해당 비행기의 이착륙과 비행 및 해당
선박의 입항을 금지시켰다. 또한 본 결의안에서 UN 안보리는 북한과 석탄
(coal), 철(iron), 철광석(iron ore)에 관한 교역을 금지시켰다. 단, 본 결의안
에는 미사일 제조나 핵개발 및 다른 대북제재 조치와 관련이 없는 민생
(livelihood) 목적의 석탄, 철, 철광석의 교역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조항이
있다.5) 추가적으로 UN 안보리는 본 결의안에서 북한과 금(gold), 티타늄 광석
(titanium ore), 바나듐 광석(vanadium ore), 희토류(rare earth materials),
항공유(aviation fuel)의 교역을 금지했다. 항공유 교역 금지 조치는 북한을 목
적지로 하는 일반 승객(civilian passengers)이 탑승한 비행기의 경우는 예외
로 두었다. 또한 본 결의안에서 UN 안보리는 5개의 사치품 항목을 교역제재
3)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270 (2016), paragraph 18: “Decides that all States shall in
spect the cargo within or transiting through their territory, including in their airports,
seaports and free trade zones, that has originated in the DPRK, or that is destined for the
DPRK, or has been brokered or facilitated by the DPRK or its nationals, or by individuals
or entities acting on their behalf or at their direction, or entities owned or controlled by
them, or by designated individuals or entities, or that is being transported on DPRK flagged
aircraft or maritime vessels, for the purposes of ensuring that no items are transferred in
violation of resolutions 1718 (2006), 1874 (2009), 2087 (2013), 2094 (2013) and this resolution,
……”
4)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270 (2016), paragraph 21: “ …… if they have information
that provides reasonable grounds to believe that the aircraft contains items the supply, sale,
transfer or export of which is prohibited by resolutions ……”
5)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270 (2016), paragraph 2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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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추가했다.
북한이 2016년 9월 9일에 5차 핵실험을 진행하자, UN 안보리는 이를 규탄
하며 2016년 11월 30일에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321호를 채택했다.
본 결의안에서 추가된 여행 금지 및 금융제재 대상 개인은 11명, 기관은 10개
다. 또한 여행 금지 제재 조치의 대상을 북한의 핵이나 탄도 미사일 개발과 관
련된 정부 관료 및 군 관계자로 폭을 크게 넓혔다. 본 결의안은 북한의 대사관
이 개설할 수 있는 주재국 내 은행 계좌의 수를 대사관당 하나의 계좌로 제한했
으며, 외교 목적 외의 모든 부동산 임대 행위도 금지했다. 그리고 본 결의안에
서 핵무기 및 미사일 제조 관련 제재 대상 품목이 15개 추가됐고, 생화학무기
제조 관련 제재 대상 품목은 3개 추가됐다. 본 결의안에서 추가된 사치품 제재
품목은 2종이다. 또한 UN 안보리는 2016년 UN 안보리 결의안 2270호의 화
물 운송 관련 제재인 19번 조항과 20번 조항에서 민생용을 제외하는 예외 조항
을 삭제하며 화물 운송 관련 제재 조치를 강화했다. 운송과 관련하여 추가적으
로 본 결의안은 일반 시민이 탑승했을지라도 북한 비행기는 해당 비행기가 북
한 내 목적지에 도달할 만큼 이상의 항공유를 공급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또한
본 결의안에서 UN 안보리는 북한의 핵무기나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것으로 합
리적 의심이 가는 선박의 등록 해제(de-flag), 해당 선박을 UN 안보리 대북제
재 위원회(committee)가 지정하는 항구로 이동, 해당 선박의 자산을 동결시
키는 제재 조치를 채택했다. 교류 협력과 관련하여 본 결의안은 북한과 의료 분
야를 제외한 과학 기술 협력을 중지시키는 조치를 채택했다. UN 안보리는 본
결의안의 26번 조항에서 북한의 연간 석탄 수출 허용량을 40억 87만 18달러
(혹은 750만 톤)로 설정했다. 2015년 북한의 광물성 연료(HS-code 27) 수출
액이 10억 8,309만 6천 달러임6)을 감안하면, 북한의 석탄 수출이 큰 폭으로
제한되었을 제재 조치일 것으로 예상된다. 본 결의안에서 추가된 제재 대상 광
물은 구리(copper), 니켈(nickel), 은(silver), 아연(zinc)이며, 추가된 제재 대
6) KOTRA(2012~20),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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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특정 품목은 새 헬기(new helicopters)와 선박(vessels)이다. 본 결의안은
북한 은행 및 금융기관의 지시를 받는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을 본국으로 추방
할 것을 촉구하는 조항도 채택했다.
UN 안보리는 2017년 6월 2일, 북한의 지속된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과 수차
례의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대북제재 결의안 2356
호를 채택했다. 본 결의안에서 UN 안보리는 여행 제한과 금융자산 동결 제재
조치 대상의 개인 14명과 기관 4개를 추가했다.
북한이 2017년 7월 3일과 7월 28일에 대륙 간 탄도 미사일(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발사 실험을 시행하자, UN 안보리는 이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2017년 8월 5일에 대북제재 결의안 2371호를 채택했다. 본 결의안에
서 UN 안보리는 여행 제한과 금융자산 동결 제재 조치 대상의 개인 9명과 기관
4개를 추가했다. 또한 본 결의안에서 기존의 무역제재 조치(UN 안보리 결의안
1718호 8번 조항) 대상 품목이 추가됐고, 기존의 무기 관련 제재 조치(UN 안보
리 결의안 1719호 7번 조항) 대상이 되는 재래식 무기(conventional armsrelated items)가 추가됐다. 본 결의안에서 UN 안보리는 석탄과 철, 철광석의
교역과 관련된 제재 조치를 실질적으로 전면 금지하는 방향으로 대폭 강화했다.
즉 석탄의 경우, 대북제재 결의안 2321호의 26번 조항에 있었던 석탄의 수출 허
용량이 실질적으로 0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7) 본 결의안에서 UN 안보리는 북
한과의 해산물(seafood) 교역을 금지하는 조치를 새롭게 채택했으며, 납(lead)
과 납 광석(lead ore)의 교역도 추가적으로 금지했다. 본 결의안은 현 수준(본 결
의안 채택일 기준) 이상의 북한인 노동자 추가 고용을 금지하는 조항과, 북한과
의 새로운 협력 기관(new joint ventures or cooperative entities) 개설 및 증
설을 위한 투자를 금지하는 조항도 새롭게 채택했다.
북한은 2017년 9월 2일 6차 핵실험을 시행했다. UN 안보리는 북한의 6차 핵
실험에 대해 깊은 염려를 표명하면서 2017년 9월 17일에 대북제재 결의안 2375
7)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371 (2017), paragraph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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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를 채택했다. 본 결의안에서 UN 안보리는 여행 금지와 자산 동결 제재 조치 대
상의 개인 1명과 기관 3개를 추가했다. 본 결의안에서 UN 안보리는 대량살상무
기 및 일반적 무기와 관련된 물품과 기술의 교역 금지 조치 위반, 선박 운송제재
조치 위반에 관하여 UN 대북제재위원회가 상응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UN
안보리가 상응 조치를 취한다는 조항을 채택했다.8) 또한 UN 안보리는 본 결의안
에서 북한과 선박 간 물류 이동(ship-to-ship transfer)을 금지했다. 본 결의안
에서 UN 안보리는 북한의 콘덴세이트(condensate)와 액화 천연가스(natural
gas liquids)의 교역을 금지하는 제재 조항을 채택했으며, 정유 제품(refined
petroleum products)의 교역을 연간 2백만 배럴로 제한하는 제재 조항을 채택
했다. 원유(crude oil)의 경우, 본 결의안이 채택된 일자로부터 12개월 전부터
북한에 공급한 양 이하로 원유 공급량을 제한하는 제재 조치를 채택했다. 본 결의
안에서 UN 안보리는 섬유류 제품(textiles)에 대한 교역도 금지하는 제재 조치
조항을 채택했다.9) 그리고 UN 안보리는 북한인에게 이미 계약된 노동 계약을
제외하고 추가적인 노동 허가(work authorization) 발급을 금지하는 조항을 채
택했으며, 기존에 투자 중이던 북한의 협력 기관(joint ventures or cooperative
entities)을 폐쇄하는 제재 조치를 채택했다.
2017년 11월 28일에 북한은 또 다시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에 UN 안보
리는 무거운 우려를 표명하며,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를 채택했다. UN 안보리
는 본 결의안에서 여행 제한과 자산 동결 대상의 개인 16명과 기관 1개를 추가했
다. 본 결의안에서 UN 안보리는 북한의 원유 수입을 연간 4백만 배럴로 제한했
으며, 정유 제품 수입은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했다. 또한 UN 안보리는 본 결의

8)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375 (2017), paragraphs 4-6: “…… further decides that, if
the Committee has not acted, then the Security Council will complete action to adjust the
measures ……”
9)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375 (2017), paragraphs 16: “Decides that the DRPK shall
not supply, sell or transfer, directly or indirectly, from its territory or by its nationals or using
its flag vessels or aircraft, textil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fabrics and partially or fully
completed apparel produc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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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 식품과 농산물(food and agricultural products, HS codes 12, 08,
07), 기계(machinery, HS codes 84-85), 전자 장비(electrical equipment,
HS code 25), 목재(wood, HS code 44), 운송 장비(transportation vehicles,
HS codes 86-89), 철과 철강 및 기타 금속류(iron, steel, other metals, HS
codes 72-83), 마그네사이트(magnesite)와 마그네시아(magnesia)를 포함하
는 석재(earth and stones, HS code 89)의 교역을 금지하는 제재 조치를 채택
했다. 그리고 본 결의안에서 북한의 모든 해외 노동자들과 그들을 감시하는 북한
정부 관료들을 즉시(24개월 안에) 북한으로 송환 조치시키는 제재 조항을 채택
했다. 또한 본 결의안은 대북제재 결의안에 위반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는
북한 선박에 대한 보험 서비스 제공 금지와 등록 해제 조치를 취했다.

나. 대북제재 지수
본 절은 위에서 요약 서술한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을 근거로 제재 지
수를 구성해서 소개한다. 본 연구에서 제재 지수를 구성하는 방법은 1992년부
터 2013년까지 대북제재의 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인 Lee(2018)에서 사용한
방법을 근거로 한다. Lee(2018)는 1992년 제재의 강도를 기준점(0)으로 지정
하고 그 이후부터의 제재를 무역(trade), 금융(finance), 원조(aid), 여행(travel)
관련 제재의 네 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강도의 변화를 정량화했다. 본 연구는
대북제재가 강화되고 제재의 항목이 기존보다 구체화된 시기를 분석하므로, 기
존의 네 가지 항목보다 늘어난 열 가지 항목으로 대북제재를 구분하여 강도의
변화를 정량화한다.

열 가지 대북제재 항목은 무역(trade,  
 ), 사치품(luxury goods,   ), 에너지
or


(energy,  
 ), 광물(ore,   ), 식품(food,   ), 섬유류 및 의류(textile,   ),

lg
금융(finance,  
 ), 여행(travel,   ), 화물운송 및 물류(logistics,   ),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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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ooperation,  
 )이다. 이를 종합한 대북제재 지수는 [식 2-1]과
같이 구성된다.



 



  



or




lg

 
                  

[식 2-1]
즉 제재 지수가 구성되는 방식은 연도별로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서
각 제재의 항목에 해당되는 제재 강화 조치가 있었다면 +1이 되는 방식이다.
만약 제재가 완화되는 조치가 있다면 –1이 되는 방식이지만, 본 연구 분석 기간
인 2012년부터 2019년까지는 대북제재가 모든 항목에서 강화된 시기다. 무역
관련 제재 조치 항목의 경우, 일반적 범주의 무역제재 조치 항목(trade)에 다섯
가지 세부적 무역 관련 제재 조치 항목(luxury goods, energy, ore, food,
textile)이 추가된 형태로 제재 지수를 구성하여 제재의 강도가 더욱 세분화되
어 정량화되도록 구성된다. 다음의 [표 2-1]이 이런 방식으로 구성된 대북제재
지수다.

표 2-1. 대북제재 지수
연도

무역

사치품

에너지

광물

식품

섬유

금융

여행

운송

협력

지수

2012

0

0

0

0

0

0

0

0

0

0

0

2013

1

1

0

0

0

0

2

2

1

1

8

2014

1

1

0

0

0

0

2

2

1

1

8

2015

1

1

0

0

0

0

2

2

1

1

8

2016

3

3

2

2

0

0

4

4

3

3

24

2017

6

3

5

3

2

1

8

8

6

3

45

2018

6

3

5

3

2

1

8

8

6

3

45

2019

6

3

5

3

2

1

8

8

6

3

45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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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최대 수출 품목은 석탄을 포함한 광물성 생산품이며, 이는 북한 전체
수출의 57.4%(2012년 기준)를 차지한다. 북한의 최대 수입 품목인 원유 등 광
물성 생산품은 전체 수입의 21.2%(2012년 기준)를 차지한다. [그림 2-1]은 북
한의 광물성 연료(HS code 27) 수출입액의 연도별 변화와 제재 지수를 나타낸
다.10)

그림 2-1. 대북제재 지수와 북한의 광물성 연료 수출입

자료: 저자 작성.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서 북한의 석탄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한
2016년부터 광물성 연료의 수출액이 급감했으며, 광물성 연료의 수입액은 수
출액의 감소폭보다는 작지만 감소하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2]는
같은 시기의 북한과 중국 간의 무역량(이하 북ㆍ중 무역량) 변화를 보여준다.

10) KOTRA(2012~20),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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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대북제재 지수와 북ㆍ중 무역량

자료: 저자 작성.

북ㆍ중 무역량은 북한 전체 무역량의 88.3%(2012년 기준)를 차지할 정도로
북한 무역량의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대북제재가 강화된 2012년부터 2019년
사이에 북ㆍ중 무역량이 북한 전체 무역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소 증가
(2019년 기준 95.36%)했으나, 북ㆍ중 무역량의 절대량은 크게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11)
또한 본 연구는 대북제재를 표적제재(targeted sanctions)와 포괄적 제재
(comprehensive sanctions)로 구분해서 추가적으로 분석해 본다. 표적제재
는 제재 대상국(target country)의 집권 계층(ruling elite)에 가해지는 제재
조치이며, 포괄적 제재는 제재 대상국의 집권 계층뿐만이 아닌 인구 전체에 가
해지는 제재 조치다. 경제제재에 대한 보다 깊은 이론적 논의는 본고의 제3장
에서 다룬다.
11) KOTRA(2012~20),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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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지정한 표적제재 항목은 다음의 세 가지다. 첫째 항목은 북한의
특정 인물과 기관에 가해지는 여행 금지 및 자산 동결(travel ban/asset
freeze) 제재 조치다. 이 항목은 UN 안보리 결의안의 부록 I과 II(Annex I
and II)에 추가적으로 명기된 여행 금지 및 자산 동결 대상의 개인과 기관의 수
를 세는 방식으로 정량화된다. 둘째 항목은 사치품(luxury goods) 교역 금지
품목을 지정하는 제재 조치다. 이 항목은 UN 안보리 결의안의 부록 IV(Annex
IV)에 추가적으로 명기된 교역 금지 사치품 항목의 수를 세는 방식으로 정량화
된다. 셋째 항목은 핵과 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 제조 관련 품목 교역 금지 제
재 조치다. 이 항목은 UN 안보리 결의안의 부록 III(Annex III)에 추가적으로
명기된 교역 금지 품목들의 수를 세는 방식으로 정량화된다.
본 연구에서 지정한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의 포괄적 제재 항목은 석탄
수출 제한 조치와 석유류(정유 제품과 원유 포함) 수입 제한 조치다. 북한에 석
탄과 석유류 등의 광물성 연료 수출입량을 제한하는 제재 조치가 가해지기 시
작한 시기는 2016년이다. 본고의 제4장에서 다루는 대북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효과의 실증적 분석에서 포괄적 제재의 대리변수로서 북한의 광물성 연
료 수출량과 수입량을 활용한다. [표 2-2]는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서
채택된 표적제재와 포괄적 제재를 정량화한 것이다.12)

표 2-2. 표적제재와 포괄적 제재
(단위: 개, 천 달러)

표적제재
연도

포괄적 제재

여행 금지/

사치품 교역

무기 관련 교역

자산 동결

금지 품목

금지 품목

2012

0

0

2013

15

2014
2015

연료 수출

연료 수입

0

1,244,683

813,400

7

8

1,430,071

783,692

15

7

8

1,178,023

747,064

15

7

8

1,083,096

502,912

12) KOTRA(2012~20),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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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계속
(단위: 개, 천 달러)

표적제재
연도

포괄적 제재

여행 금지/

사치품 교역

무기 관련 교역

자산 동결

금지 품목

금지 품목

연료 수출

연료 수입

2016

64

14

26

1,193,187

438,840

2017

116

14

26

412,722

349,506

2018

116

14

26

11,392

333,753

2019

116

14

26

12,474

345,959

자료: 저자 작성.

다. 미국의 대북제재
UN 안보리 대북제재의 대부분은 미국의 단독 제재에 포함되어 있는데, 최근
미국의 단독 제재는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에 대한 2차 제재(secondary
boycott)13)를 허용하는 등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또한 미국의 단독 제재는
UN 안보리 대북제재, 그리고 후술할 한국의 독자 제재와 달리 대부분 국내법에
근거하고 있다.14) 미국의 대북제재는 법률(Act)과 대통령의 행정명령(Excutive
Order) 등의 형태로 집행되고 있다.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규정(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의 형태로 성문화되어 국무부, 상무부, 재무부가 집행한
다.15)
미국의 대북제재 관련 법률은 ｢제재를 통한 적성국 대처법(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 ｢대북제재강화법(NKSPEA:
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 ｢이란ㆍ북
13) 미국 대통령은 2차 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자뿐만 아니라 제재 대상 자회사 및 대리인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 조달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줄 수 있으며, 미국 관할권 내 검사 및 조사 강화, 미국으로의 여행 및
입국 관련 제한, 미 관할권 내 외환거래 금지 및 대금이체 혹은 지급 금지, 자산 동결, 거래 인허가 거부
혹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민정(2021), p. 129.
14) 최장호 외(2016). p. 39.
15) 정민정(2020),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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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시리아 비확산법(INKSNA: Iran, North Korea, and Syria Nonproliferation
Act Sanctions)｣, ｢종합테러방지법(Antiterrorism and Effective Death
Penalty Act of 1996)｣, ｢대외경제비상조치법(IEEPA: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국가비상사태법(NEA: National Emergencies
Act)｣, ｢오토 웜비어 북한 핵 제재 및 집행법(Otto Warmbier North Korea
Nuclear Sanctions and Enforcement Act of 2019)｣이 존재한다.16)
또한 국제법인 UN 안보리 결의안이 미국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닐 수 있
도록 하는 ｢UN 참여법 제5항(Section 5 of the United Nations Participation
Act of 1945)｣이 함께 제시되고 있다. ｢대북제재강화법｣과 ｢제재를 통한 적성
국 대처법｣은 각각 2016년과 2017년에 제정되었다. 2016년에 ｢대북제재강화
법｣이 미국 의회와 행정부의 비준을 받아 공식적으로 발효되면서 북한에 대한 금
수 조치가 시행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 법안이 발효된 직후 미국의
대북 수출과 신규 투자 금지를 규정하는 대통령 행정명령 제13722호가 발령되
었는데, 이는 기존 대북제재 대상으로 규정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이 주요 요지다. ｢오토 웜비어 북한 핵 제재 및 집행법｣은 대북 금융거래를 차
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제재 대상자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 제3국 금융
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규정을 새로 도입하였다.17)
2008년에 북한이 ｢적성국교역법(TWEA: Trading with the Enemy Act
of 1917)｣ 적용대상 및 테러 지원국 대상에서 벗어나면서 일시적으로 대북제
재가 완화됐다. 하지만 2010년부터 북한의 빈번한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로 인해 대북제재는 다시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08년 ｢적성국교역
법｣이 북한에 더 이상 적용되지 않으면서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제재를 도입할
수 있는 준거법이 ｢국가비상사태법｣ 및 ｢대외경제비상조치법｣으로 변경되었

16) https://www.state.gov/democratic-peoples-republic-of-korea-sanctions/(검색일: 2021.
10. 1).
17) 정민정(2018),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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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빈도수가 현저히 증가하였으며, 부과하는 사유도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상황뿐만 아니라 사이버 보안, 돈세탁, 위조지폐 및 위조 상품 제조, 인
권 문제 등 미국의 경제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경우로 확대되었다(표 2-3 참고).

표 2-3. 대북제재 관련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 및 주요 내용
행정명령
(공포일)

배경
- 천안함 폭침

13551호
(2010. 8. 30)

- 핵ㆍ미사일 실험
- UN 안보리 결의
안 위반

13687호
(2015. 1. 06)

주요 내용
- (추가적) 북한과 직간접적으로 무기ㆍ사치품 거래, 자금
세탁, 위조지폐 거래 등에 관여한 기관과 개인의 자산
동결

북한 사이버 안보 위 - 북한의 정부ㆍ노동당ㆍ기관ㆍ관료ㆍ지원자의 자산 동결
협, 인권 문제

및 입국 금지
- 북한 산업 종사자, 대북 광물ㆍ소프트웨어 거래자, 북한

13722호
(2016. 3. 15)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의 인권 위반ㆍ감시 통제ㆍ노동자 송출 관여 미국인 및
미국 거주자의 자산 동결, 대북 수출 및 신규투자 금지,
북한과 제3국의 교역에 미국인 관여 금지
- 제재 대상자 확대: 건설ㆍ에너지ㆍ금융 서비스ㆍ어업ㆍIT
ㆍ제조ㆍ의료ㆍ광업ㆍ섬유ㆍ운수 분야 종사자

13810호
(2017. 9. 20)

- 북한에서 출발한 비행기ㆍ선박에 대해 180일 이내 미국
북한의 제6차 핵실험

입국 금지
- 북한 국적 소유자가 보유ㆍ통제하거나 지분을 갖고 있는
자금은 동결되며, 이전ㆍ지불ㆍ수출ㆍ인출 불가
-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에 대한 2차 제재

자료: 임수호(2018), pp. 37~38; 정민정(2020), p. 5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미국의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은 대북 거래 관련 자산 동결, 금융제재, 그리고 북한산 물품 수입 분야를 담당
한다. 대북 수출 관련 제재는 ｢수출관리법｣ 및 시행령인 ｢수출관리령｣에 따라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Bureau of Industrial Security)이 관리하고 있다.
수출 부문 중 무기 수출은 ｢무기수출통제법｣ 및 시행령인 ｢국제무기거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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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국무부 국방교역통제부(DDTC: Directorate of Defense Trade
Controls)가 담당한다.

2. 기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현황
가. 유럽연합(EU)
EU는 UN 안보리 대북제재를 기반으로 북한의 개인, 기업, 정부기관에 대한
여러 규제를 추가하였다. 특히 EU는 ① 핵 비확산 ② 지역 안정 ③ 평화와 인권
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우선순위를 명시했다. EU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및
탄도 미사일 개발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북한의 활동이 EU가 수십 년간 확고하게 지지해 왔던 전 세
계의 핵 비확산 및 군비 축소 방침을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EU의 제재는 ① UN 안보리 대북제재 ② UN 안보리 대북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의 추가적인 제재 조치, 그리고 ③ EU의 독자적인 제재로 분류할 수
있다.18) ②번처럼 UN 제재를 강화 혹은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재가 추가
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혼합(mixed)’ 제재라고 하는데, 이는 EU 회원국 모두
가 아닌,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비(非)EU 회원국인 영국을 중심으
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
EU가 단독으로 부과한 대북제재는 특정 안건에 대한 UN 안보리 합의 도출
이 실패했을 때 채택되는 경향이 있으며, EU가 추구하는 가치인 민주주의, 인
권, 법치주의 존중 등을 목적으로 가결된다. EU는 단독으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 이는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Maastricht Treaty)

18) 전혜원(2016),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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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공동외교안보정책이 수립되면서 EU가 제재를 가결할 수 있는 권한을
회원국으로부터 부여받은 형태다. 이후로 EU의 개별 회원국이 제재를 가결하
거나 부과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2-4]는 EU가 UN 안보리 대
북제재 결의안을 보완하거나 자체적으로 추가하는 대북제재를 요약한다.

