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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6년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가 북한의 대외무역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Difference in
Difference 기법을 중력모형에 적용함으로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중점을 두었던 2006년도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북한의 수출 및 수입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크게 4가지 측면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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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효과 분석

정형곤ㆍ방호경

본 연구는 2006년 북한의 미사일 및 1차 핵실험 이후 추진되었던 국제
사회의 대북제재인 UN 안보리 결의안 1695호와 1718호가 북한의 대외
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 후 정책적 시사점을 찾는 데 목
적이 있다. 이를 위해 최근 국가정책 변화에 따른 고유효과 추정시 많이
이용되고 있는 Difference-in-Difference 기법을 중력모형에 적용하여 분
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중점을 둔 2006년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북한
의 수출입 모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북한의
대외수출은 분석에 사용된 모든 추정방법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시점
이후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대외수출의 증가는 구사
회주의권 국가들보다 비사회주의권 국가들에서 더 크게 증가하여 UN 안
보리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가 없었음을 밝혀냈다. 결국 특정국가에 대한
경제제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 모두가 제재에 동참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실제 제재에 있어서는 UN회원국
들이 UN 결의안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특히 이는 UN
결의의 모호성과 과거 북한과 각국의 정치경제적 관계수준이 서로 다른
점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라고 분석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모든 UN 회원국들이 특정국가에 대한 경제제재에 실질적으로 동
참하도록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으므로 향후 대북제재는 6자회담의 틀 내
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과 러시아가 실질적인 대북제재에 매우 미온적인 입장이므로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한 보다 스마트한 대북제재(smart sanction) 안을 마
련할 필요가 있다. 즉,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실행하면서 동시에 북
한에 적절한 당근을 제공하여 핵폐기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중요
한 것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대북 인센티브가 확실히 이
행될 수 있다는 확신을 북한에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Nunn-Lugar 프로그램｣은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Nunn-Lugar 프로그램｣은 미국의 참여뿐만 아니라 G20 국가들
이 참여하여 현실적으로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여기에 G20 외에도 EU가 적극 참여한다면 실효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넷째, 한국은 북한 핵문제의 당사자로서 핵폐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제
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동시에 남북관계 차원의 양자적 대북제재
보다는 6자회담이나 UN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에 참여하는 방식을 선
택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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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북한이 미사일 및 핵실험 등 남한과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을 감행할 때마
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UN 안보리는 경제제재조치를 취해왔다. 가장 최근
의 대북제재는 2009년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UN 안보리가 만장일치
로 통과시킨 1874호이며, 그 전의 제재는 2006년 북한의 미사일 및 1차 핵
실험 이후 추진된 UN 안보리 결의안 1695호와 1718호이다.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이슈와 관련하여 항상 제기되는 문제는 과연 국제
사회가 추진해온 대북경제제재의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제재의 실효성은 있
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특히 2009년 2차 핵실험 이후 추진되고 있는 UN
안보리 1874호 대북제재안으로 북한의 핵개발 계획을 포기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그동안 국제사
회가 북한에 대해 취한 경제제재가 북한의 대외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
지 살펴보고, 추진 중인 대북제재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그동안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를 포함한 북한경제에 대한 연구는 다른 지
역 연구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정치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는

대부분의 북한관련 자료가 공신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타 북한경제
연구와 비교해 보면 북한의 무역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활발히 이루어
져 왔다. 이는 무역이 양자간에 발생하므로 수출국에서 자료를 발표하지 않
더라도 수입국에서 이를 집계하여 발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석대상 국가
의 무역자료가 없다고 할지라도 무역상대국의 자료를 이용할 경우 어느 정
도 한계는 있겠지만 전반적인 무역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1)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점은 이러한 거울통계(mirror statistics)가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현재 북한의 무역을 연구한 보고서를 보면 크게 세 가
지 즉, KOTRA 통계, IMF 통계 및 UN 통계를 이용하여 북한 무역자료를
구축하여 왔다. 고일동 외(2008)의 연구에 따르면, 이들 세 가지 통계자료
모두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음을 주장하고, 어느 한 통계 자료를 사용하기보다
이들 통계자료를 적절히 취합하여 사용하기를 권고한다.2) 그러나 KOTRA
및 IMF 통계는 세부 상품별 무역자료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상품별 분석
에서는 여전히 UN 통계자료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1. 선행연구
북한의 대외무역과 대북제재의 효과를 살펴본 선행연구는 KOTRA, 임강
택(1998), 이영훈(2004; 2006), 김석진(2007), 김상기(2007), 고일동 외(2008)
등이 있다.
코트라(KOTRA)는 1993년부터 북한의 대외무역동향에 대한 조사보고서
를 발표하는데, 코트라 해외주재 무역관이 각 관할국의 공식 통계기관으로

1) 일반적으로 이를 ‘거울통계(mirror statistics)’라고 부른다.
2) 이러한 KOTRA, IMF, UN 통계자료의 한계점에 대해서는 고일동 외(2008)를 참고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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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수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추산한다. 코트라는 이렇게 집계된 자료를 이용
하여 북한의 전체 무역규모, 수출입 동향 및 주요국과의 무역동향을 정리하
고 있다.3) 동 보고서는 매년 북한의 무역동향을 비교적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북한의 교역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임강택(1998)은 UN Comtrade의 SITC 품목 분류기준에 기초하여 북한
의 무역 특징을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현시적 비교우위지수(RCA)를 이용하
여 북한의 비교우위 품목을 도출하고 있는데, 품목 특징에 따라 소비재와 생
산재 및 리카르도재, 헥셔오린재와 생산주기재로 구분한 후 비교우위를 분석
한 바 있다.
이영훈(2004)은 북한의 대외무역과 남북교역이 최근 북한경제 회복에 어
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하기 위해 수출입의 무역에 대한 탄력성과
수입이 추가된 ‘확대된 생산함수모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분석
에 따르면, 1999~2003년 동안 북한은 무역증가로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2.4%를 달성하였고, 북한무역과 남북교역으로 인한 북한의 연평균 성장률은
2.8%를 상회하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다. 특히 남북교역이 북한의 대외무역
에서의 점유비중에 비해 영향력이 크게 나타나는 것이 남북교역의 지원적
성격에 기인함을 주장한 바 있다.4)
이영훈(2006)은 또한 북한무역에서 가장 큰 점유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
국이 북한의 경제성장과 시장경제화 진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2000~04년 동안 북한과 중국의 무역증가
는 북한의 경제성장률을 매년 약 3.5%포인트 상승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3) 남북간 거래는 민족 내부간 거래로 간주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대외무역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 항
목으로 분리하고 있다.
4) 이는 북한의 대외정책 변화에 따른 대세계 무역의 파급효과를 파악할 때 남북교역이 포함되면 북한의
대외정책 변화에 따른 대세계 무역의 고유효과를 파악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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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진 외(2007)는 북한경제를 회복․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조
업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부문의 재건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북한의 산업재건
이 얼마만큼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북한의 대외무역 통계 중 자본
재 수입 및 공산품 수출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분석 결과, 2000년대 들어
북한의 자본재 수입과 공산품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에
기초하여 북한의 산업재건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음을 주장한다. 그러나
산업의 본격적 재건을 위해 충분한 만큼의 자본재 수입은 이루어지지 않았
고, 공산품 수출실적도 여전히 미약한 수준임을 보였다.
고일동 외(2008)는 북한의 무역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HS 2단위 혹은 4단
위 품목기준에 기초하여 주요 수출 및 수입구조를 분석하고 있다. 또한 북한
무역의 국제경쟁력을 파악하기 위해 UN의 Comtrade 통계를 이용하여 현시
비교비교우위지수(RCA)와 무역특화지수(TSI)를 산출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
을 통해 북한의 수출산업이 육성ㆍ발전되지 않는 한 북한 무역이 양적으로
확대되더라도 북한 수출은 한계에 봉착할 것이며, 북한의 무역적자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북한경제를
재건하는 데 있어 대외무역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다. 즉, 북한이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우선 외화를 확보해야 하는데, 외화자금은 기본적
으로 수출증대와 외자도입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다. 아울러, 내생적 성장이
론에 따르면 중간재 및 자본재의 수입은 학습효과(learning by doing) 등을
통해 북한의 국내 생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는 북한의 대외수출에
도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다.5) 결국 현재의 열악한 북한 내 경제여건을 고
려한다면 북한 대외무역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5) Grossman and Helpman(1991); Lee(1995) 등은 중간재 및 자본재의 수입이 리버스 엔지니어링
(reverse-engineering)을 통해 선진기술과 생산방식을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생산성 향상
에 기여할 수 있음을 주장한 바 있다.

10│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효과 분석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최근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과 같은 조치
는 북한의 대외무역 환경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6)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행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가 실제 북한의 수출
과 수입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정치하게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다. 물론
그동안 많은 학자들이 북한의 자극적인 대외정책이 북한의 교역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가능성에 대해 언
급한 것이지, 양국간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실
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 연구는 없다. 물론 앞에서도 지적하였지만 이
러한 연구가 그동안 진행되지 않은 주요 이유는 이용 가능한 북한자료가 매
우 제약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정성적으로 대북 경제제재의 유효성을 살펴본 대표적 국내연구는 김
상기(2007) 등에 의해서 수행된 바 있다. 김상기(2007)는 경제제재를 무역
제재, 금융제재, 기타제재(수송, 통신 등의 서비스 거래 제약)로 분류하고, 제
재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을 경제적 요인, 행태적 요인, 제재 속
성 요인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의 GDP, 무역 등과 같은 주요
경제지표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대북경제제재의 유효성을 평가하고 있다. 김
상기(2007)에 따르면, 대북제재의 효과를 결정하는 요인 중에는 효과를 제약
하는 요인도 있고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요인도 있음을 보이고, 북한의 경우
경제적 요인을 연도별로 보았을 때 제재와는 무관한 움직임을 보이거나 제
재에 적응해 나가는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지속적인 경
제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경제규모는 1998년 이후 오히려 커지고 있고,
대외무역 의존도도 여전히 최하위 수준이기는 하지만 계속 높아지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김상기(2009)의 연구에서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6) 이러한 북한의 행동에 대해 한국, 미국 및 일본 등은 북한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718호｣에
위배하였음을 주장하고 즉각적인 경제제재조치를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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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파악이 불가능하다.

2. 연구방법론
본 연구는 이용 가능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북한의 수출 및 수입에 실제로 영향을 주었는지 실증적으로 규명해보고자
한다.7) 본 연구는 최근에 국가 정책변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시 널리
이용되고 있는 Difference in Difference(D-in-D) 추정기법을 중력모형
(gravity model)에 적용하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북한의 무역에 미친 영
향을 분석하고자 한다.8) 특히 북한을 대상으로 이러한 실증분석을 시도하는
첫 연구임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학문적 기여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2장에서는 북한의 대외교
역 특징을 살펴본다. 제3장은 그동안 논의되었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조치
에 대해 살펴보고, 제4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추정하고자 하는 분석모형과 실
증분석에 사용되는 분석자료를 설명한 후 이를 이용해 추정한 실증분석 결
과를 제시한다. 제5장에서는 제4장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UN의 대북 경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제6장에서는 본 연
구의 주요 결과 및 시사점을 요약하고자 한다.

7) 한편 본 연구는 북한의 대외무역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UNCTAD의 통계자료를 이용하고 있는데, 특히
UNCTAD에서 제공되는 HS 6단위 무역자료를 국제표준산업분류(ISIC)로 변환시키는 작업을 거쳐 북한
의 대외무역에서 나타나는 산업별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8) 자세한 추정방법은 제4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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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북한 대외교역의 특징

1. 전 세계 교역
북한의 경제구조는 전환경제 이전의 동유럽국가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 것
으로 언급되고 있다. 2002~06년 동안 농림수산업이 북한의 GDP에서 차지
하는 비중은 30.2%에서 23.3%로 감소한 반면, 제조업(18.0%에서 19.5%)
과 서비스(31.6%에서 33.6%)는 늘어난 추세를 보였다. 제조업에서는 경공
업보다 중공업의 점유비중이 확대되어 왔는데 이는 북한 군수사업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광업의 GDP 점유비중은 같은 기간 동안 7.8%에서
10.2%로 늘어났다.
[그림 2-1]은 1980~2007년 동안 북한의 대외교역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1980년 당시 북한의 수출은 남한과 베트남의 19배 및 0.4배 작은 900만 달
러를 보였으나 2007년에 들어서는 220배 및 27배 작은 16억 9,000만 달러
를 기록하였다. 이는 남한과 베트남의 수출이 연평균 12.0% 및 20.2%씩 비
교적 크게 증가한 반면, 북한은 연평균 2.4%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 표 2-1. 북한의 주요 부문별 GDP 점유비중 ❚
(단위: %)
2002년

2004년

2006년

30.2

26.7

23.3

7.8

8.7

10.2

18.0

18.5

19.5

농림수산업
광업
제조업
경공업

7.0

6.7

6.7

중공업

11.0

11.8

12.8

전기ㆍ가스ㆍ수도

4.4

4.4

4.5

건설

8.0

9.3

9.0

서비스

31.6

32.3

33.6

정부

22.0

22.6

23.7

기타

9.6

9.7

9.8

자료: 한국은행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북한의 대외수입도 수출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림 2-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북한은 분석대상 기간 동안 대외교역에서 수입이 수출보
다 큰 만성적인 무역적자국으로 조사된다. 특히 1998년 이후 북한의 대외무
역 적자는 빠르게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대외교역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주요 특징은 1980년 이후 전반적
으로 증가하던 대외교역이 1991년 이후 크게 감소하였으며, 이는 1998년까
지 지속되다가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점이다.
북한의 대외교역이 1991년 이후 크게 감소한 원인은 1990년대 들어 시작
된 구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시장경제로의 전환에 있다. 특히 북
한이 1990년 및 1992년에 구소련 및 중국과 각각 체결한 무역결산체계 변
경과 관련된 협정에 따라, 이전방식인 청산결제에서 국제시장가격에 의한 경
화결제로 전환되어 북한 대외무역의 큰 감소가 초래되었다.9)
한편 1998년 당시 북한의 산업기반 붕괴와 동아시아 금융위기 등 대외경

9) 정형곤(2000).

14│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효과 분석

제여건의 악화로 북한의 대외교역이 분석대상 기간 동안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으나, 1998년 이후 북한의 대외교역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
다. 특히 수출보다 수입의 빠른 증가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1999년
부터 이루어진 국제사회의 대북원조 확대와 금강산 관광사업에 따른 외화유
입 증가에 기인한다.10) 즉, 1999년 및 2000년에 북한의 전년대비 수입증가
율은 각각 16.2% 및 43.2%로 상당히 빠른 증가세를 시현하였는데, 이는 북
한이 늘어난 외화자본을 대외수입에 투입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대외수출의
경우 2000년 이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는데, 이는 2000년에 개최된 남북정
상회담의 결과 남ㆍ북한 간의 민족내부거래가 증가한 것과 중국의 수출의존
도가 증가한 데 원인이 있다.