표 2-4. EU의 대북제재 연혁 및 주요 내용
UN
일 시

배 경

제재 내용

안보리
제재

EU 단독
제재

- 무기 금수 조치
2006.
11. 20

북한 1차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 자산 동결 및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
한 인물들에 대한 여행 금지 조치
- 북한 핵ㆍ탄도 미사일 혹은 기타 대량살상무기

ㅇ

개발에 사용되는 수출입 금지
- 사치품 수출입 금지
- 북한에 새로운 보조금, 재정 지원, 양허성 차관
제공 금지 및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약속된 재정
적 지원에 대한 강화된 경계
- 북한의 핵ㆍ탄도 미사일 관련 혹은 기타 대량
살상무기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사용되
는 금융 혹은 기타 재산과 자원 제공 금지 및
EU의 강화조치로 북한과 거래한 특정 은행과

2009.

북한의 2차

7. 27

핵실험

금융기관에 대한 감시
- 북한의 핵ㆍ탄도 미사일 혹은 기타 대량살상무

ㅇ

ㅇ

기 개발과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재정적
으로 지원할 수 있는 무역 금지
- 항구와 공항을 포함한 UN 회원국가의 모든 영
토 내에서 북한으로 향하는 혹은 북한으로부터
들여오는 화물은 검사 대상에 해당되며, EU의
보완조치로 북한을 드나드는 모든 화물의 출발
및 도착 이전 정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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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계속
UN
일 시

배 경

제재 내용

안보리
제재

EU 단독
제재

- 공급, 판매, 이전 혹은 수출이 금지된 품목을
포함하고 있다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시 공해
상에서 선박 검사 실시
- 공급, 판매, 이전 혹은 수출이 금지된 품목을
압수 및 처분
- 북한 선박이 공급, 판매, 이전 또는 수출이 금
지된 품목을 운송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를

2009.

제시할 수 있는 정보가 있을 경우 해당 선박에

7. 27

연료를 적재하거나 기타 선박 서비스 제공 금지
- 북한의 민감한 핵 확산 활동 및 핵무기 운반
시스템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전
북한의 2차
핵실험

문적인 교육 및 훈련을 미연에 방지할 UN의
의무
- 이외에도 EU는 북한의 핵과 탄도 미사일 혹은
기타 대량살상무기 제조에 사용되는 추가 품목
의 수출 금지

2009.

- UN 제재에 따른 EU 제재

8. 4
2009.

- EU 최초의 자율 지정에 따른 이중용도 상품

12. 22

수출 금지

2010.

- EU는 자체 수출입 금지 상품 및 기술 목록 개

6. 29

정판 채택
사람과 단체의 자산 동결 및 여행 금지 대상

12. 22

12. 19

ㅇ
ㅇ
ㅇ

- (추가) EU 독자 제재 대상 선정(북한 국적의

2010.

2011.

ㅇ

ㅇ

선정)
- EU 제재 대상 추가 선정(북한 국적 3명, 북한
-

관련 단체 12개의 자산 동결 및 여행 금지 대
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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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표 2-4. 계속
UN
일 시

배 경

제재 내용

안보리
제재

EU 단독
제재

(UN)
- 수출입 금지 대상 특정 상품 및 기술 범위 개정
- UN 회원국이 여행 제재 대상 개인/단체 혹은
이들을 대신하거나 이들의 지시에 따라 회원국
영토 내 입국 혹은 통과에 대해 경계 및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 명시
(EU 단독)
-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된
제품, 특히 특정 알루미늄 제품 수출 금지
- 북한 정부와 금, 귀금속 및 다이아몬드 거래 금지

2013.

- 북한 중앙은행에 이득이 될 수 있는 북한 은행

2. 18

ㅇ

ㅇ

신권과 동전 전달 금지
- 북한 은행과 협력하여 은행 지점과 자회사 설
립 제한
- 북한 공채 혹은 공공 보증 채권 발행 혹은 구
매 금지
북한의 3차
핵실험

- EU 내 북한 은행 신규 지점, 자회사 혹은 대표
사무소 개설 금지 및 EU 내 은행과 북한 은행의
새로운 합작 투자 설립 혹은 소유권 인수 금지
- EU 금융기관이 북한에 대표 사무소 혹은 자회
사 설립 금지
-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혹은 단체를 대변
하거나 대신 행동하는 개인 혹은 단체에 대해
자산 동결 조치 확대
- EU 금융기관이 북한 은행과 거래 관계 신설
혹은 유지 금지
- 모든 선박 중 제재 위반 품목을 운송하고 있다

2013.

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고, 해당 선박

4. 22

이 검사를 거부한 경우, 북한을 왕래하는 모든

ㅇ

선박의 입항 거부
- 모든 항공기 중 제재 위반 품목을 운송하고 있
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고, 해당 선
박이 검사를 거부한 경우, 해당 항공기가 EU
회원국 영토에서 이착륙하거나 상공 비행 거부
- 북한 외교계 인사에 대한 경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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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계속
UN
일 시

배 경

제재 내용

안보리
제재

2015.

북한의 3차

7. 2

핵실험

2016.

- EU 단독 제재 리스트에 자산 동결 및 여행 금

및 여행 금지 대상 단체와 개인 추가

제재
ㅇ

지 대상 단체와 개인 추가
- UN 안보리 결의안 2270호에 따라 자산 동결

3. 4

EU 단독

ㅇ

- UN 안보리 결의안 2270호에 따른 추가 제재
조치
- 북한군의 군 작전 수행 능력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품목(식품, 의약품 제외)에 대한 수
출입 금지 확대
- 북한을 오가는 모든 화물 검사 및 금지 품목

2016.

운송 비행 금지

3. 31

ㅇ

- 북한산 특정 광물 수입 금지 및 북한에 대한
항공 연료 수출 금지
- 북한 불법 프로그램에 연루된 북한 대표 및 제
3국 주민 추방
- 기존 북한 은행 지점, 자회사, 혹은 대표 사무
북한의 제4차

2016.

핵실험 및

5. 19

미사일 발사

소 폐쇄와 같은 추가 의무 조항 신설
- EU 단독 제재 리스트에서 제재 대상 확대

ㅇ

- EU 단독으로 무역, 재정 서비스, 투자 및 운송
관련 새로운 제재 부과
- 무역 부문: 북한으로부터 석유 제품 및 사치품
수입 금지, 이중 용도로 사용되는 품목 생산 기
술 및 관련 품목, 자재 또는 장비를 북한에 공
급 및 판매 금지, 북한과의 무역을 위한 모든
2016.
5. 27

공공 재정 지원 금지
- 금융 부문: 사전에 승인되지 않은 북한의 자금
이체 금지
- 투자 부문: EU에 대한 북한의 모든 투자 금지
- 운송 부문: 북한 항공사가 운영하거나 북한에서
출발하는 항공기가 EU 영토에 이착륙 혹은 상
공 비행 금지, 북한이 소유ㆍ운영, 승선하는 선
박의 EU 항구 진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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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ㅇ

표 2-4. 계속
UN
일 시

배 경

제재 내용

안보리
제재

EU 단독
제재

- UN 안보리 결의안 2321호에 따라 추가 제재
가결
- 북한의 석탄ㆍ철ㆍ철광석 거래 제한, 구리, 니
켈, 은, 아연 및 동상 수입 금지
2017.

- 신규 헬리콥터 및 선박 대북 수출 금지를 통해

2. 27

운송 부문 제재 강화 및 관련 금융 부문도 제

ㅇ

재 강화
- 북한의 핵ㆍ탄도 미사일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서 북한 주민의 전문 교육 혹은 훈련 방지
- 의료 부문을 제외한 과학 기술 협력 중단 조치
- EU 단독 제재로 추가 대북제재 가결
- 북한에 대한 투자 금지 분야를 무기 관련 산업,
야금 및 금속 가공, 항공 우주와 같은 분야로도
확대

2017.
4. 6

북한의 제4차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 북한 국적의 개인 혹은 단체에 대한 특정 서비스,

ㅇ

광업 및 제련 관련 서비스, 컴퓨터 혹은 이와 관련
된 서비스, 화학 부문 산업 서비스, 기타 EU 대북
투자 금지 분야의 서비스 제공 금지
- EU 제한 조치 대상자 명단에 4명 추가
- UN 안보리 결의안 2356호에 따른 제재 대상

2017.
6. 8

추가
- EU 독자적으로도 40명 및 6개 단체 제재 대

ㅇ

ㅇ

ㅇ

ㅇ

ㅇ

ㅇ

상으로 추가
- UN 안보리 결의안 2371호에 따른 제재 대상
2017.
8. 10

추가
- EU 독자적으로도 38명과 단체 제재 대상으로
추가
- UN 안보리 결의안 2371호에 따라 EU도 제재

2017.
9. 14

동참(석탄, 철, 철광석, 수산물, 납, 연광 등 북
한 주요 수출품 수출 전면 금지)
- EU 회원국은 북한 국적의 노동자가 EU 영토
내에서 근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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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계속
UN
일 시

배 경

제재 내용

안보리
제재

EU 단독
제재

- UN 안보리 결의안 2375호에 따라 3개의 단체
2017.

와 북한 국적 1명 제재 대상 추가

9. 15

- EU는 단독으로 38명과 4개의 단체를 제재 대

ㅇ

ㅇ

상으로 추가
- UN 안보리 제재 결의안 2375호에 따라 제재
부과
- 북한에 대한 액체 천연가스 판매 금지 및 북한

2017.

산 섬유 수입 금지

10. 10

ㅇ

- 북한에 대한 정제유 및 원유 판매 제한
- EU 회원국이 북한 국적 근로자에게 노동 허가
제공 금지
- UN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강화 및 보완하기
위한 EU 제재 부과
- 모든 부문에서 EU의 대북 투자 전면 금지

2017.

북한의 제4차

10. 16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 북한에 대한 정제유 및 원유 판매 전면 금지
- 북한으로의 개인 송금액 한도를 15,000유로에

ㅇ

ㅇ

서 5,000유로로 낮추기
- EU 회원국들은 난민과 기타 국제 보호가 필요
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자국 영토 내 북한 국적
의 노동 허가 갱신 금지

2017.
10. 18
2018.
1. 8
2018.
1. 22

- UN 안보리 결의안 2375호에 따른 4개 선박
제재 대상 선정
- UN 안보리 결의안 2397호에 따라 16명의 개
인과 1개의 단체를 제재 대상으로 선정

ㅇ
ㅇ

- EU는 17명의 북한 국적자를 자산 동결 및 여

ㅇ

행 금지 대상으로 지정
- UN 안보리 결의안 2397호에 따른 제재 부과
- 대북 수출 가능한 정유 제품을 연간 200만 배

2018.

럴에서 50만 배럴로 축소하면서 대북 수출 금

2. 26

지 강화
- 북한으로부터 식품, 농산물, 기계, 전기 장비,
토석 및 목재 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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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표 2-4. 계속
UN
일 시

배 경

제재 내용

안보리
제재

EU 단독
제재

- 모든 산업 기계, 운송 차량과 더불어 철, 철강
및 기타 금속 제품의 대북 수출 금지
- UN의 제재 위반에 연루되어 있다고 믿을 만한
2018.
2. 26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선박에 대한 추가 해상
제한 조치
- EU 회원국은 국내법 및 국제법에 따라 24개월
이내에 해외에 있는 모든 북한 노동자를 본국
으로 송환

2018.
4. 6

- UN 안보리 결의안 1718호에 따라 자산 동결 및
여행 제한 대상으로 1명과 21개 단체 추가

2018.

- EU 독자적으로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에 재

4. 19

정적 지원에 관여한 4명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

2019.

- EU는 지금까지 독자적으로 선정한 제재 대상

7. 15
2020.
7. 30

(개인, 단체)에 대한 제재 갱신
- EU가 독자적으로 부과한 제재 1년간 연장

ㅇ

ㅇ
ㅇ
ㅇ

자료: European Council, “EU restrictive measures against North Kore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10)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나. 한국과 일본의 대북제재
UN 안보리 대북제재와 미국의 대북제재 외에 한국정부가 독자적으로 대북
제재를 부과하기 시작하게 된 주요 원인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실험과 탄도 미
사일 발사 행위다. 한국정부는 천안함 폭침 사건(2010년 3월 26일)에 대한 북
한의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며 남북경협을 비롯한 5대 남북교류협력 중단조
치(이하 ‘5ㆍ24 조치’)를 발표했다. 해당 조치에는 ① 북한 선박의 한국 해역 운
행 불허 ② 남북교역(일반교역, 위탁가공교역 등) 중단 ③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지구를 제외한 한국 국민의 방북 불허 및 북한 주민과의 접촉 제한 ④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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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진행 중인 사업의 투자 확대 금지) ⑤ 순수한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 지원 사업 보류 등이 포함되어 있다.19) 한국정부는 북한에
해당 사건에 대한 시인과 사과, 그리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면서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5ㆍ24 조치를 유지할 것임을 밝혔다. 다만 해당 조
치가 대북제재를 가하는 행위 자체가 아닌 정상적이고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남
북관계 정립에 그 목적이 있음을 감안하여, 개성공단 사업과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멈추지 않았다.20)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 개발이 지속됨에 따라 북핵 문제는 한국과 국
제사회를 위협하는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270ㆍ2321호가 채택된 직후, 한국정부는 강화된 단독 제재 조치를 차례로
발표하였다. 2016년 3월 8일 한국정부가 단독으로 부과한 대북제재는 크게 ①
금융제재 ② 해운제재 ③ 수출입 통제 ④ 북한 영리시설 이용 자제 계도의 네 가
지로 구분된다.21) 하지만 북한은 2016년 9월 9일 5차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핵무기 개발 행위를 중단하지 않았다. UN 안보리는 북한의 석탄 수출 상한제,
해운ㆍ항공 및 화물 차단, 외교 활동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대북제재 결의안
2321호를 채택하였다.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한국정부도 한층 더 강화된 단독
대북제재를 2016년 12월 2일 발표하였다. 해당 조치는 ① 기존 제재 대상을
북한 정권의 핵심 인사 및 기관들로 대폭 확대 ② 수출입 통제 ③ 해운 및 출입
국 통제 강화22)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금융제재 대상을 총
69개의 단체와 79명의 개인으로 확대하였으며, 북한산 물품이 제3국을 통해
우회적으로 위장 반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집중관리품목 개수를 확대하고,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관련 감시 대상 품목 확대 리스트를 발표하였다. 또한 북한을 기항한 제3국 선
19)
20)
21)
22)

통일부(2012), pp. 86~87.
위의 자료, p. 22.
서보혁 외(2018), p. 76.
통일부(2017), pp.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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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의 국내 입항 금지 기간을 180일에서 1년으로 확대하고, 금융제재 대상 제3
국인의 국내 입국 금지 조치, 국내 거주 외국인 중 북한 방문 대량살상무기 개
발과 관련된 자의 국내 재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포함하였다.23) [표 2-5]는
한국의 대북제재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표 2-5. 한국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 연혁
일시

배경

주요 내용
- 금융제재 대상 추가 지정, 외환 및 금융 거래 금지 및 국
내 자산 동결
- 북한 기항 180일 이내 외국 선박 및 북한 편의치적 선박

북한의 제4차
2016. 3. 8

의 국내 입항 금지, 북한 편의치적 선박의 남북항로 운항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금지
- 위장 반입 차단 활동 강화, 북한 감시대상 품목 목록 작성,
관련국 및 IAEA와 협의
- 한국 국민과 재외 동포의 해외 북한 영리시설 이용 자제
계도
- 금융제재 대상 확대
(북한의 주요 정치권 인사와 단둥 훙샹실업발전공사 및 관
계자를 포함해 총 69개 단체와 79명에 대한 제재 부과)
- 수출통제 강화
(북한산 위장반입 차단 강화, SLBM 관련 감시 대상 품목

2016. 12. 2

북한의 5차 핵실험

확대)
- 해운통제 강화
(북한 기항 제3국선 국내 입항 금지기간 확대)
- 출입제한 강화
(한국 금융제재 대상 제3국인에 대해 국내 입국 금지 조치,
국내 거주 외국인 중 북한 방문 대량살상무기 관련자 국내
재입국 금지)

자료: 서보혁 외(2018), p. 78, p. 79 재인용.

일본의 대북제재는 2006년 이후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
재 강화 추세에 따라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따른 제재와 자국법을 근
거로 하는 단독 제재의 형태로 구분된다. 따라서 일본의 대북제재는 EU의 대북
23) 통일부(2017), pp. 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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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형태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즉 기본적으로 UN 안보리 대북제재를 이
행함과 동시에 국내법에 근거한 단독 제재를 추가적으로 부과함으로써 국제사
회가 가결한 대북제재 범위를 확대하거나 강화하는 등의 보완적 조치를 취했
다. [표 2-6]은 일본의 대북제재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표 2-6. 2006~17년 일본의 대북제재 주요 내용
배 경

일 시

UN 안보리 대북제재

일본 단독 제재
- 만경봉 92호 입항 6개월간 금지
- 북ㆍ일 간 전세항공기 취항 금지

2006년
7월

- 전략물자 수출 차단 규정 신설
- 제재 대상자에 대한 경제지원 - 북한산 수산물 검역 강화
동결, 송금 및 지원 금지
- ‘제재국 관련 기업’ 지정
- 핵, 미사일, 대량살상무기 관 - 「대북금융제재법」 제정
련 품목 직간접적 공급 및
판매 이전 금지

북한
장거리

2006년

미사일

10월

- 사치품 수출입 금지

- 북한의 모든 선박 일본 내 입항 금지
- 북한으로부터 모든 상품 수입 금지
- 북한 국적자의 원칙적 입국 금지
- 자동차를 포함한 사치품 24종을 대북 수

발사 및

출 금지 품목으로 지정

1, 2차
핵실험

- 북한에 송금 보고 기준 금액 3,000만 엔
→ 1,000만 엔으로 하향 조정
2009년
4월

-

- 북한 방문자의 현금 소지 한도액 30만
엔 → 10만 엔으로 하향 조정
- 제재 기간 1년 연장(이어 2010년 4월,
2011년 4월에 각각 1년씩 더 연장)

2009년
5월

-

- 북한으로부터 수출 전면 금지
(일본 독자 추가 제재 강화)
- 「화물검사특별조치법」 가결

한국
천안함

- 북한에 송금 보고 기준 금액 1,000만 엔
2010년

-

사건

→ 300만 엔으로 하향 조정
- 북한 방문자의 현금 소지 한도액 30만
엔 → 10만 엔으로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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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계속
배 경

일 시

UN 안보리 대북제재

일본 단독 제재

- 북한에 대한 대량현금 등 금
2013년

융, 자산 제공 및 정산 금지
- 금지행위 연루 선박의 나포,

- 일본 금융기관과 북한 무역결제 은행과의
거래 금지

검색, 동결 의무화
- 제재대상자 및 관련자의 입
국, 경유 금지, 추방

북한 3,

- 북한 은행의 타국 내 지점 - 인적 왕래 규제 조치

4차
핵실험

- 기존 전면 금수조치 유지

2016년

개설 금지

- 대북 송금 규제, 현금 휴대 반출 신고,

- 북한산 광물 수출 금지

제재위원회가 지정 제재 선박에 대한 회

- 대북 원유 수출 제한

원국 입항 금지, 북한 기항 제3국 선박

- 제재위원회가 지정한 제재 선

일본 입항 금지

박에 대한 회원국 입항 금지
2017년

- 해외 북한 노동자의 고용 금지
- 조업권ㆍ식료품 수출 금지

-

자료: 정형곤 외(2018), p. 124; 나미나(2011), p. 113; 박명희(2021), p. 3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3.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대응
가. 대북제재에 대한 중국의 반응
1) 공식 반응
중국정부는 공식적으로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행위에 반대함을 일
관적으로 밝혀왔다. 또한 중국정부는 북한에게 추가적인 도발행위에 나서지
말 것을 요구하였으며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을 촉구하였다. [표
2-7]은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에 대한 중국정부의 공식적인 반응을 요
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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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일지와 중국의 반응
핵실험 및

중국의 반응

미사일 발사

UN 안보리 결의안

∙ 북한이 ‘제멋대로(悍然)’ 핵실험
2006. 10. 9
1차 핵실험

∙ 단호한 반대, 북한에게 정세를 악화시킬 행동을 하지 말 것 ∙ 1718호
과 6자회담 복귀 요구, 관련 각국이 냉정하게 대화와 협상

(2006. 10. 14)

으로 평화적 해결
2009. 5. 25
2차 핵실험

∙ 단호한 반대, 북한에게 정세를 악화시킬 행동을 하지 말 것
과 6자회담 복귀 요구, 관련 각국이 냉정하게 대화와 협상
으로 평화적 해결

∙ 1874호
(2009. 6. 12)

∙ 유감(遺憾, 12. 12)
2012. 12. 12 ∙ 북한이 우주를 평화적으로 이용할 권리는 안보리의 관련 결
광명성 3호

의 등의 제한을 받음. 북한은 UN의 회원국으로서 안보리의

(은하 3호)

관련 결의 및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12. 12)

∙ 2087호
(2013. 1. 23)

∙ 안보리의 대응은 신중하고 적절(適度)해야 함(12. 12)
∙ 단호한 반대, 북한에게 정세를 악화시킬 행동을 하지 말 것
2013. 2. 12
3차 핵실험

요구, 관련 각국이 냉정하게 대화와 협상, 6자회담으로 비핵 ∙ 2094호
화 문제 해결

(2013. 3. 8)

∙ 양제츠 외교부장의 지재룡 주중북한대사 초치 및 항의 공개
∙ 강력 반대, 북한에게 비핵화 약속 준수 요구, 상황악화 행동
2016. 1. 6
4차 핵실험

중지 강력히 촉구
∙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핵확산 방지, 동북아 평화안정
수호, 6자회담의 틀 내에서 목표 추진

∙ 2270호
(2016. 3. 2)

∙ 지재륭 주중북한대사 초치
∙ 결연한 반대, 북한에 비핵화 약속과 UN 안보리의 결의를
2016. 9. 9

준수하고 정세를 악화하는 어떠한 행동도 중단하라고 요구

5차 핵실험

∙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핵확산 방지, 동북아 평화안정

∙ 2321호
(2016. 11. 30)

수호 입장 확고
2017. 7. 4
화성 14호

∙ 북한의 탄도 미사일 기술 및 발사 활동 안보리 유관 결의 반대
∙ 중국은 북한에게 안보리 결의 위반 행동 중지 및 대화 재개
촉구

∙ 2371호
(2017. 8. 5)

∙ 결연한 반대, 강력 규탄, 북한에게 국제사회의 한반도 비핵
2017. 9. 3
6차 핵실험

화 의지 직시와 UN 안보리 결의 준수 요구, 상황악화 행위
중지 및 대화를 통한 해결 촉구
∙ 중국은 전면적이고 완전하게 UN 안보리 대북 결의를 집행,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흔들리지 않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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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75호
(2017. 9. 11)

표 2-7. 계속
핵실험 및

중국의 반응

미사일 발사

UN 안보리 결의안

∙ 엄중한 우려와 반대를 표명
2017. 11. 29
화성 15호

∙ 중국은 북한의 안보리 결의 준수 강력 촉구, 한반도 긴장행
동 중단 요구
∙ 중국 한반도 비핵화 실현, 대화와 협상 추진, 한반도 평화와

∙ 2397호
(2017. 12. 22)

안정 수호 추진
자료: 이영학(2013), pp. 204~206; 「중국 외교부 “북 핵실험 결연한 반대, 강력 규탄」(2017. 9. 3),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18); 「‘북한 4차 핵실험’ 중국 정부ㆍ언론 반응」(2016. 1. 6),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18); 「중국
성명 “북한 핵실험 결연히 반대” 비난」(2016. 9. 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18); 「中, 북한 ICBM 발사성공
발표에 “유엔결의 위반했다” 비난(종합)」(2017. 7. 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18); 「中외교부, 北 탄도미사일
발사에 “엄중 우려와 반대표명한다”(종합)」(2017. 11. 2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8).