❚ 그림 2-1. 북한의 대외교역 추이(1980~2007년) ❚
(단위: 백만 달러)
6,000

수출

5,000

수입
교역

4,000
3,000
2,000
1,000
1980

1982

1984

1986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자료: World Bank [online].

북한의 중국에 대한 교역의존도는 표 2-2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데
2006년 현재 북한의 대중국 교역의존도는 37.9%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다

10) KOTRA(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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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으로 인도 및 태국이 각각 13.3% 및 8.1%의 점유비중을 보이고 있다. 특
히 북한의 대외교역에서 일본의 점유비중은 1996년 및 2000년에 각각
24.1% 및 16.3%를 기록하여 북한의 제2위 무역상대국이었으나 2006년에는
2.7%로 상당히 낮은 점유비중을 보였다. 이는 북한의 핵문제가 재발되면서
북ㆍ일관계가 악화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남한과 북한과의 교역도 빠르게 확대되어 왔다. 1988년 이전까지 남ㆍ
북한 간의 교역은 사실상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이후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
를 보이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2007년 현재 남ㆍ북한 간의 교역은 1억 9,790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주요 교역대상국인 중국과 남한에 대해 상당한 규모의 무
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2006년 기준으로 약 10.7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
록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의 대세계 무역적자와 거의 일치하는 규모이다. 결
국 북한이 중국 및 남한에서 수입하는 품목의 상당량이 원조적 성격이 강한
것을 짐작할 수 있다.

❚ 그림 2-2. 남ㆍ북한의 민족내부거래 추이 ❚
(단위: 천 달러)
2,000,000
1,800,000
1,600,000
1,400,000

반입

1,200,000

반출

1,000,000

합계

800,000
600,000
400,000
200,000
0

자료: 통일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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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의 수출 및 수입은 2000년대 이후 전반
적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6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이후 UN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발표 이후에도 북한의
수출 및 수입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 것이 주목된다(그림 2-1 참고).
이하에서는 HS 코드를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코드로 변환시켜 최근 북
한의 수출 및 수입의 확대가 어떤 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주요 수출입 산업
북한의 주요 수출산업 변화를 보면, 1996년에는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
❚ 표 2-2. 북한의 상위 10개 무역상대국 ❚
(단위: %)

순위

1996년

2000년

2006년

국가

비중

국가

비중

국가

비중

1

중국

26.3

중국

17.2

중국

37.9

2

일본

24.1

일본

16.3

인도

13.3

3

멕시코

5.8

브라질

8.3

태국

8.1

4

홍콩

4.5

태국

7.4

예멘

4.8

5

독일

3.5

인도

6.8

러시아

4.7

6

싱가포르

3.3

멕시코

6.1

브라질

3.4

7

러시아

3.0

홍콩

4.1

카타르

3.3

8

인도

2.9

스페인

2.9

일본

2.7

9

사우디

2.0

독일

2.7

그리스

1.9

10

스웨덴

1.7

가나

2.4

남아프리카

1.8

주: 1. 남북간의 교역은 제외하였음.
2. 각 연도별 북한의 교역상대국은 1996년 104개국, 2000년 및 2006년은 132개국임.11)
자료: UNCOMTRADE Database에 기초하여 계산하였음.
11) 북한교역 자료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KOTRA에서 발간하는 자료에 기초하고 있다. KOTRA는 2006
년까지 68개국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06년 현재 132개국을 대상으로 북한의 무역통계
를 역추적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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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의 수출점유비중(17.3%)이 가장 높은 산업이었고, 다음으로 제1차금속
산업(11.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9.2%), 전자부품, 영상음향 및 통
신장비 제조업(8.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4년과 2005년에는 각각 어
업(22.7%)과 전자부품,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16.3%)이 북한의 수출
점유비중이 높은 산업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북한은 다른 국가와 달리 연
도에 따라서 주요 수출산업이 변화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는 북한의 대
외수출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수출이 특정산업에 특화되어 있기보
다 대외변수에 따라서 주요 수출산업이 변화하는 특징에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 표 2-3. 북한의 주요 수출산업 ❚
(단위: %)
1996년

산업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제1차금속산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전자부품,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004년

비중

산업

11.4 제1차금속산업

15.0 제1차금속산업

9.2
8.0

전자부품,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5.4 금속광업

어업

5.3

석탄, 원유 및 우라늄
광업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 4.1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비금속광물광업(연료용
제외)

전자부품, 영상음향 및

22.7

농업

제조업(봉제의복 제외)

산업

17.3 어업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7.5

섬유제품

2006년

비중

3.8 음식료품 제조업
2.8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제조업

주: 국제표준산업분류(ISIC)에 근거하여 산업을 분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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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장비 제조업

비중
16.3
12.3

11.5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10.9
7.5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7.0

5.1 금속광업

6.6

4.8 석탄, 원유 및 우라늄 광업

5.8

4.7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5.3

4.4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3.7 음식료품 제조업
3.5

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5.2
3.5
3.2

남한과의 거래를 포함시킬 경우 제1차금속산업과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이 북한의 주요 수출품으로 나타난다. 2006년에는 전자부품,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이 제1차금속산업과 유사한 수출점유비중(13.2%)을 보인다.
[표 2-4]는 북한의 주요 수입산업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보면 분석대상 기
간 동안 북한의 주요 수입산업은 음식료품 제조업과 석탄, 원유 및 우라늄
광업 등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2006년에는 북한의 총 수입에서 석탄, 원유 및
우라늄의 점유비중이 크게 늘어났는데 이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기인한다.
2006년 기준으로 북한의 10대 수입품에서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품목을
보면 북한은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제1차 금속산업, 기타 기계 및 장
❚ 표 2-4. 북한의 주요 수입산업 ❚
(단위: %)
1996년

산업
음식료품 제조업
석탄, 원유 및 우라늄
광업
섬유제품 제조업(봉제의복
제외)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2004년

비중

산업

17.4 음식료품 제조업
11.2
9.3

석탄, 원유 및 우라늄
광업
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7.9 제1차금속산업
7.1 농업
6.0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농업

5.5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5.2

제1차금속산업

4.0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9

섬유제품 제조업(봉제의복
제외)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제조업

2006년

비중

산업

비중

17.1 석탄, 원유 및 우라늄 광업 27.9
12.4 음식료품 제조업
11.2
11.2

10.5

코크스석유정제품 및

8.2

핵연료 제조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

6.8

제조업

7.4 제1차금속산업

5.5

6.8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4.9

4.9

섬유제품 제조업(봉제의복

4.6

제외)

4.3 금속광업

4.6

2.9 농업

4.1

2.7

기타전기기계 및

3.6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주: 국제표준산업분류(ISIC)에 따라 산업을 구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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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제조업 등에서 상대적으로 수입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한
의 수입을 포함시켜도 북한의 주요 수입산업은 거의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최근 북한 수출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은 국제표준산업분류에서
전자부품,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로 분류되는 품목의 비중이 높아지는 데 있
다. 반면 수입은 석탄, 원유 및 우라늄 광업과 음식료품 제조업에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한편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제1차 금속산업과 기타기
계 및 장비 제조업 관련 품목의 수입도 과거보다 북한의 수입에서 상대적으
로 중요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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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논의
동향

그동안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총 네 차례가 있었는데12) 이 중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개발과 관련한 UN 차원의 대북제재조치는 모두 세 차례가 있었다.
첫 번째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 유예선언을 준수하겠다는 기존의 약속을
파기하고 역내 국가에 사전통고 없이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자 UN 안보리가
2006년 7월 16일에 발표한 결의 1695호이다.
결의 1695호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규탄하고 6자회담 복귀를 촉구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특히 북한에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행
동을 중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과 UN 회원국에 국내법․국제법에 따라 북
한을 감시하고 미사일과 관련된 제품, 재료, 기술이 북한에 전달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2) 1993년 북한의 NPT 탈퇴선언과 IAEA 사찰 거부에 따라 UN은 결의안 825호를 채택하고 북한의
NPT 탈퇴 재고와 NPT 이행 약속 재확인을 촉구하였으며 북한이 IAEA 핵안전조치협정을 준수할 것
을 요구한 바 있다.