중국정부는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중국은 총 열 번의 UN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보고서 제출 의
무 중 여덟 번만 제출했다. 대북제재 이행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UN 대북제재에
대응하여 취한 조치와 계획을 나열하고 있다(부록 표 1 참고). 다만 중국의 이행
보고서 내용이 다소 추상적이고 이행 사례 및 수치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아 중국의 실질적 제재 이행에 대한 추가적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실제 조치
중국의 실질적 대북제재 조치는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한 중국정
부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시기에 따라 방향과 정도가 달랐다고 판단된다. 즉 중
국정부가 공식적으로는 적극적으로 대북제재를 집행하고 있다고 표명하더라
도, 실질적 조치는 공식적 표명과는 다소 달랐다는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체제
안정과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으며,24)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 및 미사일 발사 등에 대응하며 시기별로 다른 목표를 우선시하는 정책
을 취해왔다.
24) 이영학(2013), p.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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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2006년 1차 핵실험에 대응하여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우
선시하면서 압박 위주의 정책을 실행하였다. 한편 2009년 2차 핵실험 이후에
중국은 지원을 통한 북한 체제의 안정 유지를 상대적으로 우선시한 것으로 평
가된다.25) 2013년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은 다시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한 것으로 판단된다.26) [그림 2-3]은 중국의 연도별 대북 수출입액 변화를
보여준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한 1차 핵실험에 비해 유화적
태도를 취한 2차 핵실험 이후에 북ㆍ중 무역액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이 다시 북한에 대해 강경한 태도로 돌아섬에
따라 북ㆍ중 무역액은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중국
은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를 취했다. 예를 들어 중국 교통운수부는 각 관련 산하
기관에 제재의 엄격한 이행을 지시하는 통지문을 하달하였고, 중국 상무부는
공업정보화부, 해관총서(세관), 국가원자력기구와 함께 민간용이지만 핵무기
및 화학무기 등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군민 양용 기술 수십 건을 포
함하는 대북 수출 금지 목록을 발표하였다. 또한 중국은행이 대북 업무중지 성
명을 발표한 데 이어서 중국의 4대 국유상업은행이 핵, 탄도 미사일 개발 자금
으로 의심되는 북한 계좌를 폐쇄하였다.27)

25) 이성봉(2015), p. 85.
26) ｢오바마 “북한 핵ㆍ미사일 해결 협력을” 시진핑 “새 모델 강대국 관계 맺어야”｣(2013. 6. 8), 온라인 기사
(검색일: 2021. 7. 20).
27) 이영학(2013), pp. 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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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중국의 연도별 대북 수출입액
(단위: 백만 달러)

자료: KITA(검색일: 2021. 7. 25).

한편 북한이 4차 핵실험을 단행한 2016년을 기점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의 성격과 양상에 변화가 있었는데, 이는 중국의 대응에도 영향을 미쳤다. 즉
2016년 이후 중국은 보다 적극적으로 대북제재에 참여한 것으로 판단된다.28)
중국의 적극적인 대북제재 집행의 첫 번째 이유는 중국 기업들이 북한과 거래
를 지속할 경우 미국 2차 제재에 포함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으
로 판단된다. 두 번째 이유는 대북제재 참여를 조건으로 미ㆍ중 무역분쟁, 주변
국과의 갈등 등 다른 분야에서 미국의 협조를 얻어낼 부분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6년부터 중국정부는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될 때마
다 상무부 고시를 발표하여 대북제재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모습을 대외에 공표
하였다.

28) 임수호(2019), p. 30; 최장호(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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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과 중국의 대북제재 현황
UN 대북제재
2270호
(2016. 3. 2)
2321호
(2016. 11. 30)

중국 대북제재
중국 상무부 고시
2016년 11호
(2016. 4. 5)
중국 상무부 고시
2017년 12호
(2016. 12. 18)
중국 상무부 고시
2017년 40호

2371호

(2017. 8. 14)

(2017. 8. 5)

중국 상무부 고시
2017년 47호
(2017. 8. 26)
중국 상무부 고시
2017년 52호

2375호
(2017. 9. 11)

(2017. 9. 23)
중국 상무부 고시
2017년 55호
(2017. 9. 28)

중국 상무부 고시 내용
∙ 북한산 석탄 및 철광석 수입금지(민생 목적 제외)
∙ 북한산 금, 티타늄, 바나듐, 희토류 수입금지
∙ UNSCR 2321호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북
한산 석탄 수입금지
∙ UNSCR 2371호에 따라 북한산 석탄, 철, 철광석,
납, 납광석, 수산물 수입금지(9월 5일부터)
∙ 중국 내 북한 기업이나 개인의 합작기업, 합자기업,
외자기업 등 설립 금지
∙ 북한이 이미 설립한 기업에 대한 투자확대 금지
∙ UNSCR 2375호에 따라 대북 석유제품 수출 제한
(10월 1일부터 시행)
∙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 전면 금지(공고 당일 시행)
∙ 대북 정유제품 수출 제한
∙ 중국 내 북한 기업, 북한과의 합작ㆍ합자 기업 120일
내 폐쇄
∙ 역외 북한과의 합자ㆍ합작 기업 폐쇄
∙ UNSCR 2397호에 따라 대북 수출ㆍ입 일부 상품 제

2397호
(2017. 12. 23)

중국 상무부 고시
2018년 4호
(2018. 1. 5)

한(1월 6일부터 시행)
∙ 대북 철강ㆍ기타금속ㆍ공업기계ㆍ운수차량 등 수출 전
면금지, 원유 및 정유 제품 수출 제한
∙ 북한산 농산품, 일부 광물, 석재, 목재, 기계 전자설
비, 선박 등의 수입 금지

자료: 임수호, 최유정(2017), p. 10; 「중국 상무부 “대북 철강 수출 전면금지…원유·정유제품도 제한”(종합)」(2018. 1.
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26); 「중국 “북한과의 합작 기업 120일 내 폐쇄하라”」(2017. 9. 2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26); 「중국 상무부, 북한과 합작기업 설립·투자확대 금지 공고」(2017. 8. 26), 온라인 기사(검색
일: 2021. 7. 26).

UN 안보리 결의안 2321호 이후부터 중국정부가 적극적으로 대북제재에 참
여하고 있다고 추정된다(그림 2-4의 북ㆍ중 무역액 변화 참고). UN 안보리 결
의안 2270호 채택 직후에 중국은 몇 개월간 제재를 이행하다가 8월부터 ‘민생
조항’을 명분으로 무역을 재개하였다. 이는 중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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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민생 목적’ 유보 조항을 활용하여 같은 해 8월부터 북한산 무연탄 및 철
광석 수입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29) 하지만 이후 채택된 2321호부터는 ‘민
생 목적’ 조항이 제외되면서 북ㆍ중 무역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2-4. 대북제재(UN 안보리 결의, 중국 상무부 고시)와 중국 수출입의 변화
(단위: 백만 달러)

자료: 최장호(2018); KITA(검색일: 2021. 7. 28).

나. 대북제재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
1) 공식 반응
러시아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핵실험 및 탄도 미사일 발사 행위에 대
해 지속적으로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표 2-9 참고). 동시에 러시아
는 주변국에 맞대응을 통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자제할 것을 요구하였으
며, 북한과 주변국은 대화를 통해 해결해나갈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였다.

29) 임수호, 최유정(2017), p. 10.

제2장 대북제재의 현황 • 47

표 2-9.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일지와 러시아의 반응
핵실험 및

러시아의 반응

미사일 발사

UN 안보리
결의안

∙ 북한 핵실험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의지를
2006. 10. 9
1차 핵실험

무시, 비확산체제에 심대한 타격
∙ NPT 체제로의 복귀 촉구

∙ 1718호
(2006. 10. 14)

∙ 결의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되며 북한과의 협상을 위한 방편
∙ 북한 핵실험은 동북아시아 긴장 고조, 역내 안보와 안정을 위협
2009. 5. 25
2차 핵실험

∙ 1718호를 위배, NPT 레짐 및 CTBT(Comprehensive Test-Ban ∙ 1874호
Treaty,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를 위한 국제사회에 심각한 타격 (2009. 6. 12)
∙ 러시아는 ‘강력한 결의안’ 지지

2012. 12. 12 ∙ 부정적 평가
광명성 3호

∙ 6자회담 재개 필요

(은하 3호)

∙ 러시아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적극 협조

∙ 2087호
(2013. 1. 23)

∙ 러시아와 오랜 우호 관계를 맺은 북한에 유감
2013. 2. 12
3차 핵실험

∙ 국제법 규정과 UN 안보리 결의를 무시한 북한의 도발은 국제사
회의 비난 초래, 합당 대응 필요
∙ 북한의 도발로 인한 주변국들의 군사행동 증대에 반대

∙ 2094호
(2013. 3. 8)

∙ 정치ㆍ외교적 수단을 통해 한반도 상황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
∙ 북한은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의 혹독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
∙ 국제법과 UN 안보리 결의를 심각하게 위반, 한반도 긴장을 더
2016. 1. 6
4차 핵실험

욱 고조시키는 행위
∙ 관련 당사국 냉정한 대처, 동북아 내 통제 불가능 상태로 악화

∙ 2270호
(2016. 3. 2)

방지 필요
∙ 6자회담의 틀 속에서 평화적ㆍ외교적 해결 필요
∙ 국제법 규정과 국제사회 여론을 무시하는 도발행위, 단호한 비난
이 필요
2016. 9. 9
5차 핵실험

∙ UN 안보리 결의가 반드시 이행될 필요
∙ 비확산 체제를 훼손하는 북한 행위는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 북한 스스로에 부정적 결과

∙ 2321호
(2016. 11. 30)

∙ 러시아는 국제적 대응방안 마련에 긴밀하게 공조할 것, 한반도
핵 문제의 정치ㆍ외교적 해결 필요
∙ 탄도 미사일 발사에 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성명을 심
2017. 7. 4
화성 14호

각하게 우려, 용납 불가
∙ 한반도 및 그 주변의 긴장 고조에 대해 심각한 우려, 국제사회
에 대화와 협의를 취할 것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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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71호
(2017. 8. 5)

표 2-9. 계속
핵실험 및

UN 안보리

러시아의 반응

미사일 발사

결의안

∙ 안보리의 관련 결의와 국제 규범을 위반한 북한의 무책임한 행
2017. 9. 3
6차 핵실험

동을 강력 비난
∙ 비확산 체제 약화, 한반도와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에 대해 유감

∙ 2375호
(2017. 9. 11)

∙ 현 노선 유지는 북한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
∙ UN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또 다른 탄도 미사일이 발사
된 것에 대해 매우 우려
2017. 11. 29 ∙ 한반도 주변 지역 관련 당사자들이 서로를 도발하지 않고 자제 ∙ 2397호
화성 15호

력 발휘 필요

(2017. 12. 22)

∙ 북한이 미사일과 핵실험을 중단할 것을 촉구
∙ 정치-외교 활동을 통해 상호 수용 가능한 해결책 모색 필요
주: 광명성 3호는 주한 러시아 대사의 입장을 정리.
자료: 러시아 외무부, https://mid.ru/en/(검색일: 2021. 7. 30); ｢러시아 전에 없이 강경 입장｣(2009. 5. 26),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30); ｢“北 광명성 3호 발사에 부정적 러시아 입장 거침없이 전했다”｣(2012. 5. 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30); ｢[北 3차 핵실험 이후] 러시아, 점점 세지는 북한 규탄… “北에 적절한 대응필요”｣(2013.
2. 1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30); 장덕준(2016), p. 99; ｢중국ㆍ러시아ㆍ프랑스ㆍ영국 등 국제사회, “북한
6차 핵실험, 강력 규탄”｣(2017. 9. 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30); ｢러시아 “북한 핵실험, 국제법 무시한
도발행위”｣(2016. 9. 1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30).

러시아는 중국과 동일하게 총 열 번의 UN 대북제재 이행보고서 제출 의무
중 여덟 번만 제출했다. 하지만 러시아의 이행보고서는 구체적인 제재 이행의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다(부록 표 2 참고). 다만 이는 북한과 러시아 간의 경
제협력 규모가 매우 작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2) 실제 조치
경제적인 측면에서 러시아가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을 통제할 수 있는 규모
는 중국에 비해 매우 한정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16년 기준 북한 대외무
역에서 북ㆍ중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92.7%이며, 북ㆍ러 무역의 비중은
1.2% 수준에 불과하다. [그림 2-5]는 러시아의 대북 수출입액 추이를 보여준
다. 북ㆍ러 무역은 2005년에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그 이후로 이전 수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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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다양한 물품을 교역하는 북ㆍ중 간 무역에 비해 북ㆍ러 간 무역은 특정 부문
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2010~20년 북한의 대러 제1위 수입품인 광
물성 연료(HS 27)의 누적 수입액(4억 1,000만 달러) 비중은 누적 총 수입액(7억
3,000만 달러)의 56.5%를 차지한다. 주요 광물성 연료(HS 27) 수입품으로는
석유와 역청유(원유 제외(HS 2710)), 석탄(HS 2701)이 있는데 누적 수입액에
서 각각 27.4%, 25.2%를 차지한다. 광물성 연료(HS 27) 외에 주요 수입품목
으로는 누적 수입액 기준 보일러ㆍ기계(HS 84, 4.1%), 일반차량(HS 87,
3.6%) 등이 있으나 미미한 수준이다.

그림 2-5. 러시아의 연도별 대북 수출입액
(단위: 만 달러)

자료: KITA(검색일: 2021. 8. 3); UN Comtrade(검색일: 2021. 8. 3).

한편 [그림 2-6]에서 보듯이 2016년 이후 러시아의 대북 수출액이 급감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러시아의 대북 수출품 중 상당 부분이 광물성 연료이며,
2375호 결의안에 북한에 원유 및 정유의 수출을 제한하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
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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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대북제재(UN 안보리 결의)와 러시아 수출입의 변화
(단위: 만 달러)

자료: KITA(검색일: 2021. 8. 5).

다. 북한의 대북제재 회피 활동
북한은 제재의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밀무역(석탄, 정제유), 해외노동자 파
견, 관광 수입 등의 방식으로 다양한 제재 회피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북한의 제재 회피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개인과 기관 등이 관여 중인 것으
로 보인다.30)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은 UN 대북제재 결의안에 위반되는 항목
(밀무역, 해외노동자 파견)과 위반되지 않는 항목(관광)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북
한은 대북제재로 인해 감소한 외화수입을 늘리려는 목적과 제재로 인해 수입하
지 못하는 상품을 불법적으로 수입하려는 목적으로 제재 회피 활동을 하고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북한은 석탄 수출이 전면 금지된 이후에도 해상에서 선박을 통한 환적
방식을 통해 매년 수억 원 어치의 석탄을 밀수출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0) 김석진(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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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대북제재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북한은 최소 3억 7,000만 달러 규모,31)
미 국무부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 북한은 최대 4억 1,000만 달러
규모의 석탄을 중국에 수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32)
한편 북한은 상당량의 정제유를 밀수입하고 있으며, 북한 내 수요를 만족시
킬 정도의 수입량에 도달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33) 북한의
정제유 밀수입에는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등의 기타 국가도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34) 밀무역에 사용된 북한 유조선의 적재량과 환적 횟수를 통
하여 정제유 밀수입량을 추정할 수 있는데, 만약 한 회당 적재량을 가장 높게
가정할 경우 UN 제재 허용량(정제유 연간 50만 배럴)을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
된다. 이와 같은 중국과 러시아 당국의 대북제재 회피 활동에 대한 방조는 대북
제재의 효과를 약화할 것으로 판단된다.
UN 안보리 결의안 2397호는 각국에 파견돼 있는 북한 노동자들을 2019년
12월까지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회원국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수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중국을 포함해 러시아, 몽골 등 해외에
서 노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35) 러시아의 제재 이행보고서는 러시
아 내 북한 노동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다수의 언론 보도에
의하면 편법적인 수단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6)
31) ｢유엔 “지난해 북한 4392억 원어치 석탄 불법 수출”｣(2020. 2. 1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13); 이에 따라 미 재무부는 북한의 석탄 운송에 관여한 업체 6곳과 선박 4척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
였다. 평양에 있는 대진무역총회사, 중국에 있는 웨이하이후이장 무역회사 등 3곳, 홍콩에 있는 실버
브리지 해운사, 베트남에 있는 틴쿵 주식회사가 제재 명단에 올랐다. ｢미국, 북한의 석탄 밀수출 관련
기업과 선박 제재｣(2020. 12. 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8. 13).
32) ｢“北, 中에 4000억원대 석탄 밀수출…인공기 단 선박, 유엔제재 무시”｣(2020. 12. 9), 온라인 기사(검
색일: 2021. 8. 13).
33) 김석진(2021), p. 6; 아산정책연구원(2018), p. 44.
34) ｢마키 의원, ‘중ㆍ러 대북 정제유 밀수출’ 관련 “제재 회피 중단해야”｣(2018. 7. 13), 온라인 기사(검
색일: 2021. 8. 13); ｢미국 “북한, 5월까지 89차례 정제유 밀수, 유엔 제재 위반”｣(2018. 7. 13), 온라
인 기사(검색일: 2021. 8. 13).
35) ｢“中 파견 북한 노동자들 임금 대폭 인상돼…체류도 장기화될 듯”｣(2021. 5. 31), 온라인 기사(검색
일: 2021. 8. 13).
36) 관광ㆍ학생 비자로 불법 노동을 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러시아는 UN 제재가 발효된 2019년에만
북한을 상대로 관광비자 1만 6천 건, 학생비자 1만 건을 발급했다고 보도되었다. ｢유엔 제재에도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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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은 대북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북한이 외화수입을 올리는 주요 통
로 중 하나였으며, 대부분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 관광 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 관광객 중 중국인이 90%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2019년 북한의 중국인 관광객 수는 시진핑 주석의 평양 방문 이후 급증하여 전
년대비 30~50% 증가한 26만~30만 명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37)

한 노동자 러시아서 외화벌이 여전｣(2021. 7. 1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8. 20).
37) 이정균(2020),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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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대북제재의 이론적 분석

1. 대북제재에 관한 국제관계 이론적 분석
2. 북한의 정치체제 정의와 대북제재에 관한
게임이론 모형
3. 이론적 가설

1. 대북제재에 관한 국제관계 이론적 분석
본 장의 제1절에서는 경제제재의 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와 이론적 배경에 대
해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경제제재는 대상의 행동을 강제로 변경하기
위해 부과되며, 외교적 해결이 요원하고 무력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외교와 군
사력 사용 사이에 위치한 절충적인 조치로서 의미가 있다.

가. 경제제재의 정의와 목적
개별 국가의 정부나 UN과 같은 다국적 기구는 국가 및 비(非)국가 행위자의
국제 행동 규범을 위반하는 전략적 결정을 변경하기 위해 경제제재를 가한다.
경제제재는 외교 및 안보 목적을 위한 무역 및 금융 관계 등의 철회로 정의될
수 있다. 경제제재는 국가 안보 또는 외교 정책 목표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 정
부, 개인 또는 단체의 행동을 변경하거나 억제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경제제재는 인권 침해, 무기 확산 또는 외국의 무
력 점령에 대한 대응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림 3-1]은 국제사회의 주요 경제
제재 현황을 보여준다.
경제제재의 목적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38) 첫째, 제재 대상의
현재 행동을 변화시키는 강제(coercion)의 목적이다. 강제는 경제제재를 통해
제재국이 대상국에 대한 유인을 변화시켜 대상국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정치
적 교섭에서 자주 발생한다. 둘째, 억제(constraining)는 금지된 활동에 참여
하는 데 필요한 필수 자원에 대한 제재 대상국의 접근을 막거나 비용을 높이는
방식으로 대상국의 전략 변경을 이끌어내는 목적이다. 억제는 금지된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에 대한 접근을 막는 상품제재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

38) Biersteker, Eckert, and Tourinho(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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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많다. 셋째, 신호(signalling)는 제재 대상국의 행위가 국제적 규범에서
벗어났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동시에 규범의 명료화, 재구성을 통해 실제
경제제재의 적용 가능성을 공표하는 것이다. Biersteker et al.(2016)은 UN
제재 목적의 분포를 보여준다(표 3-1 참고).

그림 3-1. 2021년 국제사회의 주요 경제제재 현황

자료: 전략물자관리원,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20).

표 3-1. UN 표적제재 목적의 분포

제재 목적

주목적

목적

빈도

%

빈도

%

강제

35

56

50

79

억제

26

41

59

94

신호

2

3

63

100

자료: Biersteker, Eckert, and Tourinho(2016),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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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제제재의 종류
일반적으로 경제제재는 포괄적 제재와 표적제재로 구분된다. 포괄적 제재는
광범위한 무역 제한이 포함되 국가 전체와 상업 활동이 금지된다. 표적제재는
특정 개인 또는 단체와거래를 제한한다. 또한 미국은 2차 제재(secondary
boycott)로39) 알려진 추가적 제재를 사용한다. 이 제재는 표적이 되는 정권,
개인 및 조직과 거래하거나 지원하는 제3자를 대상으로 한다. 2005년 대북제
재를 위반한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Banco Delta Asia S.A.R.L.) 은행
에 대한 미국의 금융제재가 대표적인 예다.
표적제재는 크게 여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① 개인/단체 제재(대
부분 자산 동결 및 여행 금지)는 개인 및 법인(회사 또는 정당)에 적용된다. ②
외교적 제재는 정부기관의 외교활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인가인력의 제한, 여
행, 정부간 기구 정지 등의 조치다. 가장 자주 적용되는 UN 경제제재인 ③ 무
기 금수 조치에는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한 무기 또는 확산 관련 이중용도
물품의 거래 중단이 포함된다. ④ 상품제재는 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특정 자원
무역을 제한한다. 현재까지 이러한 제재는 다이아몬드, 목재, 석유, 목탄 및 야
생 동물과 같은 귀중한 천연 자원에 적용된다. ⑤ 운송제재는 목표 국가에서 또
는 목적지로 운송인(해상 또는 항공)이 국제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을 의미한다. ⑥ 금융제재를 포함하여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경
제 부문에도 표적제재가 적용될 수 있다.
표적제재와 포괄제재의 관계를 고려할 때, 한쪽에는 가장 지엽적인 표적을
대상으로 한 조치를 두고 반대쪽에는 상대적으로 더 포괄적인 조치를 연속선상
에 그려보고 다양한 유형의 제재를 상정하는 것이 유용하다(표 3-2 참고). 연속
39) 2차 제재는 제재 대상과 거래하거나 제재 대상을 지원하는 제3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자의 관점에서
2차 제재는 1차 제재 대상과 상업적으로 거래하는 것과 관련된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미국
과 같이 규모가 크고 상호 연결된 국가에서 시행하는 2차 제재로 인하여 1차 제재 대상자는 제재를 피
하거나 제재에 적응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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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의 이동은 제재가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영향
을 미치는지에 따라 구별된다. 예를 들어 석유 금수 조치는 경제의 한 부문에
대한 제재이지만 무기 금수 조치나 외교적 제재보다 훨씬 더 폭넓은 영향을 미
친다. 따라서 석유 금수 조치의 경우 연속선상에서 상대적으로 더 포괄적인 조
치로 이해할 수 있다.