두 번째는 북한의 핵실험에 따라 동년 10월 15일에 발표된 결의 1718호
이다.13) 결의 1718호에 따르면, UN 회원국들의 북한에 대한 미사일과 핵무
기 등 대량살상무기 관련 장비, 부품, 기술 제공 금지, 재래식 무기 판매 및
사치품 수출 금지,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복귀 촉구와 북한 화물선 검색 규
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표 3-1 및 부표 1 참고). 홍순직(2009)에 따르면, 북
한의 제1차 핵실험 직후 채택된 1718호 결의안의 경우 당시 매우 강력한
제재로 평가받은 바 있다.

❚ 표 3-1. 2006년 대북제재조치의 주요 내용 ❚
- 미사일과 핵을 포함한 대량파괴무기(WMD)
UN 안보리 결의
1695, 1718호

- 재래식 무기 및 사치품의 대북한 수출금지
- 북한 WMD 프로그램 관련 인사의 여행 제한
- 북한 화물선에 대한 검색 규정

미국
- 아시아 및 유럽에 걸쳐 북한의 해외금융거래 감시 강화
-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의 북한계좌 동결
-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기술을 이전하는 기업과 개인을 제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북한 비확산법안｣ 통과
양자간 제재

일본
- 북한 선박․항공기의 일본 입항 금지
- 일본기업의 미사일․핵 관련 대북한 수출 엄격 관리
- 카메라 등 사치품의 대북 수출 금지
- 대북한 수입 금지
- 조총련계 등의 북한 관련 금융자산 동결
- 대북한 송금 금지

자료: 홍익표․이종운(2009)

세 번째는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따라 2009년 6월 12일 이루어진 대북 결
의 1874호이다.14) UN 안보리는 UN 헌장 제7장과 제41조에 근거한 조치

13) UN 결의안 1718호의 자세한 결정사항은 [부표 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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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기존 안보리 제재안 1718호의 철저한 이
행을 토대로 무기 금수와 북한 왕래 선박에 대한 화물 검색, 금융제재를 대
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 제재 내용을 살펴보면, 무기 금수와 관련하
여 1718호에서는 핵과 미사일, 탱크 등 대형 무기와 중화기 등에 대해 거래
를 금지했으나, 이번 결의안에서는 북한의 주 외화 수입원으로 알려진 무기
수출을 전면 차단하였다. 북한의 소형 무기 수입은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적
어도 5일 전에는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한을 왕래하는 화물
선박에 대해서도 금수 대상 무기를 싣고 있다고 의심이 되면 영해상은 물론,
공해상에서도 해당 선박 국가의 동의를 얻어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동의가
없을 경우에는 인근 항구로 이동시켜 검색하고 이 과정에서 금지 품목이 발
견되면 압류도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금융 및 경제제재의 경우 대량살상무기와 관련한 자금과 기타 금융자산,
경제자원을 동결한 1718호 수준에서 진일보하여 무상원조와 금융지원, 차관
신규계약 금지 및 기존 계약 감축 노력도 포함시켰다.
UN 안보리이사회는 2009년 7월 16일에 북한의 제2차 핵실험과 관련하
여 북인사 5명에 대한 여행 금지, 해외자산 동결, 원자력 총국 산하 핵프로
그램 담당 기업인 남천강무역회사, 원력 총국 등 5개 기업 및 기관에 대한
제재와 미사일 제조 등에 사용되는 첨단 소재 등 2개 물자에 대한 추가 제
재조치를 취하였다.
한편 미국과 일본은 UN 안보리의 제재 외에 별도의 독자적인 추가 제재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15)
2007년 10․3 합의에 따라 2008년 6월과 10월 단행된 대북한 적성국 교
역법 적용의 해제와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북 교역

14) 이에 앞서 2009년 4월 13일에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UN 안보리 의장성명이 채택된 바 있다.
15) 홍익표․이종운(200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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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투자부문에 대한 제재조치는 다양한 관련법에 의해 광범위하게 유효한
상태이다. 우선 ｢수출관리령(Export Adminstration Act)｣과 ｢대외원조법
(Foreign Assistance Act)｣ 등의 관련 법규 적용으로 대북 양자간 경제제재
조치를 강력하게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006년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통과시킨 ｢북한 비확산법안(North Korea Non-Proliferation Act)｣
과 같이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과 개인을 제재하는 추가적인 법안을 발의할
수도 있다. 최근 미국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유력한 제재수단으로는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금융제재, PSI 강화, 북한 기업과 개인의 자산 동결 및
여행 제한 등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북ㆍ미 간의 대북제재가 오랫동안
이루어져 왔고, 경제교류가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의 북한에 대한 양
자간 제재 강화는 상징적 의미가 강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자국에 대한 직접적인 안보 위협
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대북제재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 중의 하나이다. 2006
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라 만경봉호의 입항 금지(6개월간), 주일 북한
외교관의 출국 뒤 재입국 금지, 북한선박 선원의 상륙 금지, 일본기업의 미
사일․핵 관련 대북한 수출 엄격관리, 일본 공무원의 북한 입국 중지, 북한
항공기의 일본 입항 금지 등 9개항의 제재조치를 발동한 바 있다. 한편
2006년 북한의 제1차 핵실험에 대한 독자 조치로 북한선박의 일본 입항 금
지, 대북한 수입 금지, 조총련계 등의 북한 관련 금융자산 동결 및 대북한
송금 금지 동결 등이 포함되었다. 북한의 제2차 핵실험을 계기로 일본은 향
후 추가적인 대북제재 강화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취할 수 있
는 추가적 대북제재 조치는 미사일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이용
될 수 있는 모든 물품과 재료, 상품 및 기술의 이전 금지, 현재 시행 중인
북한 관련 금융제재 강화와 동시에 조총련이 소유한 일본 내 금융자산에 대
한 관리․감독 강화, 현재 특정 사치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대북 수출제한
을 전면적인 수출입 금지로 전환, 일본인의 북한 방문 및 여행 전면 금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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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모든 대북 지원 중단 조치 등이 있을 것이다.

❚ 표 3-2. 미국의 대북제재의 근거와 관련법 ❚
근거

관련법

ㆍ적성국교역법(해외자산통제규정)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한 제재

ㆍ방위산업법
ㆍ수출관리법(수출관리규정)
ㆍ브레튼우즈협정법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제재

ㆍ수출입은행법
ㆍ무역협정연장법(무역법)
ㆍ대외지원법
ㆍ대외지원법
ㆍ수출관리법(수출관리규정)

국제테러를 지원하는 국가에 대한 제재

ㆍ수출입은행법
ㆍ무기수출통제법(국제무기거래규정)
ㆍ국제금융기관법
ㆍ대외활동수권법
ㆍ무기수출통제법(국제무기거래규정)

대량살상무기 수출 및 확산에 대한 제재

ㆍ핵확산금지법
ㆍ북한 위협감소법

주: 그 외 북한의 인권문제도 있으며, 이와 관련된 제재법으로는 ｢해외지원법｣, ｢국제종교자유법｣, ｢인신매
매피해자보호법｣ 등이 있음.
자료: 김상기(2007), p. 26.