표 3-2. 제재의 종류
포괄의 정도
작음
(차별적 제재)

표적제재
개인/단체 대상 제재(예: 여행 금지, 자산 동결)
외교적 제재(정부의 한 부문만 직접적인 영향을 받음)
무기 금수 조치 또는 확산 관련 상품(군대는 보안 부문에 대한 영향이 대체로
제한됨)
석유 이외의 상품제재(예: 다이아몬드, 목재, 목탄, 일부 지역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향)

큼
(비차별적 제재)

운송제재(예: 항공 또는 운송 금지, 많은 인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핵심 경제 부문 제재(예: 석유 및 금융 부문 제재, 더 광범위한 인구에 영향
을 미치므로 비차별적)

자료: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다. 경제제재의 효과에 관한 기존 연구
경제제재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경제제재의 목적에 대한 정의와 효
과 분석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Hufbauer et al.(2007)은 제재의 목적을 ‘정책
또는 정부의 변화’로 설명하고, Drezner(2003)는 경제제재를 ‘보이지 않는 경
제적 강압의 손’이라고 묘사하며 대상국으로부터 상당한 양보를 얻어낼 수 있
는 제재의 위협 능력을 설명했다. Hovi, Huseby, and Sprinz(2005)도 제재
의 효과를 대상국에 대한 제제국의 요구 관철로 정의하고 이에 적합한 모형을
제시했다. Hufbauer et al.(2007)이 수집한 경제제재 관련 데이터베이스는
모두 대상국의 행동변화를 경제제재의 효과를 측정하는 데 강조하고 있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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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재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대체적으로 경제제재가 제재 대상국에 경제적 타
격을 주는 것에는 성공적이었을지 모르지만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는 목적 달성
에는 최대 약 30% 정도만 효과적이라고 판단한다.40)
하지만 게임이론적 접근으로 경제제재의 효과를 연구한 문헌(Drezner 2003)
은 기존의 경제제재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 문헌이 제재국과 대상국의 상호작용
에 의한 제재의 성공적 효과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경제제재 부
과로 인한 무역 교란 등으로 제재 대상국뿐만이 아닌 제재국의 후생에도 부정
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제재국과 대상국 모두 제재가 실제로 부과되
기 전에 합의를 도출하고자 할 유인이 존재한다. 만약 제재국이 제재를 가하는
것보다 현재의 상태를 선호한다면 실제로 제재를 가하지는 않을 것이며, 마찬
가지로 대상국이 제재를 부과당하는 것보다 양보에 의한 합의를 선호한다면 실
제로 제재가 부과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제재가 실제로 부과되기 전에 제
재의 위협에 의한 제재국과 대상국의 상호작용은 관찰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
에, 제재의 효과를 분석한 기존의 연구가 경제제재의 효과에 대한 성공적인 측
면을 간과한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성공적인 제재를 위해서는 제재 대상국이 제재를 위반하는 비용이 제재를
이행하는 비용보다 커야 한다. 즉 제재 대상국이 제재를 감내해야 하는 정치경
제적 비용이 제재국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비용보다 커야 한다. 제재국의 규
모가 대상국보다 상대적으로 작거나 둘 사이의 거래 및 자본의 흐름이 적은 경
우, 성공적인 제재 가능성은 낮다. 반면 제재국의 경제 규모가 대상국보다 크고
대상국과 경제관계가 깊을수록 제재가 성공할 확률은 높아진다. 그러나 제재국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관심이 없거나, 제재국의 정부가 국내 정치적 요구에
부응하는 정도에서 만족한다면 양국간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높더라도 제재의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표 3-3 참고).
[표 3-3]은 제재국과 대상국의 상대적 동기의 강도와 규모 및 영향력의 다양
40) Hufbauer et al.(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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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합에 따라 예상할 수 있는 제재 성공 가능성을 비교 요약한 것이다. 대상
국의 무역 거래 및 금융 흐름의 규모와 영향력이 큰 경우 제재국이 대상국보다
훨씬 더 큰 관심과 역량을 집중하지 않는 한 성공적인 제재는 불가능하다. 대조
적으로, 제재국의 규모가 더 크고 대상국에 대해 광범위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제재가 성공적 결과를 달성할 확률이 높아진다.

표 3-3. 상대적 동기와 레버리지에 따른 경제제재의 예상 효과
상대적 국가규모와 제재국의 레버리지
T > S

제재에 대한
관심의 강도

T = S

T < S
성공 가능하지만

T > S

실패

실패

T = S

실패

성공/실패

성공 가능

성공 가능

성공

T < S

성공 가능하지만
가능성 낮음

가능성 낮음

주: T=Target(대상국) / S=Sender(제재국).
성공 가능성은 높은 수준의 제재 목표보다 적당한 수준의 제재 목표를 설정할 경우 더 높아짐.
자료: Hufbauer et al. (2007).

마지막으로 경제제재의 효과에 관한 기존 연구의 주요 결과 중 하나는 제재
대상국의 체제 유형이 제재 성공의 중요한 결정 요인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권위주의 정권은 정치 체제적 특성상 매우 한정되고 특정한 상황에서만 제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어려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2. 북한의 정치체제 정의와 대북제재에 관한 게임이론 모형
본 절은 국제사회가 북한에 제재를 가하며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북한의 정치체제(political system)를 이론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북제재에 관한 게임이론 모형을 설정하여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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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북한의 정치체제
일반적으로 북한의 정치체제는 주체사상을 통치이념으로 한 ‘수령 독재체제’
로 정의된다.41) 주체사상이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
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사상으로서 자기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
이며 자기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사상”으로 정리된다.42)
또한 북한 주체사상의 핵심 내용인 ‘사회정치적 생명체론’43)에 북한의 수령
독재체제에서 ‘수령’이 갖고 있는 절대적 권력의 특징이 잘 드러난다. 북한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사람의 생명을 ‘육체적 생명’과 ‘사회정치적 생명’으로
구분하고, 사회정치적 생명이 육체적 생명보다 귀중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다.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혁명하는 사람들이 수령에게 충성과 효성을 다하
여 수령을 높이 받들어 모시고 끝까지 따르는 것은 그들 자신의 사회정치적 생
명의 근본 요구이고 마땅한 도리이고 더 없는 기쁨이고 영광”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인민대중은 당을 통하여 수령의 지휘를 받고
당의 영도 밑에 수령을 중심으로 조직 사상적으로 결속되어야만 자주적인 사회
정치적 생명체로 존재하고 활동할 수 있으며 혁명의 주체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44)
따라서 북한의 정치체제는 수령이 최고 중심부에 존재하는 독재체제이며,
북한의 유일한 정당인 노동당이 수령의 권력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
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북한의 수령은 수령에게 충성하는 ‘간부층’이라고 불리
41) 김강녕(2011. 7), pp. 77~112.
42) 정웅기(2010. 11), pp. 219~243.
43) 국립통일교육원, 북한 지식사전,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1986년 7월 15일
김정일이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 앞에서 행한 “주체사상교양에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라는 담화에서 처음 제시되었다,” https://www.uniedu.go.kr/uniedu/home/brd/bbsatcl/nknow
/view.do?id=31828&mid=SM00000536&limit=10&eqViewYn=true(검색일: 2021. 10. 30).
44) 국립통일교육원, 북한 지식사전,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https://www.uniedu.go.kr/uniedu/home
/brd/bbsatcl/nknow/view.do?id=31828&mid=SM00000536&limit=10&eqViewYn=true
(검색일: 2021.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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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선발된 노동당원 계층을 유지함으로써 수령 독재체제를 공고하게 지속시키
고 있다고 볼 수 있다.45)
De Mesquita et al.(2005)은 국가의 정체(政體, polity)를 정의하는 이론으
로 ‘선출인단 이론(selectorate theory)’을 제시한다. 선출인단 이론은 국가의
인적 구성원(residents)을 참정권이 부여된 선출인단(selectorates)과 비(非)
선출인단(non-selectorates)으로 구분한다. 선출인단은 더 높은 수준의 지도
력과 정치력을 부여받는 승자 연합(winning coalition)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는다. 승자 연합의 일원들은 통치자(ruler)의 국가 통치 권력 수
호와 지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통치자로부터 통치자의 권력을 지지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북한과 같은 유일 정당 독재체제(single-party dictatorship)의 경우, 국가
의 전체 인적 구성원 대비 선출인단의 크기가 매우 작으며, 이는 공산주의 및
전체주의 국가에서 흔히 볼 수 있다(그림 3-2 참고).

그림 3-2. 선출인단 이론

자료: 저자 작성.
45) 김성철(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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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독재체제 통치자의 통치 수단은 조세 징수(taxing)와 이전지출
(spending)의 혼합이 일반적인데, 선출인단의 크기가 매우 작다면 국가의 인
적 구성원 중 대다수인 비선출인단의 정책 선호는 통치자의 통치 행위 및 정치
적 결정에서 배제될 수 있다.
북한은 거주이전의 자유가 없으며46) 북한당국은 수도인 평양을 더욱 특별히
관리한다. 북한당국은 평양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선별적으로 부여(평양시
관리법에 의한 평양시민증 발급)해서 관리한다. 평양은 북한 내에서 특별한 지
위를 가지며, 평양시에 거주하기 위한 요건은 매우 까다롭다. 김일성 교시에서
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평양시는 혁명의 수도인 것만큼 당을 옹호하는 사람
밖에는 그 누구도 살 권리가 없습니다. 평양시에는 오직 당의 유일사상으로 철
저히 무장되고 당 정책을 받들고 한마음 한뜻으로 살며 일하는 사람들만이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시는 ｢평양시관리법｣에도 반영되어 있다: “평양시민은
항시 시민증을 지참해야 하며 고상한 정신 도덕적 풍모를 지니고 국가의 법질
서를 엄격히 준수하며 정책 관철에서 모범이 되어 수도시민으로서의 영예를 지
켜야한다(평양시관리법 제32조 제2문).”47)
북한에 선출인단 이론을 적용해보면, 북한당국은 거주이전 제한 및 ｢평양시관
리법｣ 등을 통해 선출인단과 비선출인단을 지역적으로 엄격히 분리해 관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북한당국은 평양시민의 경제적 후생을 최우선적으로 보
장한다고 알려져 있는데,48) 이는 ｢평양시관리법｣에 명시되어 있기도 하다.49)
46) 한동호, 김수경, 이경화(2017), p. 9. “… 북한 당국은 헌법상에서는 기본적인 이동의 자유를 명시하
고 있지만, 국내 법제도적으로는 여행 질서 확립이라는 명분 아래 실제적으로 전 주민의 자유로운 이
동 및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47) 이제우(2017), pp. 1~44.
48) 김주원(탈북민). ｢북, 수도 시민증에 평양관리법까지｣(2015. 10. 27),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30): “지방인민들을 착취한 대가로 유지되는 게 북한의 수도 평양입니다. (그러)하기에 평양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누구라 할 것 없이 지방의 인민들을 착취하는 자들이라고 낙인을 찍어도 분명 지나친 비
유는 아닐 것입니다. 평양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북한에서 큰 재산입니다. 그 속에서 배를
떵떵 두드리며 사는 큰 간부들은 흡혈귀에 지나지 않습니다. 김 씨 일가가 만들어 낸 거대 도시 평양,
그 곳에는 돈 많은 특권층들이 또 다른 세상을 엮어가며 큰소리치며 살고 있습니다.”
49) “량정기관과 연료공급기관은 평양시에 대한 식량과 연료공급체계를 바로세우고 식량과 연료를 제때
에 정해진 량대로 공급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평양시에 공급할 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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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당국의 북한 시민 거주이전의 자유 제약과 평양시민 거주권의 선별적 부
여, 평양시민의 경제적 후생 최우선시 정책 등을 선거인단 이론에 비춰볼 때, 평
양시민증을 발급받은 평양시민은 선출인단에 속한다고 판단된다. 북한의 인구
수(2008년 북한 인구일제조사 기준)는 2,334만 9,859명이며, 평양시의 도시
구역 인구수는 282만 3,414명이므로, 북한의 인구 대비 평양시민의 비율은 약
12% 정도다.
북한과 같은 수령 독재체제에서 통치자(수령)는 국가의 자원 배분(resource
allocation)에 대한 전권을 소유하며, 북한에서 선출인단에 속하지 않은 대다
수 인적 구성원(비선출인단)의 경제적 후생은 통치자의 통치 수단인 자원 배분
(resource allocation by taxing and spending)에서 우선순위에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정치체제에 관한 기존 연구에 의하면, 통치자의 독단적 결정
에 의한 국가의 자원 배분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국가의 인적 구성원들이 반란
(revolt)이나 혁명(revolution)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한다.50) 하지
만 북한의 수령 독재체제는 70여 년간 공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Acemoglu, Verdier, and Robinson(2004)은 북한과 같은 독재체제 국가의
통치자가 권력을 유지하는 통치의 수단으로 ‘분열-통치 전략(divide-and-rule
strategy)’을 이론적으로 정의하여 제시한다. 분열-통치 전략은 통치자에 대항
하는 반란(혹은 혁명)의 성공적 수행에 필수적인 사회적 협력(social coordination)
을 어렵게 만든다.51) 통치자는 본인의 권력 유지에 필수적인 선출인단(혹은 그것
의 일부분인 승자연합)의 지지를 얻기 위해 국가 자원의 상당 부분을 분배해주는

과 연료를 《수도폰드》로 계획화하고 우선적으로 생산보장하여야 한다(평양시관리법 제38조(식량과
연료의 공급)).” “상업, 급양, 편의봉사기관은 주민들의 수요와 기호에 맞게 봉사망을 합리적으로 배치
하고 봉사업종을 늘이며 봉사를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중앙상업지도기
관은 평양시의 상업, 급양, 편의봉사부문에 필요한 설비, 상품, 원자재의 보장체계를 바로세우고 다른
부문보다 먼저 공급하여야 한다(평양시관리법 제39조(상업, 급양, 편의봉사)).”
50) De Mesquita et al.(2005); Acemoglu and Robinson(2006).
51) Acemoglu, Verdier, and Robinson(2004)의 이론적 논의에 입각해서 북한의 정치체제를 설명하
자면, 북한의 통치자는 주체사상을 기반으로 한 수령 독재체제를 구축하여 국가의 인적 구성원을 선출
인단과 비선출인단으로 분열(divide)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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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선출인단의 경제적 후생을 보장해준다. 여기서 일컫는 국가의 자원이
란 단순히 물자와 현금 배급만이 아닌, 교육의 기회와 무역 및 생산기술 등에 접근
할 수 있는 권한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정의의 경제적 자원이다. 이를 통해 통치자
는 국가의 인적 구성원들이 통치자의 권력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킬 유인과 가
능성을 성공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이러한 분열-통치 전략이 가능한 독재체제는 ‘약하게 제도화된 정체(weakly
institutionalized polity)’에서 비롯된다. 약하게 제도화된 정체란 통치자의
통치 행위에 제약을 가할 수 있는 제도가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는 정체다. ‘강
하게 제도화된 정체(strongly institutionalized polity)’에서는 시민들이 통
치자를 교체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이 주어지지만, 약하게 제도화된 정체에서
는 통치자가 통치자의 권력을 지지하지 않는 시민들을 처벌(punish)할 수 있
다.52) Acemoglu, Verdier, and Robinson(2004)은 이러한 특징을 지닌 독
재체제를 ‘클렙토크라시(kleptocracy)’로 정의한다. 본 연구는 앞서 서술한 북
한의 정치체제 특성에 의거하여 이론적으로 북한의 수령 독재체제를 클렙토크
라시로 규정하고 게임이론 모형을 설정한다.

나. 대북제재에 관한 게임이론 모형
국가 A의 정치체제는 클렙토크라시이며, 인적 구성원은 선출인단 집단
(selectorate group, S )과 비선출인단 집단(non-selectorate group, N )으
로 구분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국가 A의 통치자(ruler, R )는 두 집단의 인적 구
성원을 징수(taxing)하고 수입의 일부를 다시 분배하는 방식의 통치 수단으로
52) 통일부 북한인권포털, 인권실태, 초법적, 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 “그동안 수집된 북한이탈주민의 증
언에 따르면, 정치범수용소에서는 규율 위반, 명령 불복종 등의 이유로 어떠한 법적 절차도 없이 보위
부원에 의한 처형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식의 처형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비리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https://unikorea.go.kr/nkhr/current/
rights/prisoncamp/humanrights/;jsessionid=rzBAIqvWFfUCPLZ22np0YvD5.unikorea21
(검색일: 2021.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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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을 유지한다. 선출인단은 비선출인단에 비해 교육의 기회를 더 많이 부여
받고 생산성이 더 높은 인적 구성원들의 집단이며, 통치자의 권력에 대항하여
혁명(revolution)을 시작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본 모형은 만약 선출인단이
혁명의 수행을 결정한다면 비선출인단도 역시 수행을 선호한다고 가정한다. 본
모형의 이러한 가정은 Acemoglu and Robinson(2006)과 관련이 있다.
Acemoglu and Robinson(2006)은 중간 계층(middle class)과 하위 계층
(poor class)이 함께 혁명을 수행한다면 통치자에게 위협이 될 수 있지만, 만약
중간 계층이 이탈한다면 하위 계층은 성공적으로 혁명을 수행할 수 없다고 가정
한다. 이들은 역사상 많은 혁명에서 볼 수 있듯이 중간 계층이 하위 계층보다 더
많은 교육을 받은 계층이므로, 중간 계층이 혁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조직
력 결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국가 A의 통치자는 국제사회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대량살상무기(WMD:
Weapons of Massive Destruction)를 소유한다고 가정한다. 국가 B는 국제
사회의 초강대국(superpower)이며, 국가 B는 국가 A의 통치자가 대량살상무
기의 소유를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 경제제재(economic sanctions)를 가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국가 A의 각 인적 구성원 집단의 크기는 1로 정규화
(normalize)된다. 집단  ∈    의 기 효용함수는 [식 3-1]과 같이 설정
한다.
∞





∞



       





 
      











[식 3-1]

위의 [식 3-1]에서   은 할인율이며,  는 기의 세후 소득(after-tax
income),  는 기의 노동 공급이다.
집단 의 생산함수는 [식 3-2]와 같다.

    

[식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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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식 3-2]에서 는 기에 집단 의 생산성이다. 본 모형은 선출인단 집
단의 생산성이 비선출인단 집단의 생산성보다 높다고 가정한다. 즉
 ∈     
 ,    ∈     
 , 
  ≤   이다.



각 집단의 세후 소득은 [식 3-3]과 같다.

           

[식 3-3]

위의 [식 3-3]에서  ∈   은 통치자가 집단 에 징수하는 세율이고

   ∞  는 통치자가 집단 에 제공하는 일괄 이전지출(lump sum
transfer)이다.
각 집단의 효용함수 [식 3-1]을 극대화하여 다음의 노동 공급 함수 [식 3-4]
를 도출한다.

         

[식 3-4]

위의 노동 공급 함수를 이용하여 기의 간접 효용 함수를 표현하면 [식 3-5]
와 같다.



                 


[식 3-5]

또한 통치자의 조세 수입(tax revenues)은 [식 3-6]과 같이 표현된다.

                                      
[식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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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예산 제약식은 [식 3-7]과 같다.

          ≤            

[식 3-7]

위의 [식 3-7]에서   ∈ ∞ 는 통치자의 소비,      은 [식 3-6]에
서 주어진 통치자의 조세 수입,    은 자연 자원으로부터의 지대(rent)다.

   ∞ 는 해외 원조(foreign aid) 함수다. 는 통치자의 대량살상
무기 소유 여부에 관한 지시 함수(indicator function)다. 즉 통치자가 기에
대량살상무기를 소유한다면   , 소유하지 않는다면    이다. 해외 원
조는 통치자의 대량살상무기 소유 여부(  )에 대한 함수로 정의되며,

      과      을 가정한다. 국가 B는 국가 A의 통치자가 소유
한 대량살상무기 때문에 경제제재를 가하고 있기에, 국가 A는 대량살상무기의
소유로 인한 경제제재 때문에 가난과 기근에 처할 수 있다. 한편 국가 A의 통치
자는 가난과 기근으로 인해 국제사회로부터 해외 원조를 받을 수 있다. 클렙토
크라시 독재체제에서 통치자는 해외 원조에 독점적인 접근 권한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며, 통치자는 해외 원조를 권력 유지를 위한 분배에 사용할 수 있다고 가
정한다. 따라서 본 모형에서 통치자의 대량살상무기 소유는 실질적으로 통치자
에게 지대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있다.
통치자(  )는 [식 3-8]과 같은 효용함수를 갖는다.

∞





  

[식 3-8]

위의 [식 3-8]에서   은 통치자의 할인율이다.
본 모형은 국가 A의 정치체제가 클렙토크라시(  )에서 민주주의(  )로 전환
이 가능하다고 가정한다. 본 모형은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간단한 형태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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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즉 국가 A의 정치체제가 민주주의로 전환되면 두 인구 구성원 집단이 권
력을 함께 장악하며, 기존의 통치자가 부과하던 조세 징수는 폐지하고 자연 자
원으로부터의 지대도 동등하게 공유한다고 가정한다.
민주주의로 정치체제가 전환된 국가 A의 인구 구성원 집단 의 기 효용 함
수는 [식 3-9]와 같다.





     



[식 3-9]

클렙토크라시 정치체제하의 국가 A에서 통치자는 권력을 유지하는 제약하
에서 소비를 극대화한다. 본 모형에서 통치자의 권력을 제약하는 것에 대한 서
술에 앞서, 통치자의 권력 유지에 대한 제약이 없는 상태에서 통치자의 최적 징
수-분배 정책            을 도출한다. 무제약하에서 통치자의 최적
정책은       를 극대화함으로써 도출되며, 최적의 징수 세율은 [식
3-10]과 같다.


        


[식 3-10]

권력을 제약하는 요소가 없다고 가정하면 각 집단에게 분배하는 일괄 이전
지출은 0이며(        ), 통치자의 소비는             다.
각 집단의 기 효용 함수는 [식 3-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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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11]

본 모형은 다음과 같은 정치 게임(political game)을 상정한다. 기의 시작
에 국가 A의 정치체제는   기에 결정된 정치체제가 유지된다. 본 모형에서
  기에 결정된 정치체제는     ∈    로 표현된다.       는 몰입
상태(absorbing state)로 가정한다. 즉 국가 A의 정치체제가 민주주의로 전환
되면 민주주의 정치체제는 영구적으로 유지된다.
만약 기의 시작에 국가 A의 정치체제가 클렙토크라시로 유지된다면, 그것
은   기에 국가 A의 인구 구성원 집단이 혁명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혁명을
시작했으나 실패한 상태임을 의미한다. 기에 클렙토크라시하의 국가 A의 통
치자(  )와 선출인단 집단(group  ), 비선출인단 집단(group  ), 국가 B는
다음의 동태 게임(dynamic game)을 진행한다.

1단계. 국가 A의 통치자(  )는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통치자가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면 국가 B는 국가 A에 가해진 경제제
재를 철회한다. 통치자가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할 경우에는 국가 A의 클렙토크
라시 정치체제가 외부의 무력에 의해 붕괴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2단계. 만약 국가 A의 통치자가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국가 B는
국가 A에 경제제재       를 가한다.
3단계. 국가 A의 통치자는 각 인구 구성원 집단에 대한 징수 세율     
과 일괄 이전지출        을 결정한다.
4단계. 국가 A의 선출인단 집단(  )은 통치자의 권력에 대항하는 혁명을 수
행할지 결정한다. 만약 선출인단 집단이 혁명을 수행하지 않으면 통치자가
결정한 징수-배분 정책이 집행되고 정치체제는 클렙토크라시로 유지된다.
5단계. 만약 국가 A의 선출인단 집단이 혁명을 수행하면    의 확률로 혁
명이 성공한다. 만약 혁명이 성공하면 국가 A의 통치자의 권력이 인구 구성
원에게 이양되면서 정치체제가 민주주의로 전환되며, 통치자가 소유한 대량
살상무기는 제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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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혁명의 성공으로 국가 A의 정치체제가 민주주의로 전환되면 국가 B
는 경제제재를 철회한다.
7단계. 국가 A가 처한 정치체제하에서 국가 A의 각 인구 구성원 집단은 노동
공급을 선택한다.

국가 B가 가하는 경제제재는 표적제재와 포괄적 제재로 구분된다. 본 모형
에서 표적제재는 선출인단의 생산성만을 낮추며 포괄적 제재는 선출인단뿐만
이 아닌 비선출인단의 생산성도 낮춘다. 다음의 3절은 2장을 간략히 요약하면
서 본 모형의 균형 분석으로부터 예상되는 결과를 서술한다.53)

3. 이론적 가설
제3장은 대북제재의 이론적 분석을 다뤘다. 1절은 대북제재를 국제관계학
이론적으로 분석했다. 2절은 북한의 정치체제를 이론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바
탕으로 대북제재에 관한 게임이론 모형(동태 게임)을 설정했다. 본 게임이론 모
형의 균형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예상한다.
초강대국이 클렙토크라시 독재체제 국가에 경제제재를 가하면 독재국가 인
적 구성원의 생산성이 낮아지므로 통치자의 권력에 대항하여 혁명을 수행할 유
인이 발생하게 된다. 국가 B가 국가 A에 경제제재를 가하는 목적은 국가 A의
인적 구성원의 후생을 감소시켜 제재가 가해진 원인인 클렙토크라시 통치자의
절대적 권력과 대량살상무기 소유에 대항하는 혁명을 유발하는 것이다. 국가 A
의 통치자는 국가 B가 가한 제재로 인한 인적 구성원의 혁명 수행 유인을 감소
53) 본고에서는 이론모형에 대한 균형 분석이 생략되어 있으나, 4장에서 다루는 실증분석에 필요한 가설
도출을 위한 이론적 분석은 현재의 상태(북한 정치체제에 대한 이론적 정의와 모형 설정)로도 충분하
다고 판단된다. 대북제재의 효과에 대한 더욱 풍부한 이론적 해석을 위한 모형의 균형 분석은 추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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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기 위한 최적의 분열-통치 전략으로 대응할 것이다. 즉 통치자는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인적 구성원인 선출인단 집단에게 이전지출을 늘리는 방식으로
선출인단의 혁명 수행 유인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의 4장에서는 대
북제재의 효과를 실증분석하는데, 실증분석을 관통하는 가설은 본 모형의 균형
분석으로부터 예상되는 결과인 ‘통치자는 체제에 경제제재가 가해질수록 체제
내에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인적 구성원인 선출인단 집단에게 이전지출을 늘
리는 방식으로 체제를 유지시킬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모형에서는 통치자가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할 경우 외부의 무
력에 의한 정치체제 붕괴가 가능하므로, 본 모형의 균형에서는 통치자가 대량
살상무기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본 모형에서는 고려하
지 않을 예정이지만, 만약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할 경우 외부의 무력에 의한 정
치체제 붕괴를 둘러싼 약속 불이행 문제(commitment problem)가 해결될
수 있는 장치(device)가 고안될 수 있다면 균형에서 통치자의 대량살상무기 포
기도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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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대북제재의 효과 실증분석

1. 위성 야간조도 데이터의 활용과 경제적 의미
2. 위성 야간조도 데이터 실증분석
3. 소결

1. 위성 야간조도 데이터의 활용과 경제적 의미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한 국가의 경제성장을 가늠하는 데 가장 중요한 변
수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의 경우 신뢰성 있는 자료 수집의 한계
로 인해 경제성장률을 정확하게 집계하는 것이 어려우며 더욱이 북한과 같은
폐쇄경제사회의 경우에는 자료 수집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경제학계에서
논의되는 GDP의 대리변수에 관한 연구는 GDP와 위성 야간조도 간의 상관관
계를 분석한 Henderson, Storeygard, and Weil(2012)이 대표적이다. 이들
은 GDP 성장률과 야간조도 변화율 간의 탄력성을 약 0.3으로 추정했다.
이후 경제학계에서는 위성 야간조도 자료를 활용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54) 위성 야간조도를 활용한 연구는 경제성장에만 국한되지 않고 인구밀도
추정, 산불 피해면적 추정, 도ㆍ농 간 불평등 비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 Gibson et al.(2021)은 인도네시아와 같은 개발도상국 내의 지역간
GDP 비교를 위해 위성 야간조도 자료를 활용하기도 했다.

가. DMSP와 VIIRS 데이터
위성 야간조도 자료는 위성의 종류에 따라 크게 방위기상위성 프로그램
(DMSP: Defence Meteorological Satellite Program)과 가시근적외복사계
(VIIRS: Visible Infrared Imaging Radiometer Suite)로 구분된다. DMSP
는 미국 국방부가 개발한 극궤도기상위성이며 1960년대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55) 미국 국방부는 1972년부터 학술적인 목적을 위한
DMSP 자료의 활용을 허용했다.56) 1976년 발사된 Block 5D-1 시리즈 이후
54) Gibson et al.(2021).
55) Satellite Missions, https://directory.eoportal.org/web/eoportal/-/dmsp(검색일: 2021. 2. 5).
56) NOAA DMSP Introduction, https://www.avl.class.noaa.gov/release/data_available/dmsp/
index.htm(검색일: 2021.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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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DMSP OLS(Optical Linescan System)를 통해 야간조도를 관찰하고
있으며 해상도 0.55km 픽셀 수준의 위성 자료를 제공한다. 미국 국방부가 관
리하던 야간조도 위성은 1998년 미국 대기해양청(NOAA)으로 이관되었다.
DMSP는 야간조도뿐만 아니라 지표면 기온, 강수량, 지표면 형태 등 다양한
정보를 기록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전 세계 야간조도 자료는 1992년부터
2013년까지 총 22년의 기간에 대해 연 단위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DMSP 조
도의 밝기는 0부터 63까지이며 야간조도가 밝을수록 해당 픽셀의 조도값이 커
진다. 한편 DMSP 위성은 약 800km 상공에서 위성 이미지를 촬영하기 때문에
야간조도값이 구름이나 산불 등의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위험성이 존재한
다. 이에 따라 DMSP 원자료에서 오로라를 포함한 잡광(stray light), 구름에
의한 영향, 달의 조도 등 다양한 요인을 제거하는 가공을 거친 자료가 제공되고
있다.
DMSP 자료는 ① OLS 센서가 상대적으로 거친 저해상도 이미지를 생성하기
때문에 빛이 없는 지역으로 조도가 밝은 지역의 빛이 번지는 현상 ② OLS 픽셀
간 겹치는 부분 발생 ③ 공간적 위치 오류가 누적되는 현상 등이 발생한다고 알
려져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한 빛 번짐 현상(blooming), 즉 실제 지면보다 조
도의 면적이 넓어지는 현상이 DMSP 자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
다.57) 그리고 DMSP 야간조도 자료는 2013년 자료까지만 공개되고 있으며,
2013년 전후로 촬영시간대가 변경되었다. 2013년까지의 DMSP 자료는 19시
12분에서 21시 36분 사이에 촬영됐으나, 2014년부터는 오전 2시 24분에서 4
시 48분 사이에 촬영되어 2013년 자료와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
다.58)

57) Small, Pozzi, and Elvidege(2005).
58) https://eogdata.mines.edu/products/dmsp/#download(검색일: 2021.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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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DMSP와 VIIRS 비교
구분

DMSP

VIIRS

목적

군사적 목적의 기후 예측

과학연구를 위한 지구 관측

운영 기간

1970년대~2013년

2011년 10월~현재

야간 촬영시간

대략 19시 30분

대략 1시 30분

촬영 범위

3,000km

3,000km

공간위치적 오류

1.4~3.7km(95% c.i.)

없음

센서 분해능

560m×560m

(resolution)

(2.7km×2.7km)

자료 해상도
밴드 수
주행 중 교정
(calibration)59)
센서 포화
(saturation)60)
감지가능 최저 신호

742m×742m

30arc그리드

15arc그리드

(930m×930m)

(375m×375m)

1개(열적외선)

주간 21개, 야간 11개

없음

태양광 확산기

도시지역 코어

없음

5×10-5와트 m-2 sr-1

3×10-5와트 m-2 sr-1

주: DMSP는 군사적 목적으로 1962년부터 운영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 일반인이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은 1970년대
부터임.
자료: Gibson, Olivia, and Boe-Gibson(2020).

본 연구에서는 DMSP 자료가 아닌 VIIRS 자료를 이용해서 북한의 야간조도
를 분석한다.61) VIIRS 자료는 콜로라도광산대학교(Colorado School of
Mines) 산하 페인 연구소(Payne Institute)62)를 통해 2012년 이래 월간 및
연간 자료로 공개되고 있다. Suomi-NPP 위성을 이용한 DNB(Day/Night
Band) 자료는 구름에 의한 영향, 달빛 조도 반사 등 조도 측정에 오류를 제공
하는 요인들을 보정한 상태로 제공되고 있다. VIIRS 위성은 하루 두 차례씩 같
은 지역을 촬영하고 있으며 지역대별 촬영시간대는 대략 오전 1시 30분과 오
59) 교정이란 센서에 위성이 감지한 입력값을 인가하여 출력을 측정하는 과정을 의미.
60) 센서 포화란 센서 입력이 허용한계를 초과할 경우 출력이 포화되기 시작하면서 응답의 직선성(linearity)
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
61) 야간조도를 촬영하는 DMSP나 VIIRS 외에도 NASA의 과학위성인 테라/아쿠아 MODIS 위성영상은
토지 피복 등 지표면 정보와 해양 정보를 지속적으로 촬영하고 있다.
62) Colorado School of Mines, database, http://eogdata.mines.edu/products/vnl/#v1(검색
일: 2021.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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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1시 30분 전후로 알려져 있다.
VIIRS 자료는 DMSP 자료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 첫째,
VIIRS 인공위성은 DMSP 인공위성과 비교해 해상도나 화소 관측 측면에서 더
정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63) VIIRS는 2011년 발사된 Suomi NPP 인공위성
이며, 일명 다중분광센서라고 칭한다. VIIRS는 총 22개의 채널로 구성되어 있
으며 한 번에 약 3,000km2 범위를 촬영할 수 있다. 또한 DMSP 센서가 저조도
를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 농촌 지역의 약한 조도를 구분하지 못하는 반
면, VIIRS 센서는 7단계에 거쳐서 저조도를 감지하기 때문에 VIIRS보다 미세
한 조도 차이를 더욱 잘 구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4) 도시 지역의 야간조
도를 분석할 시에는 DMSP와 VIIRS 간 차이가 발생하지 않으나, 북한과 같이
조도가 약한 농촌지역을 연구 범위에 대거 포함하는 경우에 DMSP 자료는 분
석의 편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앞서 지적한 DMSP 센서가 저조도를
감지하지 못하는 단점 때문이다.
둘째, DMSP 자료는 공간적 부정확성을 가지고 있다. DMSP 인공위성은 이
미지의 중심부에서 멀어질수록 인공위성과 지구 사이의 각도 때문에 실제 장소
와 픽셀에 찍힌 이미지의 위치 간 거리적 차이가 발생한다. 또한 이미지의 중심
부에서 멀어질수록 빛 번짐 현상이 심해지기 때문에 야간조도 자료 이용자들에
게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Tuttle et al.(2013)은 DMSP 자료상의 공간적
위치와 GPS상의 위치 간 평균적으로 3km의 오차가 발생한다는 것을 발견하
였다. 이러한 공간적 부정확성으로 인해 DMSP 자료를 이용해서 서로 다른 지
역 간 조도 차이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VIIRS
는 높은 해상도와 선명도를 바탕으로 DMSP의 단점을 극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림 4-1 참고).

63) Elvidge et al.(2013).
64) World Bank Blogs, https://blogs.worldbank.org/opendata/shedding-light-night-lightsdata-dmsp-vs-viirs(검색일: 2021. 9. 3); Chen and Nordhaus(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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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계에서 위성 야간조도 자료를 활용한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DMSP
자료를 활용했다. VIIRS 자료가 이용 가능하기 시작한 2012년 이후에 경제학
계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문 문야에서는 이미 DMSP 자료보다는 VIIRS 자료를
연구에 더욱 활발히 활용하고 있으나, 경제학계는 이러한 학계의 흐름에 뒤처
진 것이 사실이었다. 이는 위성 야간조도와 경제성장 간의 상관관계를 처음으
로 밝힌 연구인 Henderson, Storeygard, and Weil(2012)이 DMSP 자료를
사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Gibson et al.(2021)은 경제학 연
구에도 DMSP보다는 VIIRS를 활용하는 것이 분석의 정확도와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도 VIIRS 자료를 활용한다.

그림 4-1. VIIRS와 DMSP 간 조도 선명도 비교(시카고)

주: 좌측 그림이 DMSP OLS로 촬영한 야간조도 이미지이며 중앙 및 우측 그림은 VIIRS로 촬영한 이미지임.
자료: Bensusen and Jentoft-Nilsen(2020. 2. 12), “Change Over Time—Chicago, Illinois,” https://svs.gsfc.nasa.
gov/31095(검색일: 2021. 9. 5).

VIIRS 자료는 시기에 따라 월간 또는 연간 자료로 구분된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은 연간 자료를 활용한다. 야간조도 자료는 지표면에 반사되는 태양 및 달
빛, 구름에 의한 영향 등 자연적인 현상과 지표면 화재, 오로라 등에서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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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빛을 보정한 후 제공되며 야간조도의 12개월 중윗값을 기준으로 이상치를
제거하는 작업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65) VIIRS 각 그리드는 정방형 형태로 되
어 있으며 그리드 면적은 375m2다. 이에 따라 북한 전역 184개 시군구에 걸쳐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74만 6,311개의 그리드가 생성되었다. VIIRS
야간조도 자료는 북한 행정구역을 그리드별로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각 공간좌
표에 대한 행정구역 지정은 북한 지도 레이어와 야간조도 레이어를 겹치는 방
식으로 병합시켰다.

나. 선행연구 및 야간조도의 경제학적 의미
경제발전을 측정하기 위해 야간조도를 사용하게 된 배경에는 2000년대 들
어 전기 보급률을 GDP 성장률의 대리변수로 활용하고 있었던 데서 기인한
다.66) 그러나 모든 국가가 전기 보급률 통계 수치를 가지고 있지 않고, 한 국가
내에서도 지역별 전기 보급률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부재하기 때문에 전기
보급률을 경제발전의 대리변수로 사용하기에는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경제학
계는 경제발전을 대리할 수 있는 변수로 위성 야간조도 자료를 활용한다.
Henderson, Storeygard, and Weil(2012)은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를 대상
으로 위성 야간조도와 경제발전의 상관관계를 분석했으며, GDP 성장률과 야
간조도 간 탄력성을 약 0.3 정도로 추정했다. 이들의 연구는 위성 야간조도와
GDP 성장률 간의 관계가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성립하고 있음을 보
였으며, 경제학계에서 경제성장과 위성 야간조도 간 관계를 일반화하는 데 기
여했다.
경제학계에서 Henderson, Storeygard, and Weil(2012) 이후 후속 연구들
은 구매력 평가(PPP), GDP 등 경제활동에 관한 통계자료가 없는 지역 단위 경제
65) Colorado School of Mines, database, http://eogdata.mines.edu/products/vnl/#v1(검색
일: 2021. 2. 6).
66) Henderson, Storeygard, and Weil(2012); IMF(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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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을 추정하는 데 주로 집중했다. 예를 들어 야간조도를 이용한 경제발전 관련
연구는 국가 내 지역 간 경제발전 차이 비교,67) 도시화,68) 홍수 등 외생변수에
따른 충격 및 경제효과69) 등으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Keola, Andersson,
and Hall(2015)은 야간조도와 토지피복 자료를 함께 이용해서 경제성장률 추
정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한편 야간조도를 북한경제 발전 분석에 활용한 대표적
인 연구는 Lee(2018)다. Gibson, Olivia, and Boe‐Gibson(2020)이 지적하
듯이 북한처럼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를 이용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 위성 야간조
도 자료의 활용성이 더욱 높다. Lee(2018)는 1992년부터 2013년 DMSP 자료
를 이용해서 대북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했는데, 대북제재
가 평양과 기타 지역 간 경제적 격차를 더욱 심화한다고 분석하였다.
야간조도를 이용해 대북제재가 북한경제 활동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서는 야간조도의 경제학적 의미에 대해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앞서 설명
했듯이 특히 비공식 경제 부문이 크고 농업이 노동인구 비중 및 GDP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개발도상국의 경우, 공식적인 경제활동을 통한
GDP 통계만으로 국가의 경제 활동에 대해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경제학계
는 일반적으로 야간조도를 한 국가의 공식 및 비공식 경제 활동을 통한 경제발
전을 대리하는 변수로 활용한다. 또한 야간조도는 단순히 GDP, PPP뿐만 아니
라 제조업 부가가치, 자본, 전기 소비, 인구, 도시 인구 등과도 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70)
Elvidge et al.(1997)은 야간조도와 연구에 포함된 21개국의 전기 사용량
간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Shi et al.(2014)의 중국 사례에서

67) Hodler and Raschky(2014b); Mamo, Bhattacharyya, and Moradi(2019); Alesina, Michalopoulos,
and Papaioannou(2016); Michalopoulos and Papaioannou(2014); Villa(2016); Smith and
Wills(2018).
68) Zhou, Hubacek, and Roberts(2015).
69) Eberhard-Ruiz and Moradi(2019); Heger and Neumayer(2019); Kocornik-Mina et al.(2020);
Mård, Baldassarre, and Mazzoleni(2018); Storeygard(2016).
70) Addison and Stewart(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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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전기 소비량이 야간조도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간조도와 전기
소비 간 관계는 인도(Asher et al. 2021), 아프리카(Min et al. 2013)에서도
일관성 있게 나타났다. 야간조도가 지역 총 인구의 대리변수로 사용되기도 한
다. Sutton et al.(1997), Elvidge et al.(1999)과 Small et al.(2011)은 야간
조도와 인구 규모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연구했으며, 이들은 야간조도가 인구
규모를 잘 대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Mellander et al.(2015)은 야간조도가 주
간의 인구 이동, 활동 및 밀집도보다 야간의 주거 인구 밀집도를 대리하는 데
적합하다고 밝히며, 야간조도가 간접적으로 도시화 정도를 추정하는 데 유용하
다고 주장한다.
이렇듯 야간조도는 경제성장률, 1인당 소득, 인구 규모, 후생 및 빈곤 등 다
양한 일반적 경제활동을 대리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야간조도는 개
별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미시적 수준의 연구보다는 해당 지역의 전반적인 경
제활동을 분석하는 데 더욱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2. 위성 야간조도 데이터 실증분석
가. 데이터
GDP가 어느 국가나 지역의 소득수준과 생활수준을 가늠하는 표준적인 측
정지표이나, 북한은 수십 년째 공식적인 통계지표를 발표하고 있지 않다. 본 연
구는 북한의 지역적 경제활동의 대리변수(proxy variable)로서 위성 야간조
도 데이터를 사용한다. 앞의 제1절에서 서술했듯이, Henderson, Storeygard,
and Weil(2012)은 위성 야간조도 데이터가 GDP를 대리하는 변수가 될 수 있
음을 밝혔으며, GDP와 위성 야간조도 간의 탄력성을 약 0.3으로 추정했다. 이
후 경제학계에서는 Henderson, Storeygard, and Weil(2012)의 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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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근거로 위성 야간조도 데이터를 활용한 많은 연구들이 발표되었다.71)
1절에서 서술하였듯이 본 연구에서는 VIIRS 위성 야간조도 데이터를 활용
한다. VIIRS 데이터의 공간 해상도(spatial resolution)는 375m이므로, 각
그리드셀(grid cell)의 크기는 약 0.14㎢이다. 북한 영토의 그리드셀 개수는
746,311이다. VIIRS 위성이 각 지역의 야간조도를 측정하는 시간은 약 오전 1
시 30분 정도다. VIIRS 데이터의 화소값(pixel value)은 절대 복사에너지값
(absolute radiation value)으로 측정된다. Elvidge et al.(2013)은 VIIRS 데
이터를 분석하여 자정이 지난 시간에도 감지되는 충분한 복사에너지가 있음을
보였다.
[그림 4-2]와 [그림 4-3]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VIIRS 데이터를 북한
지도에 시각적으로 보인다. 그림에서 조도값이 0인 그리드셀은 빨간색으로 처
리된다. 즉 북한의 많은 지역의 조도값이 0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도 36, 경
도 126 부근에 보라색의 그리드셀이 가장 크게 밀집된 지역이 북한의 수도 평
양이다.

그림 4-2. 북한의 2012~15년 위성 야간조도 자료 지도

71) Donaldson and Storeygard(2016); Gibson, Olivia, and Boe‐Gibson(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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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계속

자료: 저자 작성.

그림 4-3. 북한의 2016~19년 위성 야간조도 자료 지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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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와 [그림 4-5]는 북한의 주요 도시, 각 도별 도청 소재 도시, 항구
도시, 산업 도시, 광산 지역, 우라늄 광산 지역, 핵개발 시설 지역들의 위치를
나타낸다.72) 북한의 주요 도시는 평양, 평안남도 평성, 평안북도 신의주, 자강
도 강계, 양강도 혜산, 함경북도 나선, 함경북도 청진, 함경남도 함흥, 강원도
원산, 황해북도 사리원, 남포, 황해남도 해주, 개성이다. 북한의 항구 도시는 남
포, 해주, 원산, 함흥, 청진, 나선이다. 북한의 주요 산업도시는 (도는 그림
4-5(a) 지도 참고) 해주, 개성, 남포, 평양, 원산, 평성, 안주, 함흥, 구성, 신의
주, 삭주, 강계, 김책, 혜산, 청진, 나선이다.
북한의 주요 광산 지역은 (도는 그림 4-5(b) 지도 참고) 옹진, 채령, 은율, 연산,
강동, 수동, 은산, 순천, 문덕, 개천, 덕천, 구장, 의주, 덕성, 허천, 갑산, 화대, 길
주, 명천, 무산, 은덕, 온성, 새별이다.73) 북한의 우라늄 광산 지역(그림 4-5(c))
과 핵개발 시설 지역(그림 4-5(d))은 국제 핵개발 감시 비영리 기관인 Nuclear
Threat Initiative(NTI)에서 공개하는 정보에 근거하여 식별했다.74)
그림 4-4. 북한의 주요 도시, 도청 소재 도시, 항구 도시

72) 평안남북도 평성ㆍ신의주, 자강도 강계, 양강도 혜산, 함경남북도 함흥ㆍ청진, 강원도 원산, 황해남북
도 해주ㆍ사리원은 각 도의 도청소재지이다.
73) 북한의 주요 산업 도시, 항구 도시, 광산 지역 선정은 KDB 산업은행, 북한의 산업 연구보고서에 근거한다.
74) https://gmap.nti.org/nuclear_north_korea.html(검색일: 2021.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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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계속

자료: 저자 작성.