이와 같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관련 도발행위에 대해 국제사회는 그동안
UN 안보리 차원에서 다양한 제재안을 발표하였으며, 양자간 차원의 미국과
일본의 대북제재 범위도 보다 더 확대되고 있다.
이에 제4장에서는 2006년에 의결된 UN 차원의 대북제재가 북한의 무역
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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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가
북한의 무역에 미친 효과 분석

1. 분석모형
본 장에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북한의 수출 및 수입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증분석을 시도하기로 한다. 이를 추정하기 위한 실증분석으로
Difference-in-Difference 기법을 이용하고자 한다. Difference-in-Difference
추정기법은 최근에 특정 국가 정책변화에 따른 효과를 파악하는 데 많이 사
용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증분석에서 사용되고 있다.
Difference-in-Difference 추정기법의 기본 개념은 [그림 4-1]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정책이 시행되는 특정시점 이후 나타나
는 효과를 시행 이전의 효과와 비교함으로써 정책변화에 따른 순수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즉, 국가정책 변화시점 이전과 이후를 이중 차분
(Difference in Difference)함으로써 정책 변화에 따른 고유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추정기법인 것이다.16)

❚ 그림 4-1. Difference in Difference 기법의 기본 개념 ❚
효과
(Outcome)

통제그룹
(Control Group)

관심대상그룹
(Treatment Group)
이전

이후

시간

Difference-in-Difference 추정기법의 기본방정식은 아래의 식(1)과 같다.

            ∙  

식 (1)

여기서 는 관심대상그룹(treatment group)의 특정효과(specific effect),

 는 통제그룹(control group)과 관심대상그룹(treatment group)의 공통적 시
간추세, 는 관심대상그룹의 실제효과를 각각 나타낸다(그림 4-1 참고). 그
리고  는 종속변수인 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변수의 효과를 의미한다.
김상기(2007)의 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양자 차원의 대북제재
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어떤 한 시점에서 대북 경제제재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북한의 무역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기준
으로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따른

16) Difference-in-Difference의 추정기법과 추정치의 신뢰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ullahy(1999)와
Bertrand, Duflo, and Mullainathan(2003) 등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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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안보리 결의 1695, 1718호가 있었던 2006년을 대외정책적 변화 시점
으로 고려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 살펴본 2006년에 결의된 UN 대북제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UN 결의 1695호에는 UN 회원국들이 국내법․국제법에 따라 북한을
감시하고, 미사일과 관련된 제품, 재료, 기술이 북한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협
조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6년 10월 15일 결의 1718호에
는 북한에 대한 미사일과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관련 장비, 부품, 기술제
공 금지, 재래식 무기 판매 및 사치품 수출 금지,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복
귀 촉구와 북한 화물선 검색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17)
이처럼 UN의 대북제재는 북한의 모든 교역품목에 대해 규정한 것이 아니
라 특정 품목에 대한 제약을 명시하고 있다. 이럴 경우 그동안 북한의 교역
에서 UN 제재 품목의 비중이 미미할 경우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또한 북
한의 교역에서 UN의 제재에 따라 제재대상 품목의 교역이 감소할지라도 여
타 품목이 증가하여 상쇄할 경우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UN의
대북제재가 북한의 교역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 규제와 간접적 규제로 구
분해 볼 필요가 있다. 즉, 무역에 영향을 주는 직접적 규제는 명시된 규제대
상 품목 등으로 이는 해당 품목의 교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다. 반
면, 간접적 규제는 직접 규제대상 품목 외에 다른 교역품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정이다. 이와 관련된 UN의 조치는 북한선박 검색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 이는 양국간 교역에서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여 북한산 물품을 수입하려는 바이어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가 상징적인 의미로서
존재하는 것만이 아니라 성실히 수행되었을 경우 직접적 경로와 함께 간접적
경로를 통해서도 북한의 대외무역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7) 보다 자세한 제재 내용은 [부표 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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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전 품목을 대상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북한의 수출과 수입
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기본 가정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북한 교역의 패턴은 정상국가의 교역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중력모형(gravity model)의 기본특징을 찾을 수 있다.
가설 2.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북한의 수출과 수입에 영향을 주었다.
가설 3.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한 북한의 대외무역은 사회주의 국가보
다 비사회주의 국가에서 보다 더 큰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이를 D-in-D 기법을 통하여 추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심대상그룹(treatment
group)과 통제그룹(control group)을 설정해야 한다. 위의 가정에 근거할 경
우 통제그룹은 사회주의 국가가 되고, 관심대상그룹은 사회주의 이외의 국가
가 된다. 물론 보다 정교한 분석을 위해서 북한의 기존 무역상대국을 북한에
비교적 호의적인 국가와 비호의적 국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한 대
리변수(proxy variable)의 일환으로 2006년 UN 안보리 결의 1695, 1718호
당시 회원국의 투표 성향 즉, 제재에 찬성한 국가와 반대한 국가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2006년의 UN 안보리 결의도 2009년의 결의안
과 마찬가지로 모든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대북제재를 찬성한 것으로 조사
되어 이를 반영할 수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사회주의 국가와 비사회
주의 국가의 구분이 한계는 있겠지만 이용 가능한 통계자료에서 가장 객관
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사용하고자 한다.
한편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효과를 구분하기 위해
시간더미를 부여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UN의 대북제재가 발표된 시점
인 2006년을 기준으로 한다. 북핵위기 이전 시점으로 2004년과 2005년을
포함시키며, 북핵위기 발생시점 이후의 효과는 2006년과 2007년으로 정하고
자 한다.

29

제4장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가 북한의 무역에 미친 효과 분석 │

아울러, 위의 식 (1)에서 는 북한의 무역상대국 수출 혹은 수입을 의미
하며, 는 중력모형에서 사용되는 기본변수인 양국간 거리, 상대국 GDP와
내륙국 더미를 나타낸다. 따라서 본 연구의 추정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    

식 (2)

단, 여기서  는     을 의미하고, t=2004~
2007년이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국가간 ‘정상적(normal)’인 무역의 크기를 설명하는
모형인 중력모형(gravity model)을 기본모형으로 이용하고자 한다. 잘 알려
져 있는 바와 같이 중력모형은 두 국가간의 무역량의 크기가 양국간의 거리
에 반비례하고 경제규모에 비례한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국가간의 ‘정상적
(normal)’인 무역의 크기를 설명하는 모형이다. 중력모형은 이론적 배경 없
이 경험적 분석에서의 유용성 때문에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으나 Anderson
(1979) 이래 중력모형을 실제로 이론적 모형을 통해 도출하려는 시도가 많
이 이루어졌다. 실제로 Ricardian 모형, Heckscher-Ohlin 모형 또는 수확체
증(Increasing Returns to Scale) 모형 등 다양한 모형하에서 중력모형이 도
출됨으로써, 중력모형은 이제 그 이론적 기반도 확고해진 편이다.18) 이러한
시도로는 Helpman and Krugman(1985), Bergstrand(1990), Marksen and
Wigle(1990), Eaton and Kortum(1997) 그리고 Deardorff(1998) 등을 들
수 있다. 경험적 분석에 있어서도 많은 발전이 있어 왔으며, 특히 최근에는
양국의 언어, 접경 여부, 섬나라 여부 등 많은 추가적 요인까지 고려함으로

18) 이러한 시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의 하나는 완전특화(perfect specialization)와 같은 강한 가
정을 모형에 부과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론적 문제점에 대한 논의는 최근 논문 Evenett and
Keller(200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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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중력모형은 국가간 교역량의 변화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실증모형으로 자
리잡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 국가는 수출 124개국, 수입 105개국으로 구성된 패
널자료로서 자세한 국가명은 [부표 2]에 제시되어 있다.

2. 분석자료 및 출처
식 (2)를 추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의 정의와 출처는
[표 4-1]에 제시되어 있다.
❚ 표 4-1. 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설명 및 출처 ❚
변수

변수 설명

출처

교역

i국의 j국 수출 및 수입

거리

i국과 j국의 거리

CEPII 데이타베이스

GDP

UN COMTRADE
(남북한 반출입은 통일부)

j국의국내총생산

UN 통계

내륙국 더미

j국의 내륙국 여부 더미

CEPII 데이터베이스

경제권 더미

비사회주의 더미

IBID

북한에서 발표한 공신력 있는 교역자료를 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
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UN의 COMTRADE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북한과 교역실적이 있는 무역상대국을 추적하여 이를 토대로 양자간 무역자
료를 구축하였다. 한편 양국간 거리와 내륙국 더미변수의 출처는 CEPII 데
이터베이스이고, 북한의 무역상대국 GDP 변수는 UN의 통계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주의 여부에 대한 더미는 IBID 웹사이트에
서 분류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중력모형의 기본가정은 양국간 무역이 거리에 반비례하고, 경제규모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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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하는 것에 기초한다. 따라서 북한의 무역패턴이 중력모형에 기초할 경우
거리와 GDP는 각각 부와 정의 부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관심 변수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따른 효과를 구분하기 위
한 시간더미와 경제제도 더미는 각각 부의 값을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
사회의 대북제재로 북한의 교역이 결의안 발표 이전보다 감소하고, 이러한
교역의 감소는 사회주의 경제권보다 비사회주의 경제권에서 보다 크게 일어
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이상의 시간더미와 경제제도 더미의
상호작용(interaction)을 나타내는 D-in-D 변수는 부의 추정치를 보일 것으
로 기대된다.
한편 단순한 OLS 횡단면 회귀분석(cross-regional regression)은 각국의
문화적 특성 등 관측되지 않은 국가특성(unobserved country specific factors)
을 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편의(bias)가 발생하게 되고 결국 모수의 추정치
는 불일치(inconsistent)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형에서 설명되지
않은 각 국가에 고유한 요인의 영향을 조정하기 위하여 패널자료(panel data)
를 사용한 랜덤효과(random effects) 일반화 최소자승법(GLS)의 추정방법을
사용하였다. 즉, 각 국가에 고유한 요인(the country specific constant term)
은 횡단면 자료에 따라 랜덤적으로 분포된다고 가정하고 있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의 기초 통계는 [표 4-2]에 제시되어 있다.
❚ 표 4-2. 분석자료의 기초 통계 ❚
변수명

평균

최소값

최대값

수출(로그)

13.17

표준편차
2.56

4.13

20.19

수입(로그)

13.37

3.17

1.10

21.05

거리(로그)

9.07

0.51

6.70

9.88

GDP(로그)

24.03

2.21

19.01

29.82

내륙국 더미

0.22

0.42

0

1

UN 제재 더미

0.48

0.50

0

1

경제제도 더미

0.78

0.42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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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결과
[표 4-3]과 [표 4-4]는 식 (2)에 기초하여 북핵 위기가 북한의 수출과 수입
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 있다. 각 분석결과를 본 연구의 가정과
연계시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북한의 수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정상국
가(normal countries)의 교역패턴에서 나타나는 거리에 반비례하고, 경제규
모에 비례한다는 중력모형의 기본특징이 북한의 수출에서는 전체적으로 나타
나지 않고 일부 변수에서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상대국 GDP의
경우 정의 관계를 보이며 모든 추정방정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나, 양국간 거리 변수는 북한의 대외수출에 대해 부의 부호를 보이지만
대부분의 추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추정 결과를 보인다. 이처럼
중력모형을 구성하는 기본 변수 중 GDP 변수에서만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남ㆍ북한 간의 교역을 포함시킨 실증분석에서는 거리와는 부(-), 경제
규모와는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북한의 수출상대국에 남한을 포함시킬 경우 북한의 대외수출에서
지리적으로 근접한 국가의 중요성을 의미한다(표 4-4 참고).
본 연구의 두 번째 및 세 번째 가정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북한의 수
출에 실증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사회주의 경제권보다 비사회주
의 경제권에 대한 수출이 더 크게 감소했는지의 여부이다. 우선 2006년 북
한의 미사일 발사와 제1차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시점 더
미변수 추정치를 보면 정의 값으로 북한의 무역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고 Pooled OLS 및 랜덤효과(Random Effects) 모두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석 국가에 남한을 포함
시켰을 경우와 특정한 연도에 관찰되지 않은 고유한 충격을 조정하기 위하
여 연도 더미변수를 추가한 추정치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표 4-4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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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 참고).19)
북핵위기 이후 북한의 수출이 사회주의 경제권에 비해 비사회주의 경제권
에서 더 크게 감소했는지를 나타내는 경제제도 더미는 추정방법에 따라 정
혹은 부의 부호를 보였으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통계적 의미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표 4-3. 북핵 위기가 북한의 수출에 미친 영향 ❚
변수명
거리(로그)
기본
제어

GDP(로그)

변수
내륙국 더미

제어
변수

pooled OLS
(1)

Random Effects

(2)

(3)

(1)

(2)

(3)

-0.428

-0.454

-0.497*

-0.403

-0.378

-0.443

(0.269)

(0.296)

(0.279)

(0.432)

(0.468)

(0.440)

0.578*** 0.569*** 0.565*** 0.513*** 0.513*** 0.505***
(0.062)

(0.065)

(0.063)

(0.117)

(0.122)

(0.117)

-0.368

-0.370

-0.341

-0.429

-0.463

-0.403

(0.255)

(0.253)

(0.252)

(0.513)

(0.516)

(0.514)

UN제재 시점 더미

0.357*

0.258**

(A)

(0.208)

(0.124)

경제제도 더미 (B)

0.089

-0.076

(0.248)

(0.469)

A*B (interaction)

0.480**

0.358**

(0.225)

(0.142)

3.059

3.639

4.019

4.322

4.302

4.863

(3.429)

(3.680)

(3.525)

(5.936)

(6.281)

(5.981)

관찰수

425

421

421

425

421

421

R-squared

0.306

0.298

0.306

0.322

0.314

0.321

상수항

주: 1) ( ) 안은 Robust standard errors를 의미함.
2) *** p<0.01, ** p<0.05, * p<0.1

19) 패널자료 분석방법(panel data model)을 사용함으로써 관찰할 수 없는 국가 고유의 요소(unobserved
country specific factors)를 부분적으로는 해결할 수 있으나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다. 특히 식 (2)의
모형에서 여타 제어변수(control variables)가 강외생적(strictly exogenous)이라고 하더라도 랜덤효과
(혹은 고정효과) 패널자료 추정방법을 이용한 추정치는 여전히 편의(biased)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Arellano and Bond(1991)가 제안한 1차 차분 동태패널모형(dynamic
panel model)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랜덤효과 모형에 Year 더미변수를 포함시킴으로
써 1차 차분 동태모형이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바를 유사하게 실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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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제제재 시점 더미변수(A)와 경제제도 더미변수(B)를 동시에 고
려하고 있는 D-in-D 변수인 A*B 변수의 추정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
의 부호를 보였다. 결국 이는 북한의 대외수출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비
해 늘어났는데 이러한 증가는 사회주의 경제권에 비해 비사회주의 경제권에
서 더 크게 늘어난 것을 의미한다(표 4-3 및 표 4-4 참고).
이는 본 연구의 기본 가정과 배치되는 것으로 UN의 대북제재가 북한의
대외수출에 유효적인 결과를 유도하였다고 간주하기 어렵다. 또한 사회주의
를 경험한 국가보다 오히려 비사회주의 경제권의 국가로부터 대북 수출이
증가한 것을 고려할 때, 비사회주의 경제권의 국가들이 UN의 대북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다고 보기에도 어렵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UN