그림 4-5. 북한의 산업 도시, 광산 지역, 우라늄 광산 및 핵개발 지역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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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그림 4-7], [그림 4-8]은 주간 위성사진에 야간조도 데이터를
병합하여 NTI에서 식별한 우라늄 광산 및 핵개발 시설 지역에 실제 야간조도
가 있었는지를 위성 주간 자료에 야간조도 자료를 병합하는 방식으로 확인한
그림이다.

그림 4-6. 영변과 박천 핵개발 시설의 위성 주간 자료와 야간조도

(a) 평안북도 영변

(b) 영변 핵개발 시설

(d) 박천 핵개발 시설

(c) 평안북도 박천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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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대관과 하갑 핵개발 시설의 위성 주간 자료와 야간조도

(b) 천마산 우라늄 광산과 우라늄 농축 (의심)
시설
(a) 평안북도 대관

(d) 하갑 지하 핵개발 (의심)시설
(c) 자강도 하갑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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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평산과 태천 핵개발 시설의 위성 주간 자료와 야간조도

(b) 평산 우라늄 제분 시설
(a) 황해북도 평산

(c) 평안북도 태천

(d) 태천 200MWe 핵발전 원자로

자료: 저자 작성.

위성 야간조도 데이터는 지리정보시스템(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을 통해 북한의 행정구역과 병합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 식별하
는 북한의 행정구역은 시군구 단위다. [표 4-2]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의
기술 통계량을 요약하며, [그림 4-9]는 각 도시별 그리드셀 단위의 야간조도 패
널 자료를 상자 그림(box plot)으로 나타낸다.75)

75) 연구의 분석 대상 기간인 8년간(2012~19년) 지속적으로 야간조도가 0인 그리드셀은 제외한 상자 그
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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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기술 통계량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관측치 수

야간조도값

0.01503 0.23841 0

평양

0.50281

1.80795

0

49.01601

55,672

신의주

1.40252

1.93071

0

22.94704

5,096

개성

0.00370

0.04016

0

0.80870

6,512

주요 도시

0.18133 0.96862 0

49.01601

264,344

도청 소재 도시

0.09360

0.52239

0

28.5121

186,000

산업도시

0.13965

0.84474

0

49.01601

351,480

광산 지역

0.00780

0.09373

0

11.23855

775,696

중국 접경 10km 지역

0.04270

0.34970

0

22.94704

365,912

항구도시

49.01601 5,970,488

0.0724

0.44475

0

28.5121

145,080

우라늄 광산 지역

0.02354

0.23279

0

25.71006

361,760

핵개발 시설 지역

0.00660

0.10130

0

14.54771

243,720

북ㆍ중 무역량(단위: 천 달러)

5283243

1447136

2722940

6863991

8

광물성 연료 수출량(단위: 천 달러)

820706

543257.3

11392

1430071

8

광물성 연료 수입량(단위: 천 달러)

539390.8

195285.8

333753

813400

8

자료: 저자 작성.

그림 4-9. 북한 주요 도시와 지역의 야간조도 상자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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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계속

자료: 저자 작성.

나. 회귀분석 모형
‘북한 정권은 제재가 강해질수록 선출인단에게 국가 자원의 더 많은 비중을
분배할 것’이라는 본 연구의 이론적 가설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기본 회귀분
석 식은 [식 4-1]과 같다.

ln                  

[식 4-1]

 는 연도 지역  내 그리드셀의 위성 야간조도값에 작은 상수 0.01
을 더한 값이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 조도값에 자연로그를 취하기 위해 작
은 상수 0.01을 더하는데, 이는 기존의 경제학계에서 야간조도 데이터를 분석
한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한 방법이다.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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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그리드셀의 특성을 나타내는 가변수의 집합이다.
예를 들어 평양 가변수는 그리드셀 가 평양에 속하면 1, 아니면 0인 가변수다.
그리드셀 특성 가변수 집합은 주요 도시, 평양, 도청 소재 도시, 산업 도시, 개
성,77) 광산 지역, 중국 접경 10km 이내 지역, 신의주,78) 항구 도시, 우라늄 광
산 지역, 핵개발 시설 지역 가변수들을 포함한다. 그리드셀 고정효과(fixed
effects)  는 관찰 가능하지 않고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각 그리드셀의 고
유한 특성을 통제한다. 지역-연도 고정효과  는 연도에 각 그리드가 속한 지
역(시군구 단위)에만 특정적으로 나타나며 관찰되지 않는 특성을 통제한다. 연
도 고정효과 는 연도에 모든 그리드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관찰되지 않
는 시간적 특성을 통제한다. 마지막으로  는 본고의 제2장에서 구성한 대북제
재 지수다.
본 실증분석이 추정하는 계수는 다. 만약 제재가 강해질수록 특정 지역과
여타 지역의 야간조도 격차가 커진다면 의 값이 양일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국
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해질수록 북한 정권이 국가의 자원 중 더 많은 부분을
선출인단에게 분배한다면 의 값이 양으로 추정될 것이다. 회귀분석에서 표준
편차는 그리드셀 단위에서 군집(cluster)된다.

다. 실증분석 결과
[표 4-3]은 기본 회귀분석 결과를 보고한다.

76) Hodler and Raschky(2014a); Michalopoulos and Papaioannou(2013, 2014); Lee(2018).
77) 개성은 한국과의 국경에 인접한 북한의 특급시이며, 한국과 북한의 경제협력사업 일환으로 개발된 개
성공업단지가 위치해 있다. 개성공업단지는 2004년부터 2016년까지 가동되었다.
78) 신의주는 압록강을 경계로 중국 단둥(Dandong, China)에 인접한 북한의 도시다. 북한 무역량의 상
당한 비중이 압록강을 건너 신의주와 단둥 사이에서 이동된다(Perlez and Huang(2016), 온라인 자
료(검색일: 2021.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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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기본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제재 지수

ln(조도)

ln(조도)

ln(조도)

ln(조도)

(1)

(2)

(3)

(4)

-0.0000375
(0.0000673)

주요 도시*제재 지수

0.0126549***

-0.0007415

(0.0010423)

(0.0007467)
0.0067692***

평양*제재 지수

(0.0009378)
0.0133964***

도정 소재 도시*제재 지수

(0.0012749)
0.0126549***

산업 도시*제재 지수

(0.0010423)
0.0006929

개성*제재 지수

(0.0006601)
0.0019843***

광산 지역*제재 지수

(0.0005016)

중국 접경 지역*제재 지수
신의주*제재 지수
항구 도시*제재 지수
우라늄 광산 지역*제재 지수
핵개발 지역*제재 지수
결정계수

0.0169

0.0169

0.0169

0.0169

관측치 수

5,926,224

5,926,224

5,926,224

5,926,224

주: 모든 열이 그리드셀(grid cell) 고정효과, 지역-연도 고정효과를 포함한다. (2)-(4)열은 연도 고정효과도 포함한다.
표준오차는 그리드 수준에서 군집(cluster)된다. *, **, ***는 각각 통계적 유의수준 10%, 5%, 1%를 의미한다.

(1)열의 회귀분석은 대북제재 지수와 야간조도 간의 이변량 관계(bivariate
relation)를 분석한다. (1)열의 회귀분석은 그리드셀 고정효과와 지역-연도 고
정효과를 포함한다. (1)열에서 계수는 대북제재 강화가 북한의 전반적인 경제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직관에 부합하는 부호인 음(negative)으로 추정되
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다.
(2)열의 회귀분석은 북한의 비주요 도시에 비해 주요 도시에 가해지는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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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등 효과(differential impact of sanctions)를 분석한다. 북한의 주요 도
시와 제재 지수의 교차항(interaction term)의 계수는 양(positive)으로 추정
되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즉 추가적인 제재 조치에 의해 북한의 주요 도시
와 비주요 도시 간 야간조도 격차가 약 1.3%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3)열의 회귀분석은 평양 교차항과 도청 소재 도시 교차항을 추가적으로 분
석한다. 대북제재의 강도가 강해질수록 북한의 통치자(정권)가 북한의 수도 평
양 및 각 도의 도청 소재 도시들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자원을 배분한다면, 교
차항들의 계수는 양으로 추정될 것이다. (3)열에서 주요 도시 교차항의 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추정되었으나, 평양 교차항과 도청 소재 도시 교
차항의 계수는 양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추정되었다. 즉 추가적인 대북제
재 조치가 가해질 때 평양과 비평양 지역 간의 야간조도 격차는 약 0.7% 증가
하고, 도청 소재 도시와 여타 지역 간의 야간조도 격차는 약 1.3% 증가하는 것
으로 추정된다.
(4)열의 회귀분석은 산업 도시 교차항, 광산 지역 교차항, 개성 교차항의 계
수를 추정한다. 북한의 산업 도시와 광산 지역은 대북제재가 강해질수록 북한
의 통치자(정권)에게 자원 배분에 있어서 더욱 우선적으로 간주되는 지역일 수
있다. 이는 대북제재로 인한 국제무역 제한을 극복하기 위한 자체적인 산업 개
발의 목적일 수도 있지만, 제재가 강해질수록 산업 생산 기술 및 광산 채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선출인단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자원을 분배하려
는 목적이 있을 수도 있다. 추정 결과는 이러한 가설과 부합한다. 즉 대북제재
지수가 한 단위 강해질수록(추가적인 대북제재 조치가 가해질수록) 산업 도시
와 여타 지역 간의 야간조도 격차가 약 1.3% 증가하고, 광산 지역과 비광산 지
역 간의 야간조도 격차는 약 0.2%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개성 교차항의 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개성공단은 한
국과 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 및 외교적 마찰 등을 겪으며 수차례 단기적으로 가
동이 중지되고 재개되기도 했으나 2016년부터 현재까지 가동이 장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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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중지된 상태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추정된 개성 교차항의 계수
는 북한 통치자(정권)에게 개성은 아직 불확실하고 미심쩍은 정치적 우선순위
를 갖고 있는 지역임이 드러난다고도 볼 수 있다.

표 4-4. 기본 회귀분석 결과(계속)

종속변수

ln(조도)

ln(조도)

ln(조도)

(5)

(6)

(7)

제재 지수
주요 도시*제재 지수
0.0039901***

평양*제재 지수

(0.0006808)
0.0043891***

도정 소재 도시*제재 지수

(0.0009038)
0.0020375***

산업 도시*제재 지수

(0.0003763)
0.0006929

개성*제재 지수

(0.0006601)
0.0019843***

광산 지역*제재 지수
중국 접경 지역*제재 지수
신의주*제재 지수
항구 도시*제재 지수

(0.0005016)
0.0004553***

0.0004553***

(0.0000527)

(0.0000527)

0.0390021***

0.0325754***

(0.002745)

(0.0029111)

0.0126549***

0.0062282***

(0.0010423)

(0.0014235)

우라늄 광산 지역*제재 지수

-0.0000672

-0.000155

(0.0001027)

(0.000103)

-0.0009685*** -0.0009685***

핵개발 지역*제재 지수

(0.0003112)

(0.0003112)

결정계수

0.0169

0.0169

0.0169

관측치 수

5,926,224

5,926,224

5,926,224

주: 모든 열이 그리드셀(grid cell) 고정효과, 지역-연도 고정효과, 연도 고정효과를 포함한다. 표준오차는 그리드 수준에서
군집(cluster)된다. *, **, ***는 각각 통계적 유의수준 10%, 5%, 1%를 의미한다.

96 • 대북제재의 게임이론적 접근과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Lee(2018)는 만약 대북제재가 북한에게 북ㆍ중 무역의 상대적 비용을 낮춘
다면, 북ㆍ중 무역의 비용이 가장 낮은 지역(중국 접경 지역)의 경제활동이 상
대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한다. [표 4-4] (5)열의 회귀분석은 중국
접경 10km 이내 지역 교차항, 신의주(북ㆍ중 무역의 중심지) 교차항, 항구 도
시 교차항의 계수를 추정한다. (5)열의 회귀분석이 추정한 계수는 모두 양이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므로, 본 회귀분석 결과는 Lee(2018)의 가설에 부합한다
고 할 수 있다. 또한 신의주 교차항의 추정된 계수는 다른 교차항의 추정된 계
수보다 더욱 강하다. 구체적으로, 추가적인 대북제재 조치는 신의주와 여타 지
역 간의 야간조도 격차를 약 3.9%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에 (6)열의 회귀분석은 대북제재가 북한 통치자(정권)의 권력 유지의 핵
심 수단인 핵개발 정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6)열의 회귀분석 식에 포함된
교차항은 NTI에 의해 우라늄 광산으로 식별된 지역과 핵개발 시설이 위치한
것으로 식별된 지역이다. 우라늄 광산 지역 교차항의 추정된 계수는 음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하지만 핵개발 시설 지역 교차항의 추정된 계수
는 음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추가적인 제재 조치가 가해지면 핵개발 시
설 지역과 여타 지역 간의 야간조도 격차가 약 0.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다. 즉 이 결과는 제재가 강해질수록 북한의 통치자(정권)는 핵개발 활동에 투
입하던 국가의 자원을 다른 부문에 전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7)열에서는 모든 교차항을 함께 하나의 회귀분석 식에서 분석한다. (7)열의
추정 결과는 이전의 추정 결과와 대체적으로 비슷하다. 추가적인 제재 조치가
가해지면 평양과 여타 지역 간의 야간조도 격차가 약 0.4% 증가하는 것으로 추
정된다. 이 추정 결과를 Henderson, Storeygard, and Weil(2012)의 야간조
도와 GDP 간의 탄력성 추정치(0.3)에 적용하면, 제재 지수가 한 단위 강해질
수록 평양과 여타 지역 간의 GDP 격차가 약 0.12% 발생한다고 해석할 수 있
다. 산업 도시, 광산 지역, 중국 접경 지역, 신의주는 제재가 강해질수록 상대적
으로 야간조도의 강도가 증가하며, 그 강도는 신의주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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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신의주의 여타 지역 간의 야간조도 격차는 제재 조치가 추가될 때마다
약 3.3%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제재가 증가할수록 북한의 통치자(정
권)가 국가의 자원을 다른 부분으로 전용한다고 해석 가능한 결과인 핵개발 지
역 교차항의 추정된 결과도 정책적으로 주목할 가치가 있다.
결론적으로 [표 4-3]과 [표 4-4]에서 분석한 회귀분석 결과들은 본 연구의
이론적 분석에 근거한 가설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즉 대북제재가 강해질수록
북한의 통치자(정권)는 국가 자원의 더 많은 비중을 선출인단(혹은 선출인단이
거주한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분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4-5. 강건성 검정
종속변수: ln(조도)

최하단 코드 0.1
(1)

(2)

(3)

평양*제재 지수

0.0036513***

0.0025298***

0.0001816

(0.0003209)

(0.0001451)

(0.0006404)

0.0025533***

0.001221***

0.0020895***

(0.0004415)

(0.0001906)

(0.0007958)

0.0010044***

0.0003986***

0.002048***

(0.00017)

(0.0000682)

(0.0003421)

0.0002769

0.0001047

0.0009097

도정 소재 도시*제재 지수

산업 도시*제재 지수

개성*제재 지수

최하단 코드 0.5

시차 변수 통제

(0.0002904)

(0.0001092)

(0.0006038)

0.0010739***

0.0004531***

0.0019391***

(0.0002173)

(0.0000817)

(0.0004449)

0.0002956***

0.0001499***

0.0004151***

(0.0000262)

(0.0000123)

(0.0000458)

0.022763***

0.01485***

0.0312743***

(0.0014773)

(0.0006934)

(0.0028837)

항구 도시*제재 지수

0.0036202***

0.0019655***

0.004837***

(0.0007094)

(0.0003281)

(0.0012366)

우라늄 광산 지역*제재 지수

-0.0001616***

-0.0000858***

-0.0000906

(0.0000537)

(0.0000238)

(0.0001059)

광산 도시*제재 지수

중국 접경 지역*제재 지수

신의주*제재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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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계속
종속변수: ln(조도)

핵개발 시설 지역*제재 지수

최하단 코드 0.1

최하단 코드 0.5

시차 변수 통제

(1)

(2)

(3)

-0.0004192**

-0.000191**

-0.0013986***

(0.0001637)

(0.0000856)

(0.0003327)

한 해 전 ln(조도)

0.2707379***
(0.0037589)

결정계수

0.0257

0.0367

0.0804

관측치 수

5,926,224

5,926,224

5,185,446

주: 모든 열이 그리드셀(grid cell) 고정효과, 지역-연도 고정효과, 연도 고정효과를 포함한다. 표준오차는 그리드 수준에서
군집(cluster)된다. *, **, ***는 각각 통계적 유의수준 10%, 5%, 1%를 의미한다.

지금까지의 회귀분석은 그리드셀의 야간조도에 자연로그를 취하기 위해
0.01을 더했는데, [표 4-5] (1)열과 (2)열의 회귀분석은 야간조도값에 일괄적
으로 더한 숫자의 크기가 회귀분석의 결과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지 판단하기
위한 강건성 검정(robustness check)을 시행한다. (1)열에서는 각 그리드셀
의 야간조도에 0.1을 더하고, (2)열에서는 각 그리드셀의 야간조도에 0.5를 더
해서 회귀분석을 시행한다. 분석 결과는 기본 회귀분석 결과인 [표 4-4] (7)열
의 회귀분석 결과와 통계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
다. [표 4-5] (3)열의 회귀분석은 각 그리드셀의 야간조도가 시간에 따라 연속
적으로 변할 수 있으므로 한 해 전의 조도를 회귀분석 식에 추가해본다. (3)열
의 회귀분석에서 추정된 계수는 대체적으로 시차 변수가 부재한 상태에서 추정
된 계수보다 다소 낮지만, 대체적으로 기본 회귀분석 결과와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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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강건성 검정(계속)
종속변수: ln(조도)

평양*제재 지수

도정 소재 도시*제재 지수

산업 도시*제재 지수

개성*제재 지수

광산 도시*제재 지수

접경 지역 제외

조도값 항시 0 제외

조도 가변수

(4)

(5)

(6)

0.0060467***

-0.0175843***

0.0015356***

(0.0006558)

(0.0027858)

(0.000113)

0.0043891***

-0.0129106***

0.0001136

(0.0009039)

(0.0038296)

(0.0000803)

-0.000019

-0.0084159*

-0.0000302

(0.0003288)

(0.0044416)

(0.0000269)

0.0006929

-0.0221513***

0.000000

(0.0006601)

(0.0042777)

(0.000000)

0.0019843***

-0.0118891***

0.000000

(0.0005016)

(0.0038961)

(0.000000)

0.0048601***

0.0000523***

중국 접경 지역*제재 지수

신의주*제재 지수

항구 도시*제재 지수

우라늄 광산 도시*제재 지수

(0.0011017)

(0.00000682)

-0.0037162

0.0158619***

(0.004651)

(0.0008953)

0.0082847***

0.0056977

0.0015107***

(0.0014117)

(0.0048708)

(0.0002056)

-0.000107

-0.0108599**

-0.0000101***

(0.000096)

(0.0047206)

(0.00000133)

-0.0009685***

-0.0115699**

-0.0000282

(0.0003112)

(0.004661)

(0.000041)

결정계수

0.0161

0.4948

0.0308

관측치 수

5,467,360

102,442

5,926,224

핵개발 시설 지역*제재 지수

주: 모든 열이 그리드셀(grid cell) 고정효과, 지역-연도 고정효과, 연도 고정효과를 포함한다. 표준오차는 그리드 수준에서
군집(cluster)된다. *, **, ***는 각각 통계적 유의수준 10%, 5%, 1%를 의미한다.

이어서 [표 4-6]은 또 다른 강건성 검정을 시행한 결과를 보여준다. (4)열의
회귀분석은 한국 및 중국에 지리적으로 인접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경제적 파급
효과나 조도의 반사 영향이 있을 수 있는 한국과 중국의 접경 지역 10km 내 그
리드셀을 제외한 분석 결과다. 따라서 중국 접경 지역 교차항과 신의주 교차항
은 자연스럽게 (4)열의 분석에서 제외된다. 분석 결과는 기본 회귀분석 결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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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차이점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북한의 야간조도 데이터의 표본은 야간조도값이 0인
그리드셀의 비율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본 연구의 기본 회귀분석 결과에 미치
는 외연(extensive margin) 효과와 심도(intensive margin) 효과를 구분해
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외연 효과란 각 그리드셀 야간조도의 점멸(lit or
unlit)에 의한 효과를 의미한다. 심도 효과란 표본을 야간조도가 있는 그리드셀
들로 한정하여, 각 그리드셀 야간조도의 강도 변화에 의한 효과를 의미한다.
[표 4-6] (5)열의 회귀분석은 총 8년의 연구대상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야간조
도가 0이었던 그리드셀은 제외한다. 즉 (5)열의 회귀분석 결과는 제재의 심도
효과를 나타내는데, 제재의 심도 효과는 평양, 도청 소재 도시, 산업 도시, 개
성, 광산 지역, 우라늄 광산 지역, 핵개발 시설 지역의 상대적 야간조도 강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 신의주 교차항의 추정된 계수의 부호도 음이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다. 반면 중국 접경 지역 교차항의 추정된 계수는
양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즉 제재의 심도 효과는 중국 접경 지역의 상대
적 야간조도 밝기를 증가시킨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6)열의 회귀분석은 제재의 외연 효과를 분석한다. 본 회귀분석에
서 사용한 종속변수는 조도 가변수(dummy variable)다. 즉 각 그리드셀의 야
간조도값이 1보다 크거나 같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인 조도 가변수를 구성하
고 이를 종속변수로 삼아 회귀분석을 시행한다.79) 제재의 외연 효과 분석 결과
는 기본 회귀분석 결과인 [표 4-4] (7)열의 결과와 질적으로 유사하다. 요약하
면, 기본 회귀분석 결과(표 4-4 (7)열)는 각 그리드셀에서 야간조도가 발생하고
소멸하며 나타나는 외연 효과와 조도가 있는 그리드셀에서 야간조도 강도 변화
에서 오는 심도 효과가 혼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기본 회귀분석 결과와 [표

79) 추가적으로 각 그리드셀의 야간조도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인 조도 가변수를
구성하고, 이를 종속변수로 삼아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도 [표 4-6 (6)]열의 회귀분석 결과와 크게 다
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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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5)열과 (6)열의 회귀분석 결과를 비교해보면, 기본 회귀분석 결과에서 평
양, 도청 소재 도시, 신의주, 항구 도시의 추정된 분석 결과는 외연 효과가 더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4-7. 표적제재 회귀분석
종속변수: ln(조도)

여행 금지 및 자산

표적제재

무기 관련 금수

동결

사치품 금수

(3)

(1)

(2)

평양*제재 지수

0.0016064***

0.038879***

(0.000275)

(0.0022719)

(0.0008837)

도정 소재 도시*제재 지수

0.0017725***

0.0264142***

0.0102722***

(0.000365)

(0.0040881)

(0.0015898)

0.0008278***

0.0051569***

0.0019364***

(0.000152)

(0.0010805)

(0.0004206)

산업 도시*제재 지수

개성*제재 지수

0.0151887***

0.0002798

0.001128

0.0004387

(0.0002666)

(0.0022142)

(0.0008611)

광산 도시*제재 지수

0.0008013***

0.0019011

0.0007393

(0.0002026)

(0.0019143)

(0.0007444)

중국 접경 지역*제재 지수

0.0001709***

0.001348***

0.0007048***

(0.0000197)

(0.0001729)

(0.0000863)

신의주*제재 지수

0.0131635***

0.0946664***

0.0367033***

(0.0011756)

(0.0104933)

(0.0040809)

항구 도시*제재 지수

0.0025103***

0.0085616

0.0033986

(0.0005749)

(0.005327)

(0.0020717)

우라늄 광산 지역*제재 지수

-0.0000601

-0.0001845

-0.0001066

(0.0000416)

(0.0003954)

(0.0001541)

핵개발 시설 지역*제재 지수

-0.0003911***

0.0007792

0.000303

(0.0001257)

(0.0009241)

(0.0003594)

결정계수

0.0169

0.0169

0.0169

관측치 수

5,926,224

5,926,224

5,926,224

주: 모든 열이 그리드셀(grid cell) 고정효과, 지역-연도 고정효과, 연도 고정효과를 포함한다. 표준오차는 그리드 수준에서
군집(cluster)된다. *, **, ***는 각각 통계적 유의수준 10%, 5%, 1%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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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과 [표 4-8]은 본고의 2장 1절에서 서술한 것처럼 대북제재를 표적
제재와 포괄적 제재로 구분하여 활용한 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표 4-7]의
(1)열은 여행 금지 및 자산 동결 조치, (2)열은 사치품 금수 조치, (3)열은 무기
관련 금수 조치를 정량화한 표적제재 지수를 회귀분석에 활용한다. [표 4-7]의
회귀분석 결과는 기본 회귀분석 결과와 통계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크게 다르
지 않다.