❚ 표 4-4. 북핵 위기가 북한의 수출에 미친 영향(남한 포함) ❚
변수
거리(로그)
기본
제어

GDP(로그)

변수
내륙국 더미

제어
변수

Pooled OLS
(1)

(2)

(1)

-0.729*** -0.777*** -0.776*** -0.716**

(2)

(3)

-0.729**

-0.742**

(0.204)

(0.211)

(0.205)

(0.329)

(0.344)

(0.330)

0.569***

0.556***

0.555***

0.504***

0.502***

0.497***

(0.061)

(0.063)

(0.062)

(0.115)

(0.119)

(0.114)

-0.413

-0.372

-0.376

-0.468

-0.457

-0.439

(0.255)

(0.256)

(0.252)

(0.517)

(0.521)

(0.516)

UN제재 시점 더미

0.360*

(A)

(0.207)

경제제도 더미 (B)

0.262**
(0.123)
0.254

0.095

(0.233)

(0.452)
0.530**

A*B (interaction)

상수항

Random Effects
(3)

0.368***

(0.221)

(0.140)

6.048**

6.770**

6.780**

7.405

7.635

7.792
(5.077)

(2.899)

(2.982)

(2.913)

(5.082)

(5.264)

관찰수

429

425

425

429

425

425

R-squared

0.339

0.333

0.341

0.349

0.342

0.350

주: 1) ( ) 안은 Robust standard errors를 의미함.
2)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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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의 대북제재는 적어도 북한의 대외수출에서는 유효성이 없었던 것으로
실증분석 결과 나타났다.
한편, 바다와 인접하지 않은 내륙국가에 대한 북한의 수출은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규모가 크게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앞에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특정한 연도에 관찰되지 않은 고유
한 충격을 조정하기 위하여 연도 더미변수를 추가한 추정치에서도 거의 유
사한 결과를 얻었다. 추정결과는 [부표 3]에 제시하고 있다.
북핵 위기가 북한의 수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분석한 결과는
[표 4-5]에 제시되어 있다. 실증분석 결과, 북한의 수입은 수출과 다른 특징
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북한의 대외수입을 대상으로 추정한 [표 4-5]의 분석결과에서 Pooled OLS
추정치 (1)을 보면, 정상국가(normal countries)에서 보이는 수입 패턴이 나
타나고 있다. 즉, 북한의 수입은 거리에 반비례하고 경제규모에 비례하는 중
력모형의 기본특징이 나타나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는 북한의 대외수입이 수출과 달리 지리적으로 근접한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다른 추정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지는 못하였지만, 분석대상국에 남한을 포함시켜 추정하였을 경우 중력모
형의 기본특징이 뚜렷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북한의 수입대상
국에서 남한을 함께 고려할 경우 지리적으로 가까운 인접국의 중요성이 나
타남을 의미한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전과 이후에 북한의 수입이 감소했다는 가정의 경
우 실증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찾지 못하였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전과 이후를 나타내는 연도더미의 추정치가 부의 부호를 보이고
있지만 통계적 의미를 갖지는 못하였다.
한편 사회주의를 경험한 국가들에 비해 비사회주의 경제권에 대한 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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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 감소했다는 가정은 실증분석 결과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비사회주의 경제권을 나타내는 더미변수가 부의 관계를 보여 비사회주의 경
제권에 대한 수입이 사회주의를 경험한 국가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
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찾지는 못하였다.
대북제재 연도 더미변수(A)와 경제제도 더미변수(B)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는 D-in-D 변수인 A*B 변수의 추정결과는 부의 부호를 보였으나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는 북한의 대외수입이 대북제재 이전에 비해 감소
하였는데, 이러한 감소는 사회주의 경제권에 비해 비사회주의 경제권에서 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의미를 갖지 못함을 의미한다.
북한의 대외수입은 대외수출과 달리 대북제재 이전에 비해 정의 부호를
❚ 표 4-5. 북핵 위기가 북한의 수입에 미친 영향 ❚
변수명
거리(로그)
기본
제어

GDP(로그)

변수
내륙국 더미

제어
변수

pooled OLS

Random Effects

(1)

(2)

(3)

(1)

(2)

(3)

-0.487*

-0.342

-0.472

-0.543

-0.433

-0.542

(0.285)

(0.304)

(0.291)

(0.418)

(0.463)

(0.434)

0.784*** 0.802*** 0.787*** 0.760*** 0.757*** 0.750***
(0.096)

(0.100)

(0.097)

(0.167)

-0.494

-0.637*

-0.503

-0.406

-0.539

-0.429

(0.370)

(0.359)

(0.364)

(0.622)

(0.631)

(0.641)

UN제재 시점 더미

-0.005

-0.135

(A)

(0.297)

(0.219)
-0.581*

경제제도 더미 (B)

(0.175)

-0.487

(0.342)

(0.557)
-0.121

A*B (interaction)

상수항

(0.181)

-0.102

(0.327)

(0.253)

-1.490

-2.763

-1.658

-0.562

-1.167

-0.362
(6.918)

(4.163)

(4.422)

(4.268)

(6.613)

(7.295)

관찰수

324

324

324

324

324

324

R-squared

0.323

0.328

0.323

0.43

0.44

0.43

주: 1) ( ) 안은 Robust standard errors를 의미함.
2)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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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고 부의 부호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어떤 추정
치도 찾지 못하였다. 이는 대북제재가 북한의 대외수입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에 한계가 있다. 또한 대북제재 이후 북한의 대외수입이 사회주의 경제
권에 비해 비사회주의 경제권에서 감소하였다는 본 연구의 기본가정은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추정치를 얻지 못하여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결국 북한의 대외수입에서도 실효성이 있는 대북제재가 나타
났다고 보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4-6. 북핵 위기가 북한의 수입에 미친 영향(남한 포함) ❚
변수
거리(로그)
기본
제어

GDP(로그)

변수
내륙국 더미

제어
변수

Pooled OLS
(1)

(2)

Random Effects
(3)

(1)

(0.216)

(0.231)

(0.220)

(0.318)

(0.344)

(3)
-0.834**
(0.329)

0.776*** 0.787*** 0.778*** 0.754*** 0.746*** 0.744***
(0.094)

(0.097)

(0.095)

(0.166)

(0.178)

(0.173)

-0.523

-0.617*

-0.527

-0.429

-0.519

-0.449

(0.370)

(0.360)

(0.364)

(0.625)

(0.635)

(0.643)

UN제재 시점 더미

0.006

-0.127

(A)

(0.295)

(0.216)

경제제도 더미 (B)

-0.373

-0.296

(0.322)

(0.537)
-0.055

A*B (interaction)

상수항

(2)

-0.789*** -0.732*** -0.785*** -0.830*** -0.794**

-0.079

(0.321)

(0.249)