표 4-8. 포괄적 제재 회귀분석
종속변수: ln(조도)

포괄적 제재의 대리변수
대리변수=ln(연료 수출)

대리변수=ln(연료 수입)

(1)

(2)

평양*포괄적 제재

-0.039738***

-0.242455***

(0.002317)

(0.0135198)

도정 소재 도시*포괄적 제재

-0.0136023***

-0.0220728**

(0.0015482)

(0.0090095)

산업 도시*포괄적 제재

개성*포괄적 제재

광산 지역*포괄적 제재

중국 접경 지역*포괄적 제재

신의주*포괄적 제재

-0.0003827

-0.0009989

(0.0006749)

(0.0039357)

0.0034824

0.0240423**

(0.0021236)

(0.0116829)

-0.0004048

-0.0027155**

(0.0002503)

(0.0013145)

-0.0058639***

-0.0352876***

(0.000451)

(0.0025178)

-0.0940543***

-0.5374281***

(0.0096533)

(0.0628035)

-0.0031141*

-0.0595119***

(0.0017509)

(0.010009)

우라늄 광산 지역*포괄적 제재

-0.0023487***

-0.011428***

(0.0003964)

(0.0021233)

핵개발 시설 지역*포괄적 제재

0.0010319***

0.0060517***

(0.0003471)

(0.0017036)

항구 도시*포괄적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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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계속
종속변수: ln(조도)

포괄적 제재의 대리변수
대리변수=ln(연료 수출)

대리변수=ln(연료 수입)

(1)

(2)

결정계수

0.0043

0.0043

관측치 수

5,970,488

5,970,488

주: 모든 열이 그리드셀(grid cell) 고정효과, 연도 고정효과를 포함한다. 표준오차는 그리드 수준에서 군집(cluster)된다.
*, **, ***는 각각 통계적 유의수준 10%, 5%, 1%를 의미한다.

[표 4-8]의 회귀분석은 포괄적 제재의 대리변수로 자연로그를 취한 북한의
광물성 연료 수출액((1)열)과 수입량((2)열)을 활용하여 분석한다. 대북제재가
강해진 시기에 광물성 연료의 수출과 수입이 모두 감소했으므로, 회귀분석에서
추정된 계수의 부호는 기본 회귀분석 결과와 반대로 나타난다. (1)열의 회귀분
석 결과는 북한의 광물성 연료 수출 1% 감소가 평양과 여타 지역의 야간조도
격차를 0.04%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도청 소재 도시, 중국 접경 지역,
신의주, 항구 도시, 우라늄 광산 지역의 상대적 야간조도 역시 대북제재가 강해
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핵개발 시설 지역은 포괄적 제재의
강화가 상대적 야간조도의 강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
(2)열의 회귀분석은 북한의 광물성 연료 수입액을 포괄적 제재의 대리변수
로 활용한다. 포괄적 제재 조치 강화로 인한 북한의 광물성 연료 수입액 1% 감
소는 평양과 여타 지역 간의 야간조도 격차를 0.24%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
난다. 전반적으로 (2)열의 회귀분석 결과는 (1)열의 회귀분석 결과와 유사하나,
추정된 계수의 크기는 (2)열의 광물성 연료 수입액을 활용한 회귀분석에서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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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중국 효과 통제: 북ㆍ중 무역량 통제하의 회귀분석
종속변수: ln(조도)

북ㆍ중 무역 통제
변수=제재 지수

변수=ln(북ㆍ중 무역량)

-0.0024282

-0.200617**

(0.0033058)

(0.0911595)

(1)
평양*변수
도정 소재 도시*변수
산업 도시*변수
개성*변수
광산 지역*변수
중국 접경 지역*변수
신의주*변수
항구 도시*변수
우라늄 광산 지역*변수
핵개발 시설 지역*변수

0.0060202***

0.0510058

(0.0023206)

(0.0575069)

0.0118691***

0.3073551***

(0.0017975)

(0.0488682)

0.006872**

0.1932345**

(0.0034845)

(0.0933085)

0.0044362*

0.0766753

(0.0024077)

(0.0660369)

0.0004618***

0.0004558

(0.0000564)

(0.0029997)

0.1740116***

4.422832***

(0.0160993)

(0.4436991)

-0.0063701

-0.3938779***

(0.0045532)

(0.1218481)

0.0010742

0.0383914*

(0.0007887)

(0.0226822)

-0.0079456***

-0.2181865***

(0.0020787)

(0.0563819)

주: 모든 열이 그리드셀(grid cell) 고정효과, 지역-연도 고정효과, 연도 고정효과를 포함한다. 표준오차는 그리드 수준에서
군집(cluster)된다. *, **, ***는 각각 통계적 유의수준 10%, 5%, 1%를 의미한다.

[표 4-9]는 중국경제가 북한에 미치는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회귀분석에서
북ㆍ중 무역량을 직접 통제한다. [표 4-9] (1)열의 첫 번째 열은 각 지역 및 도
시 가변수 교차항의 추정된 계수를 보여주며, 두 번째 열은 자연로그를 취한
북ㆍ중 무역량 교차항의 추정된 계수를 보여준다. 본 회귀분석의 결과는 평양
교차항이 통계적 유의미성을 잃은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기본 회귀분석
결과와 유사하다. 참고로 두 번째 열의 신의주 가변수와 북ㆍ중 무역량 간 교차
항의 추정된 계수가 양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도 주목할 만한 결과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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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ㆍ중 무역량의 1% 감소가 신의주의 상대적 야간조도를 약 4.4%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 신의주가 북ㆍ중 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도시임을 감안
하면 본 결과는 직관적인 결과임을 알 수 있다.

표 4-10. 중국 효과 통제: 중국의 제재 동참 여부에 의한 표본 분리
종속변수: ln(조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변수=제재 지수

VAR=제재 지수

(2)

(3)

-0.0042507**

0.0040387***

(0.0017616)

(0.000679)

도정 소재 도시*변수

-0.0136513***

0.0043891***

(0.0026755)

(0.0009038)

산업 도시*변수

-0.001942***

0.001989***

(0.0007344)

(0.000373)

-0.0010992

0.0006929

(0.0011032)

(0.0006601)

-0.0034639***

0.0019843***

(0.0011149)

(0.0005016)

평양*변수

개성*변수

광산 지역*변수

중국 접경 지역*변수

-0.0002621

0.0005821***

(0.0001638)

(0.0000939)

신의주*변수

0.0477537***

0.0324971***

(0.0092494)

(0.0029124)

항구 도시*변수

0.0330204***

0.0062768***

(0.0037129)

(0.0014226)

0.0001696

-0.0001795*

(0.0002061)

(0.0001037)

-0.0017074**

-0.0009685***

(0.0007073)

(0.0003112)

결정계수

0.0147

0.0128

관측치 수

2,963,112

2,963,112

우라늄 광산 지역*변수

핵개발 시설 지역*변수

주: 모든 열이 그리드셀(grid cell) 고정효과, 지역-연도 고정효과, 연도 고정효과를 포함한다. 표준오차는 그리드 수준에서
군집(cluster)된다. *, **, ***는 각각 통계적 유의수준 10%, 5%, 1%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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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 공조에서 중국의 동참 여부가 대북
제재의 효과에 미친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표본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2)열)와 2016년부터 2019년((3)열)까지로 나누어 회귀분석을 시행한다. 이
렇게 표본을 분리한 이유는 중국이 2016년 이전까지는 소극적으로 대북제재
를 이행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2016년부터는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 공조에 동참했기 때문이다.80) 중국이 대북제재 이행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선 2016년 이후의 분석 결과는 기본 회귀분석 결과와 비슷하지만, 그 이전
기간의 회귀분석 결과는 기본 회귀분석 결과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난다. (2)열
의 회귀분석에서 평양, 도청 소재 도시, 산업 도시, 광산 지역 교차항의 추정된
계수의 부호는 기본 회귀분석에서 추정된 계수의 부호와 반대인 것을 알 수 있
다. 이렇게 두 기간 사이에서 나타나는 급격한 분석 결과의 차이는 중국의 적극
적인 대북제재 이행 여부가 대북제재의 효과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3. 소결
본 장은 대북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본 장
의 실증분석에서 검증하는 가설은 3장의 이론적 분석에서 얻었다. 즉 북한의
통치자는 체제에 경제제재가 가해질수록 체제 내에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인
적 구성원인 선출인단 집단에게 이전지출을 늘리는 방식으로 선출인단의 혁명
수행 유인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한다. 본 장의 실증분석에서 사용
한 대북제재는 2장에서 살펴본 UN 안보리의 대북제재와 이를 지수(index)로
구성한 대북제재 지수다.
80) Sengupta(2016. 2. 25), “U.S. and China Agree on Proposal for Tougher North Korea
Sanction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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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의 기본 회귀분석 주요 결과를 요약하는 것으로 본 장을 마무리한다. 추
가적인 제재 조치가 가해지면 평양과 여타 지역 간의 야간조도 격차가 약 0.4%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결과를 GDP 단위로 환산하면, 제재 지수가 한
단위 강해질수록 평양과 여타 지역 간의 GDP 격차가 약 0.12% 발생한다고 해
석할 수 있다. 산업 도시, 광산 지역, 중국 접경 지역, 신의주는 제재가 강해질
수록 상대적으로 야간조도의 강도가 증가하며, 그 강도는 신의주에서 가장 강
하게 나타난다. 즉 신의주와 여타 지역 간의 야간조도 격차는 제재 조치가 추가
될 때마다 약 3.3%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제재가 증가할수록 북한의
통치자(정권)가 국가의 자원을 다른 부분으로 전용한다고 해석 가능한 결과인
핵개발 지역 교차항의 추정된 결과도 정책적으로 주목할 가치가 있다.
광물성 연료(석탄 및 석유류) 교역 제한 등의 포괄적 제재가 미치는 효과도
정책적으로 주목할 만한 결과다. 북한의 광물성 연료 수출 1% 감소가 평양과
여타 지역의 야간조도 격차를 0.04%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도청 소재
도시, 중국 접경 지역, 신의주, 항구 도시, 우라늄 광산 지역의 상대적 야간조도
역시 대북제재가 강해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핵개발 시설
지역은 포괄적 제재 강화가 상대적 야간조도의 강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
된다. 그리고 포괄적 제재 조치 강화로 인한 북한의 광물성 연료 수입액 1% 감
소는 평양과 여타 지역 간의 야간조도 격차를 0.24%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
난다.
마지막으로 개성 교차항의 추정된 계수도 정책적으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개성공단은 한국과 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 및 외교적 마찰 등을 겪으며
수차례 단기적으로 가동이 중지되고 재개되기도 했으나 2016년부터 현재까지
가동이 장기적으로 전면 중지된 상태다. 거의 대부분의 회귀분석 식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추정된 개성 교차항의 계수는 북한 정권에게 개성은
아직 불확실하고 미심쩍은 정치적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 지역임이 드러난다고
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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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본 장의 회귀분석 결과는 전반적으로 3장의 이론적 분석에 근거
한 가설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즉 대북제재가 강해질수록 북한 정권은 국가
자원의 더 많은 비중을 선출인단(혹은 선출인단이 거주한다고 판단되는 지역)
에 분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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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은 본고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이를 근거로 대북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2장은 2012년 이후 UN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대북제재 지수로 구성했다. 또한 미국과 EU, 한국과 일본의 대
북제재 현황과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이행 정도에 대해서도 살펴봤다. 본
고의 3장은 대북제재에 대한 국제관계학 이론적 접근과 함께, 국제사회가 북한
에 제재를 가하며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찾기 위
해 북한의 정치체제를 정치경제학 이론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북제
재에 관한 게임이론 모형을 설정하여 제시했다.
본 연구는 북한의 정치체제를 De Mesquita et al.(2005)이 국가의 정체를
정의하는 이론으로 제시한 ‘선출인단 이론’에 입각하여 분석했다. 북한당국의
북한 시민 거주이전의 자유 제약과 평양시민 거주권의 선별적 부여, 평양시민
의 경제적 후생 최우선시 정책 등을 선거인단 이론에 비춰볼 때, 평양시민증을
발급받은 평양시민은 북한 정권으로부터 정치적 권력과 경제력을 부여받은 계
층이라 볼 수 있는 선출인단에 속한다고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에서 통치자의 독단적 결정에 의한 국가의 자원 배분이 장
기간 지속된다면 국가의 인적 구성원들이 반란이나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
성이 상존한다.81) 본고에서 북한의 정치체제를 분석하는 게임이론 모형은
Acemoglu, Verdier, and Robinson(2004)이 제시한 ‘약하게 제도화된 정체’
에서 비롯된 독재자의 ‘분열-통치 전략’에 입각했다. Acemoglu, Verdier, and
Robinson(2004)은 분열-통치 전략이 국가의 통치자에 대항하는 반란(혹은 혁
명)의 성공적 수행에 필수적인 사회적 협력을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정치경제학 문헌의 맥락에서 북한의 정치체제를 해석하자면, 북한의
통치자는 주체사상을 기반으로 한 수령 독재체제를 구축하여 국가의 인적 구성
원을 선출인단과 비선출인단으로 분열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치체
제에서 통치자는 권력 유지에 필수적인 선출인단(혹은 그것의 일부분인 승자연
81) De Mesquita et al.(2005); Acemoglu and Robinson(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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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지지를 얻기 위해 국가 자원의 상당 부분을 분배해주는 방식으로 선출인
단의 경제적 후생을 보장해줄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의 자원이란 단순히 물자
와 현금 배급만을 일컫는 것이 아닌, 교육의 기회와 무역 및 생산기술 등에 접
근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정권은 인적
구성원들이 정권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킬 유인과 가능성을 성공적으로 차단
할 수 있다고 해석 가능하다.
4장은 3장의 이론적 분석에서 얻은 가설, 즉 북한 정권은 체제에 경제제재가
가해질수록 선출인단 집단에게 이전지출을 늘리는 방식으로 권력을 유지시킬
것이라는 가설을 위성 야간조도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했다. 본 장
의 실증분석에서 사용한 대북제재는 2장에서 살펴본 UN 안보리의 대북제재와
이를 지수로 구성한 대북제재 지수다.
4장의 기본 회귀분석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북한에 추가적인 제재 조치
가 가해지면 평양과 여타 지역 간의 야간조도 격차가 약 0.4%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 결과를 GDP 단위로 환산하면, 제재 지수가 한 단위 강해질수록
평양과 여타 지역 간의 GDP 격차가 약 0.12% 발생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산
업 도시, 광산 지역, 중국 접경 지역, 신의주는 제재가 강해질수록 상대적으로
야간조도의 강도가 증가하며, 그 강도는 신의주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 즉
신의주와 여타 지역 간의 야간조도 격차는 제재 조치가 추가될 때마다 약 3.3%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핵개발 시설 지역과 관련된 실증분석 결과도 정책적으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 결과는 대북제재가 북한 통치자(정권)의 권력 유지의 핵심 수
단인 핵개발 정책에 미친 영향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지정
한 핵개발 관련 시설은 NTI에 의해 우라늄 광산으로 식별된 지역과 핵개발 시
설이 위치한 것으로 식별된 지역이다. 회귀분석에서 추가적인 제재 조치가 가
해지면 핵개발 시설 지역과 여타 지역 간의 야간조도 격차가 약 0.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 결과는 제재가 강해질수록 북한 정권이 핵개발 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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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하던 국가의 자원을 다른 부문에 전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은 대부분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혹은 핵실험 직후
에 채택되었다. 따라서 UN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되어 국제사회
가 대북제재를 집행하는 시점은 이미 북한 정권이 단기적으로 목표한 핵개발
행위를 완료한 시점이므로 핵개발 행위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며 나타나는 효과
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광물성 연료(석탄 및 석유류) 교역 제한 등의 포괄적 제재가 미치는 효과도
정책적으로 주목할 만한 결과다. 북한의 광물성 연료 수출 1% 감소가 평양과
여타 지역의 야간조도 격차를 0.04%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청 소재
도시, 중국 접경 지역, 신의주, 항구 도시, 우라늄 광산 지역의 상대적 야간조도
역시 대북제재가 강해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핵개발 시설
지역은 포괄적 제재 강화가 상대적 야간조도의 강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
됐다. 그리고 포괄적 제재 조치 강화로 인한 북한의 광물성 연료 수입액 1% 감
소는 평양과 여타 지역 간의 야간조도 격차를 0.24%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
났다. 4장의 회귀분석 결과는 전반적으로 3장의 이론적 분석에 근거한 가설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즉 대북제재가 강해질수록 북한 정권은 국가 자원의 더
많은 비중을 선출인단(혹은 선출인단이 거주한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분배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개성 교차항의 추정된 계수도 정책적으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개성공단은 한국과 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 및 외교적 마찰 등을 겪으며
수차례 단기적으로 가동이 중지되고 재개되기도 했으나 2016년부터 현재까지
가동이 장기적으로 전면 중지된 상태다. 거의 대부분의 회귀분석 식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추정된 개성 교차항의 계수는 북한 정권에게 개성은
아직 불확실하고 미심쩍은 정치적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 지역임이 드러난다고
도 볼 수 있다.
본고의 내용을 더욱 짧게 다시 요약하면, 본고는 대북제재가 북한 정권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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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유지를 위한 자원 배분 방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과 실증적 분석을 다
룬 연구 보고서다. 본고는 북한의 정치체제를 매우 약하게 제도화된 정체
(weakly-institutionalized polity)에서 비롯된 수령 독재체제로 정의하므로,
북한의 ‘경제’도 그 제도적 수준이 매우 낮고 미미한 상태로 상정한다. 본고에
서 정의하는 북한의 수령 독재체제에서는 수령이 국가의 자원 배분에 대한 전
적인 결정 권한을 갖고 있다고 가정하므로, 수령의 결정에 의한 국가의 자원 배
분이 곧 ‘북한경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의 짧은 요약을 다른 말로 다시
표현하면, 대북제재의 게임이론적 접근과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며, 바로
이 표현이 본 연구보고서의 제목이다.
일반적으로 독재체제 국가의 통치자는 국가의 자원 배분을 권력 유지의 수
단으로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다.82)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대폭 강화되면서
북한 정권의 자원 배분 방식, 즉 수령의 권력을 핵심적으로 지지하는 평양 및
주요 도시에 거주하는 선출인단(특권 계층)에 국가의 자원을 몰아주는 자원
배분 방식에 변화의 조짐이 있는가? 본고의 분석 결과는 ‘그렇지 않다’고 보
여준다.
국제사회가 북한에 제재를 가하는 근거는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압박에도 불
구하고 수십 년째 지속 중인 북한 정권의 핵무기 개발과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
황이다. 하지만 본고의 분석 결과는 북한 정권이 대폭 강화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도 권력 유지를 위한 자원 배분 방식을 고수하며 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을 보여준다. 그런데 만약 핵무기 개발과 인권 상황에 대한 북한 정권의 실질적
조치나 변화 없이 국제사회가 먼저 대북제재를 완화한다면, 북한 정권의 권력
유지를 위한 핵개발과 자원 배분 방식에 변화를 줄 유인이 더욱 없어질 가능성
이 있다고 판단된다.
정치경제학 이론적으로 포괄적 제재의 목적을 설명하자면, 포괄적 제재는
일반적 시민 전체의 경제적 후생을 감소시켜 사회적 불만과 갈등(반란 혹은 혁
82) De Mesquita et al.(2005); Acemoglu and Robinson(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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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발생시켜 정권이 흔들리게 만들거나, 혹은 정권 불안정을 막기 위한 정권
의 실질적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할 수 있다. 대북제재도
이러한 포괄적 제재에 대한 정치경제학 이론을 근거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일반적인 북한 시민들이 북한 정권의 핵개발 행위와 인권유린 등의 상황
때문에 북한에 제재가 가해졌고, 이로 인해 자신들의 경제적 후생이 희생당하
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북한 시민들이 북한 정권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킬 가
능성이 높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 시민들이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북한에 일방적으로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경제적 후생
이 희생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제재가 강해질 경우 북한 시민들이 정권을
중심으로 더욱 결집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북한의 정치체제와 사회를
고려해보면 북한은 후자에 가까워 보인다. 그래서 북한의 정치체제는 국제사회
의 강력한 경제제재와 압박에도 오랜 시간 동안 공고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으
로 보인다. 따라서 경제제재를 통해 북한을 성공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의 일반적 시민사회를 국제사회와 연결하려는 노력이 필수적으로 동반되
어야 함을 강조하며 본 연구보고서를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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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표 1. 중국의 결의안별 대북제재 이행보고서 내용
결의안

중국 이행보고서 내용 요약
- 1718호에서 결정된 7개 범주의 재래식 무기 및 핵, 미사일 기술, 생물 및 화학 분야
목록에 포함된 품목의 북한으로의 이전을 금지
- 핵ㆍ생물ㆍ화학ㆍ미사일 범주 및 모든 무기의 민감한 품목과 기술을 포괄하는 완전한
수출-통제 규제 체계를 구성하는 다수의 법률과 규정을 채택하고 시행
- 중국 영토로부터 혹은 중국인으로부터 북한에 직간접적 공급, 판매, 이전, 기술훈련,
자문, 서비스, 지원, 제조, 유지보수,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북한으로의 이전이 금

1718호

지된 품목 목록을 실행
- 안보리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관련 또는 탄도 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지원을 제공하는 기업과 개인에 대한 명단을 제공하면, 중국 금융기관은 명단의 기업
및 개인들에 대해 조사하고 중국 자산이 있는 것이 발견된 대상의 자금, 금융자산 및
경제적 자원을 동결하는 조치를 취할 것
-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책임자들은 그 가족과 함께 중국의 입국 거부 대
상자의 명단에 올림
- 핵, 생물, 화학 및 유도 미사일 프로그램 및 모든 군사 품목과 관련된 품목의 수출을
규제하는 포괄적인 법과 규정을 제정. 법을 토대로 수출금지 품목 목록과 결의안을
지속적으로 이행
- 핵 관련 문제에 관여하거나 지원을 제공하는 개인 또는 기업의 직간접적인 중국 자
금, 기타 금융자산 및 경제적 자원의 동결을 보장
- 제재 항목에 관련하여 종사하는 사람들 및 책임자들의 중국 진입 및 통과 방지를 위
해 입국 거부 대상자 명단을 작성

1874호

- 북한에 소형 무기 및 경무기와 관련 자료를 제외한 모든 무기 및 관련 자료 수출을
자제할 것이며, 금융거래, 기술 훈련, 자문, 서비스 또는 제공, 제조와 관련된 지원도
자제할 것
- 모든 금융기관에게 금융서비스의 제공이나 중국 영토로의 이전, 자국 국민 또는 법인
에 의한 송출을 방지하기 위해 북한과의 업무접촉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것(모니터링
강화)
-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공공재정 지원을 비롯한 보조금, 금융지원 등의 재정적
지원 방지
- 중국은 핵, 생물, 화학 및 유도 미사일 프로그램 및 모든 군사 품목과 관련된 품목의
수출을 규제하는 포괄적인 법과 규정을 제정했음. 결의안 1718호(2006년), 1874호
(2009년), 2087호(2013년), 2094호(2013년)와 더불어 결의안 1718호(2006년)에

2094호

따라 설치된 안보리 수출 금지 품목 및 기술 목록을 이행할 예정
- 북한에 소형 무기와 경무기를 제외한 모든 무기 및 관련 물품은 물론 금융거래, 기술
훈련, 자문, 서비스 또는 지원(중개자 등) 등 모든 무기 및 관련 물품 수출을 자제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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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1. 계속
결의안

중국 이행보고서 내용 요약
- 중국은 결의안 2087호, 2094호에 지정된 개인 혹은 기업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자
금, 금융자산, 경제적 자원의 동결을 직간접적으로 보장
- 제재 항목에 관련하여 종사하는 사람들 및 책임자들의 중국 진입 및 통과 방지를 위
해 입국 거부 대상자 명단을 작성
- 중국에서 북한으로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방지하기 위해 북한과의 업무접촉에 대한 심
사 강화. 핵 관련, 탄도 미사일 관련 또는 대량살상무기 관련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2094호

기여할 수 있는 금융 또는 기타 자산이나 자원의 모든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강화된
모니터링 시행
- 북한 은행의 중국 내 지점 개설, 북한 대표 사무소 개설, 중국 영토 기반 또는 중국
관할 금융 기관 및 대규모의 금융 지원 또는 외화 현금 제공 등 북한과의 금융서비
스가 기타 대량살상무기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 당국에 의해 다루어져
야 함
- 화물 및 선적 검사 및 항공 활동에 대한 제한은 결의 1874호(2013년) 및 2094호
(2013)의 관련 요건에 따라 관할 중국 당국에 의해 처리되어야 함
- 북한에 대한 소형 무기 및 경무기와 관련 자료를 포함한 모든 무기 및 관련 자료의
수출을 금지하고 북한에 대한 기술 제공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해 옴
- 군사, 준군사 또는 경찰 관련 훈련의 목적뿐만 아니라 핵무기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전문적으로 가르치거나 훈련하는 것을 북한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
- 결의안 2270호(2016년)의 조항과 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 중국 상무부, 산업
정보기술부, 중국 원자력청, 관세총국이 전문기관인 중화인민공화국의 대외무역법에
따라 발표;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수단에 관련된 이중사용품목과 기술의 북한 수출
금지
- 지정된 개인이나 기업이 소유 또는 통제하는 중국 영토에 대한 자금, 금융자산 및 경
제적 자원의 동결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위원회가 다음을 위해 관여하

2270호

거나 지원하는 조치를 취함
- 안보리가 출장을 금지해 줄 것을 요청한 사람의 입국을 거부하고 제재 대상 기업의
중국 대표 부서를 폐쇄하는 조치도 취함
-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등재된 북한의 해양관리(OMM) 선박 입항 거부 조치
- 북한에서 출발하는 화물 중 중국 영토 내 또는 경유하는 화물 검사를 포함한 해상
및 항공 화물 영역의 화물 검사 및 통제 조치도 요청
- 중국 상무부와 관세청은 광물제품에 관한 결의안 2270호(2016년)의 요건을 이행하
기 위하여 석탄, 철, 철광석, 금광석, 티타늄 광석, 바나듐의 수입 금지를 공표((e)조
항; 단, 핵 또는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이나 다른 활동에 대한 수익 창출과 무관하다
고 판단되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석탄 및 철, 철광석의 수입은 예외로 규정)
- 항공 연료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출 금지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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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1. 계속
결의안

중국 이행보고서 내용 요약
- 북한 내 신규 지점의 중국 금융기관 개설 금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은행 개설
금지 등 금융제재 관련 결의 2270호(2016년)의 이행 조치를 취함(북한의 핵,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공공 또는 민간 지원이 기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
- 소형 무기ㆍ경무기와 관련 자료를 포함한 모든 무기 및 관련 자료의 수출을 금지하
고, 북한의 금융거래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함
- 인공위성과 우주선의 발사를 포함한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와 관련된 북한
의 어떠한 형태의 기술 활동에도 관여하는 것을 금지
- 핵 확산에 민감한 핵 활동이나 핵무기 전달 시스템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의
전문 교육이나 훈련 제공 금지
- 중국의 대외무역법에 따라 중국 상무부와 관세청은 2016년 12월 9일, 중화인민공화
국의 석탄 수입을 중지한 공고 제75호를 발표. 이 발표는 시행일 이전에 이미 선적
되었거나 항구에 도착한 석탄의 방출을 규정
- 북한으로부터 구리, 니켈, 은 및 아연을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발표 시행일
이전에 이미 선적되었거나 중국 항구에 도착한 물품의 반출을 규정
- 중국은 핵, 생물, 화학 및 탄도 미사일 품목과 기술을 다루는 포괄적인 수출-통제 법
률 및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북한이 지정한 품목과 기술목록 관련 조항을 강제 집행
- 결의안 2087호(2013년), 2094호(2013년), 2270호(2016년) 및 2321호(2016년)에

2321호

따라 지정되거나 위원회가 지정한 개인이나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중국 영토에 대한
자금, 금융자산 및 경제적 자원을 동결하도록 요구하는 조치
- 안보리의 여행금지 조치가 적용되는 개인에 대한 입국을 거부하고 제재 대상국들의
중국 대표부처를 폐쇄하는 조치도 취함
- 중국 영토에서 수입 또는 수출하거나 중국 영토를 통해 운송되는 화물, 북한의 항공
기가 중국 영토에서 이착륙하는 화물, 도로 또는 철도로 운송되는 화물을 검사하는
조치
- 북한이 소유, 통제 또는 운영하는 선박에 대해 중국 시민과 기업이 분류증명서나 보
험 또는 재보험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 것을 요구해 왔으며, 선박 및 항공기 승무원
서비스의 조달을 금지, 북한이 소유, 통제, 운영하는 선박의 등록을 취소
- 북한과의 무역을 위한 공공 또는 민간 금융 지원의 제공을 금지하는 것을 포함하여
금융제재와 관련된 결의안 2321호(2016년)의 조항을 이행하고, 핵에 대한 공공 또는
민간 금융 지원이 제공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함
- 첨단 재료 과학, 첨단 화학 공학, 첨단 기계 공학, 첨단 전기 공학 분야를 포함하여,
핵 또는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교
육 및 훈련 제공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함
- 북한과의 과학기술협력을 엄격히 검토하고 북한을 공식 후원하거나 대표하는 인물 또
는 단체와의 협력을 금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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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1. 계속
결의안

중국 이행보고서 내용 요약
- 2017년 8월 14일, 중화인민공화국의 대외무역법에 따라, 중국 상무부와 관세청은 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석탄, 철, 철광석, 납, 광석 및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
는 제40호를 발표. 9월 5일 자정부터 추가 수입 수속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후 이러
한 모든 물품은 수입 금지 품목으로 취급
- 2017년 9월 18일, 중국 행정부는 결의안 2371호(2017년) 채택으로 북한 국민에
대한 총 업무 허가 건수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 제1호를 발표. 결의안에 명시된
숫자를 초과해 북한 국민이 제출한 ‘외국인의 중국 내 취업 허가’는 승인되지 않음
- 2017년 9월 9일, 중국 교통부는 위원회가 지정한 선박의 입항을 금지한다고 발표.
인도적 이유로 제재된 선박의 입항을 허용하려면 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중
국 시민과 기업은 북한의 국기를 소지하거나 임차하거나 운항할 수 없음
- 교통부는 위원회가 제재 대상 선박에 추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새로 추가된 선박의
중국 입항을 거부하도록 조치

2371호

- 북한과 관련된 제재에 대한 안보리 결의 요건을 이행하기 위해 핵, 생물학, 화학 및 탄
도 미사일 품목에 대한 포괄적인 수출통제법 및 규제 체계를 마련, 지속 이행
- 안보리 결의에 따라 지정된 개인이나 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중국 영토에 대한 자금, 금융자산 및 경제자원의 동결을 요구하는 조치를 취함
- 안보리의 여행금지 조치가 적용되는 개인에 대한 입국을 거부하고 제재 대상국들의
중국 대표부처를 폐쇄하는 조치도 취함
- 중국 상무부는 2017년 8월 25일 해외투자관리대책에 따라 북한 기업 또는 개인이
중국-외국인 합작투자, 중국-외국인 협력기업 또는 외국계 투자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47호를 발표
- 결의안 2371호(2017년)를 위반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신규 투자 신청이
나 기존 투자 확대는 승인되지 않도록 규정
- 안보리의 금융제재 조항을 이행하기 위해 중국 영토로부터 자본 결제를 금지하고, 결
의에 따라 금지된 활동을 하는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국 금융 서비스 회사의 활
동을 금지
- 2017년 9월 22일, 중화인민공화국의 대외무역법에 따라, 중국 상무부와 관세청은 북
한의 섬유제품 수입 전면 금지를 규정하는 제52호를 발표(발표일부터 효력 발생).
12월 11일 0시 기준으로 더 이상 수입절차가 허용되지 않음(세관 신고를 수락했지만
출고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화물 포함)
- 응축수 및 천연가스 액체의 북한 수출 금지. 공지사항 시행일 0시부터 해당 제품에

2375호

대한 수출절차(세관신고서가 접수되었으나 항만개설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제품 포함)
는 더 이상 처리되지 않음
- 2017년 10월 1일부터 북한으로의 정제 석유제품 수출 제한. 2017년 10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전 회원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수출하는 정제석유제
품은 50만 배럴을 초과할 수 없으며, 2018년 1월 1일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에 수출하는 정제석유제품은 200만 배럴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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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1. 계속
결의안

중국 이행보고서 내용 요약
- 연간 수량 상한선이 다가오면 중국정부 주무부는 수출 상황을 토대로 그해 북한에 대
한 모든 정제석유제품의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 요구할 것
- 2017년 9월 22일, 중화인민공화국의 대외무역법 및 행정면허법에 따라, 북한 시민에
대한 중국 입국허가 발급 중단을 규정한 제2호를 발표. 단, 결의안 2375호(2017년)
채택 전에 중국에 출근하는 서면계약이 체결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에 대한
근로허가증은 법에 따라 심사ㆍ발급
- 2017년 9월 9일, 중국 교통부는 위원회가 지정한 선박의 입항 금지 발표
- 중국은 북한 관련 제재에 대한 안보리 결의사항의 요건을 이행하기 위해 핵ㆍ생물ㆍ

2375호

화학ㆍ탄도 미사일 관련 품목과 기술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수출통제법과 규제체계를
마련
- 안보리 제재 결의에 따라 지정된 개인이나 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중국 영토에 대한 자금, 금융자산 및 경제자원의 동결을 요구하는 조치를
취함
- 2017년 9월 28일, 중국 상무부와 산업 상무부는 결의안 2375호(2017년) 채택일로
부터 120일 이내에 중국 외자 합작회사, 중-외 계약상 합작기업 및 외국 자본기업
의 폐업을 규정한 제55호를 발표. 중국 기업이 북한의 기업 또는 개인과 함께 중국
외부에 설립한 지분 및 계약상 합작회사도 앞서 언급한 안보리 결의에 따라 폐쇄해
야 함
- 상무부와 해관총서가 지난 1월 5일 발표한 4호 공고문에서 북한에 대한 철강, 기타
금속, 공업기계, 운수차량 등에 대한 수출을 전면 금지
- 원유에 대해서도 지난해 12월 23일부터 2018년 12월 22일까지 대북 원유 수출이
400만 배럴 혹은 52.5만 톤을 넘지 못한다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수출을 제한
- 정유제품 수출에 대해 2018년 전체 대북 수출량이 50만 배럴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결의에 따라 제한

2397호 17항 - 상무부가 북한산 곡식과 농산품, 마그네사이트와 산화마그네슘에 함유된 진흙을 포함
해 석재, 목재, 기계 전자설비, 선박 등의 수입을 금지
- 2017년 국가외국전가국의 공고문 1호와 2호에 의거해 2019년 12월 22일 이후 북
한 국적자의 노동허가가 연장될 수 없다고 강조
- 교통부는 1월 29일 발표문에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선박의 입항을 금지
- 제재 명단에 오른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금융자산 및 경제적 자원을
동결
자료: https://www.un.org/securitycouncil/sanctions/1718/implementation-reports(검색일: 2021.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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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2. 러시아의 결의안별 대북제재 이행보고서 내용
결의안

조치 내용
- 결의안 1718호(2006년)에 따라 설치된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북한에 대한 공급
이 금지된 품목, 자재, 장비, 물품 및 기술 목록을 작성하는 데 참여

1718호

- 결의안에 따라 러시아 연방 대통령령 초안을 마련, 러시아 연방의 다른 이해관계 부
서들과 조율 중
- 2007년 5월 27일, 러시아 대통령이 집행 조치에 관한 조례 제665호에 서명
- 결의안 1874호(2009년)의 문단 24에 따라, 러시아는 결의안 1718호(2006년)의 문
단 8에서 구상한 조치를 적용할 기업, 개인 및 재화의 목록을 개정하고 확장하는 작

1874호

업에 참여
- 안보리 결의 1874호(2009년) 이행에 관한 대통령령 초안 작업이 진행 중
- 2010년 3월 27일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2009년 6월 12일 안보리 결의 1874호
(2009년) 이행 조치에 관한 법령 제381호에 서명
- 결의안 2094호(2013년)의 25항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을 위한 준비가 진행 중

2094호

- 푸틴은 2013년 3월 7일 결의안의 조항을 러시아 입법에 포함하는 UN 안보리 결의
안 2094호(2013년) 이행 조치에 관한 법령 제871호에 서명
- 앞서 언급한 결의안 이행을 위한 러시아 연방 대통령령 초안을 외교부가 마련했으며,
현재 관련 부처가 검토 중
- 결의안 채택일(2016년 3월 2일)에 러시아 연방 외교부는 결의안 조항이 대통령령이
발표될 때까지 러시아 연방의 영토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행정당국에 통보
- 러시아중앙은행은 이와 함께 북한과의 은행 간 협력 제한과 관련해 결의안 33~36항
을 준수할 것을 러시아 은행들에게 지시하는 안내 회람을 발행
- 2016년 12월 29일 서명된 2016년 3월 2일 안보리 결의 2270호(2016년) 이행 조
치에 대한 러시아 연방 대통령령 송부(○)
◦ 북한의 핵과 탄도 미사일 등의 대량살상무기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품목, 기술,
개조, 정비, 수리, 금융 거래 등에 1718호 결의의 조치를 적용
◦ 북한의 외교관, 정부 대표, 혹은 정부의 지시에 따라 일하고 있는 것이 적발된 개

2270호

인 또는 법인은 러시아 연방의 영토에서 추방되고 그에 따라 북한으로 송환
◦ 러시아 국적이 아닌 자가 2007년 5월, 2010년 대통령령의 조치를 회피 및 보조
하고 있다고 연방에 지정되는 경우 그 개인 또는 기업은 러시아 영토에서 추방되
고 본국으로 송환
◦ 러시아 영토에 존재하거나 통과하는, 북한이 소유, 통제, 이용하거나 북한 국적기
를 부착한 항공, 선박 등은 검사받아야 함
◦ 러시아 국적자 및 법인은 북한에 러시아의 기선이나 항공기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것을 금지
◦ 러시아 국적자 및 법인은 북한에 해양 선박을 등록하거나 북한 국기를 부착한 선
박에 대한 허가를 얻을 수 없음
◦ 북한 항공기의 러시아 영토에서 이륙, 착륙, 또는 상공으로 비행하는 것의 허가를
거부, 양도 또는 수출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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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2. 계속
결의안

조치 내용
◦ 북한의 선박이 위원회의 리스트에 올라간 개인 또는 법인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통
제, 소유되었다는 정보를 러시아 당국이 입수할 경우, 해당 선박은 러시아 항구에
정박하는 것을 금지
◦ 러시아 연방의 영해를 포함하여 러시아 연방의 영토에 존재하는 부속서 3에 열거
된 선박은 억류
◦ 화학 무기의 개발, 생산, 비축 및 사용에 기여하는 항목은 압수된 후 핵확산금지
조약의 의무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파기
◦ 2007년 5월 27일 대통령령 제665호, 2010년 3월 27일 제381호, 2013년 12
월 2일 제871호, 2013년 12월 2일 제871호에 따라 수행된 검사에서 발견된 항
목은 압수됨
◦ 러시아 연방에 편입된 기업 또는 러시아 국적의 선박 및 항공기가 북한에 제트
연료용 가솔린을 포함한 항공 연료를 판매하거나 공급하는 것을 금지
◦ 북한의 정부나 노동당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 및 기업의 러시아 연방 기금,
금융자산 및 경제 자원의 자산을 동결(해당 자산이 북한의 핵 및 탄도 미사일 프
로그램 또는 대통령령의 금지 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러시아 연방
의 국적자 및 기업은 상기 식별된 개인 및 기업에 대해 기금, 금융자산 및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

2270호

◦ 북한의 철 및 철광석은 원산지에 관계없이 러시아 연방의 국기 선박 또는 항공기
를 사용하여 물품을 운송하는 것이 금지
◦ 북한의 금, 티타늄, 바나듐 및 희토류 광물들은 원산지에 관계없이 러시아 연방의
국기선 또는 항공기를 사용하여 해당 물품의 운송을 금지
◦ 북한의 은행 지점, 자회사 및 대표사무소를 러시아 연방 영토 내에 설치하거나 러
시아의 금융기관이 북한의 은행과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것 금지. 위원회의 사전
승인이 없는 한 북한의 은행에 대한 소유권이나 특파원 관계를 수립 또는 유지해
야 함. 이러한 은행의 기존 지점, 종속기업 및 대표 부서를 폐쇄하고 공동기업,
소유 지분 및 해당 은행과의 관계를 종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명시
◦ 러시아 연방 영역 내의 북한 관할 금융기관의 은행 및 기존 대표 사무소, 자회사
를 폐쇄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 북한과의 무역을 위한 민간 재정 지원 금지
◦ Annex No.1 북한의 핵 또는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현재 또는 이전에 관여한
개인 목록
◦ Annex No.2 북한의 핵 또는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현재 또는 이전에 관여한
단체 목록
◦ Annex No.3 북한에 등록되어 있고 안보리 제재 대상인 바다해양관리회사
(OMM) 소속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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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2. 계속
결의안
2321호
2371호

조치 내용
- UN 안보리 결의안 2321호(2016년) 이행 조치에 관한 러시아 연방 대통령령 제484
호가 2017년 10월 14일 서명됨
- 결의안 2371호(2017년) 이행을 위한 러시아 연방 대통령령 초안을 마련 중
- 2017년 10월 18일 북한으로부터 러시아 연방 영토로 수입된 제품은 울로 짜여진
남성 의류 14,340개
- 2016년 12월 16일 한국황암촌무역과 블라디미르 알렉산드로비치 쿠르코프가 체결한

2375호

대외무역협정과 2017년 3월 28일 기업가인 블라디미르 알렉산드로프 간의 협약에
따라 공급됨
- 북한에 실을 공급하기 위해 이치 쿠르코프(러시아 연방)와 필리비 SRL 콘 유니코 소
시오(이탈리아)가 참여
- 2017년 12월 3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러시아의 북한 취업 허가자 수가
30,023명에서 11,490명으로 감소
- 2019년 12월 22일 기준, 취업비자로 러시아에 입국한 북한인은 1,003명이고, 22일

2397호 8항

이후 유효한 취업허가는 발급되지 않음
- 코로나 사태 이후 북한이 대외 교통편을 일방적으로 중단함에 따라 송환대상 북한 주
민 511명이 아직 송환되지 못하고 남아 있음
- 이에 따라 2019년 12월 22일 이후 발급된 취업비자로 러시아 연방 관할에서 소득
을 올리는 북한 국적의 사람은 없음

2397호 17항 - 결의안 2397호(2017년) 이행을 위한 러시아 연방 대통령령 초안을 마련 중
자료: https://www.un.org/securitycouncil/sanctions/1718/implementation-reports(검색일: 2021.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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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Economic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Theory and Evidence
Youngseok Park, Munsu Kang, Wonho Yeon, Bumhwan Kim, and Halin Han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adopted eight resolutions from
2012 to 2019, in response to the threats posed by North Korea’s tests of
ballistic missiles and nuclear weapons. In this study, we first theoretically
define North Korea’s political system, and then develop a dynamic game
of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Second, using satellite nighttime lights
data, we empirically investigate how the ruler (regime) allocates the
country’s resources to stay in power as sanctions intensify.
The political system of North Korea is defined as a suryong
dictatorship, in which the dictator (supreme leader, or suryong) has the
absolute power to dictate the country’s resources, including its people.
The theoretical definition of the North Korean political system is based
on De Mesquita et al. (2005)’s selectorate theory. In light of the
selectorate theory, the North Korean regime successfully divides the
country’s residents into two segregated groups, the selectorate (elites) and
the non-selectorate. The North Korean regime strictly restricts migration
within the country, and takes special care of the capital city, Pyongyang.
The regime selectively grants the right to reside in Pyongyang. Moreover,
it is well known that the regime prioritizes Pyongyang citizens’ welfare
and allocates resources to them first and foremost. Acemoglu et a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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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e kleptocracy as a political system where the state is controlled and
run for the benefit of an individual, or a small group, who use their power
to transfer a large fraction of the society’s resources to themselves. They
suggest the divide-and-rule strategy as a method that kleptocratic rulers
use to stay in power. The divide-and-rule strategy makes it difficult for
residents to obtain enough social coordination for revolution against the
kleptocratic ruler. On the basis of the evidence and data, we define North
Korea’s suryong dictatorship as a kleptocracy.
We present a game-theoretical model (a dynamic game) of sanctions
on kleptocracy. The kleptocratic ruler stays in power by taxing divided
groups of citizens and redistributing the revenues. We assume that only
the selectorate can initiate a revolution against the ruler, as the citizens
of the selectorate are more educated and productive than the citizens of
the non-selectorate. The kleptocratic ruler possesses weapons of massive
destruction (WMD). A superpower country can impose economic
sanctions on the kleptocratic country to deter the ruler from developing
WMDs. The model is expected to have results as follows. If the
superpower country imposes economic sanctions on the kleptocratic
regime, the citizens are incentivized to initiate a revolution against the
kleptocratic ruler. Then the ruler will respond with taxing-and-spending
(setting tax rates and amount of transfers to each group), so that he can
offset the incentives of revolution against himself caused by the
sanctions. Therefore, the ruler is expected to transfer a greater fraction
of the country’s resources to the selectorate as sanctions intensify.
Next, we empirically test the theoretical hypothesis using satellite
nighttime lights data. We use the VIIRS satellite nighttime lights data to
proxy for local economic activity in North Korea in the empirical
analysis. We find that an additional sanction is associated with an
increase in the difference in nighttime lights between the capital city,
Pyongyang, and the rest of the country by about 0.4 percent. This imp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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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the GDP gap between Pyongyang and the rest of the country
increases by about 0.12 percent with an additional sanctions event.
Manufacturing cities, mining areas, the Chinese border region, and
Sinuiju become relatively brighter with an additional sanctions event. The
magnitude of the estimate is particularly strong for Sinuiju. Another
notable finding is the estimate on the interaction term with the nuclear
development facilities areas, which suggests that the ruler diverts
resources and electricity from nuclear development activities to other
sectors when sanctions increase. In conclusion, the base regression
results confirm the theoretical hypo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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