1.451

0.986

1.401

2.192

2.243

2.427

(3.630)

(3.781)

(3.691)

(5.949)

(6.410)

(6.197)

관찰수

328

328

328

328

328

328

R-squared

0.354

0.356

0.354

0.452

0.458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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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제4장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북한의 수출 및 수입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중력모형에 Difference-in-Difference 기법을 적용하
여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제4장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2006년 북한의 미사
일 및 1차 핵실험 이후 추진되었던 대북제재인 UN 안보리 결의안 1695호
와 1718호는 북한의 대외수출과 대외수입에 실효성이 있는 영향을 미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북한의 대외수출은 분석에 사용
된 모든 추정방법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시점 이후 오히려 늘어난 것으
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대외수출의 증가는 사회주의 경제권에 비해 비사회주
의 경제권에서 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에서 도출된 바와 같이 모든 UN 회원국들이 특정국가에 대한 경
제제재에 실질적으로 동참하는 것을 이끌어내기는 쉽지가 않다. 따라서 향후
대북제재는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큰 국가들이 협력적인 구도를 만들어 이
들이 북한에 대한 압박을 높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6자회담 회원
국들이 바로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들이다.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은 북한
의 핵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큰 이해관계가 얽힌 그룹이다. 따라서 향후 대북

제재는 6자회담의 틀 내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북한
을 제외한 5개국의 북한과의 무역량을 살펴보면 약 70%20) 정도에 육박하므
로 이 국가들이 실질적인 대북제재를 실행한다면 그 효과가 매우 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2006년과 2009년 모
두 형식상으로는 UN 안보리의 대북제재안에 찬성하였으나, 실질적인 대북제재
에는 매우 미온적인 입장이다. 그러므로 이들 국가의 실질적인 제재가 동반되
지 않으면 향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또 다시 실패로 귀착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이전과는 다른 보다 스마트한 대북제재(smart sanction)
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선 대북제재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일반적으로 독재정권이나 불량국가에 대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
제사회가 취해온 경제제재는 파워엘리트의 교체를 목표로 했다. 가장 대표적
인 예가 이라크에 대한 경제제재이다. 경제제재로 인해 대상국가의 국민들에
게 인도주의적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제재를 통해서 일반주민들의 불만이 지
배 엘리트를 향하리라는 기대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경
우 수십 년에 걸쳐 유일지배체제가 확고히 확립되어 있고, 북한주민들의 조
직적인 반발이 크게 나타날 수 있어 오히려 대북 경제제재로 인해 북한주민
의 외세에 대한 적대감을 고취시켜 김정일 체제를 더욱 더 공고히 하는 역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중국이라는 강력한 후원국가가 존재한다는 것도 국제사회의 대북제
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는 앞서 언급했듯이 중국의 협조를 얻기 어렵고 따라서 성공 가능성도 낮다.
중국 또한 북한이 계속해서 핵실험을 하거나 동북아의 정세를 불안정하게

20) IMF(2009), Direction.of Trade Statistics를 이용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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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군사적 도발을 행하지 않는 한 제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 그밖에도 북한이 이미 두 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실질적인 핵 보유
국가가 되었다는 점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국제사회는 핵보유국에 대한 전면적 제재를 해본 경험이 없을뿐더러, 실제
제재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여 북한체제가 혼란에 빠지고, 그 결과 핵무기가
통제 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되면 더욱 더 큰 재앙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보았듯이 북한에 대한 강경한 제재는 그 실효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유화정책도 북한의 핵폐기를 유도하기 어렵다.
과거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1994년의 제네바 합의가 실패로 돌아간 이후
두 차례에 걸친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
한 유화책을 선택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가장 현명한 방법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실행하면서 동시에 적절한 당근을 제공하여 북한의 핵폐기를
유도하는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이 현재 국제사회가 제공하는 당근을 받아
들이는 편이 나중에 경제제재나 기타 압박을 당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도록 강력한 제재안을 보여주어야 한다. 예를 들면 북한선박
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등 강력한 PSI를 실행에 옮기고, 북한지도부에 타
격을 입힐 수 있는 금융 분야의 제재를 더욱 강하게 취하는 것이다. 뿐만 아
니라 극히 일부의 생필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북한 무역을 차단해야 한다.
이러한 강력한 제재안과 동시에 국제사회는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포
괄적인 당근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는 핵폐기를 통해서 직접적인 혜
택을 얻게 되는 6자회담 참가국이 북한의 핵폐기에 대해서 얼마나 보상할지
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해야만 한다. 이번에도 보상비용에 대한 것을 미
래로 미룬다면 향후 그 보상금액은 더욱 더 커지게 될 것이고 문제를 더 복
잡하게 만들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은 북한이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경제적 보상을 수용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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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하고 확실한 경제제재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가 북한이 당근을 먹도록 설득하기에 딱 알맞은 적절한 제재를 현명하게 사
용하여야 한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닥칠 수 있는 위협을 북한
에 충분히 전달하고 핵을 포기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분명
히 제시해야 한다. 특히 북한에 대한 경제적 당근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는
김정일의 체면을 세우면서 북한이 핵 딜레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허
용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대북 인센티브가 확실히
이행될 수 있다는 확신을 북한에 주어야 하는 것이다.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것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이고 미국과의 협상인데, 미국은 북핵문제의 핵심 당
사자로서 Nunn-Lugar법21)에 기초한 ｢협력적 위협 감소 프로그램(CTRP)｣
과 같은 북한에 대한 인센티브 법제화를 통해 보상의 예측성과 투명성을 보장
하고, 이 법안에 지원내용과 기간, 규모, 효과 등을 명확히 명시해야만 한다.
미국 역시 ‘제재를 위한 제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협상
타결 시 제공될 수 있는 정치ㆍ경제적 보상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특히
정치적 보상으로는 미․북 수교와 평화체제 수립, 경제적 보상으로는 대북
인도적 지원, 경수로 제공, 대북 투자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
한 정치ㆍ경제적 보상과 함께 북한이 비핵화 공약을 위반할 경우에는 즉시
북한에 제재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메커니즘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
히 이번 UN 안보리 추가결의 1874호는 제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전문가
그룹의 설치 등 운영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하며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제시
했던 페리 프로세스(Perry Process)의 원형을 원용하여 차후 추진할 오바마

21) Nunn-Lugar법은 지난 1990년대 초 미상원의 리처드 루거(Richard Lugar) 의원과 샘 넌(Sam Nunn)
의원의 주도로 만들어진 법안으로 미국은 이 법안을 근거로 한 프로그램에 따라 러시아와 우크라이
나, 우즈베키스탄 등 옛 소련의 핵무기 해체를 돕기 위해 자금과 기술, 장비, 인력을 지원하도록 규
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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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의 ‘포괄적 패키지’에는 제재(sanction)의 개념을 포함시켜야 한다.
한국의 경우도 북한에 대한 핵문제의 당사자로서 북한의 핵폐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동시에 한국도 북한에 대한 제
재를 해야 하나 남북관계 차원의 양자적 대북제재보다는 6자회담이나 UN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에 참여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북한의
일반주민에게 직접 혜택이 가는 인도주의적 대북지원, 북한주민의 고용효과
가 있는 금강산 관광, 개성사업 등은 대북제재 범주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또한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할 ‘포괄적 패키지’ 협상에 남북관계 차
원의 적극적인 유인책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한국정부로서는
｢6.15 공동선언｣, ｢10.4 선언｣ 등 기존의 합의 이행을 확인해 주고 ｢비핵․
개방 3000 구상｣의 탄력적 적용을 구상해야 한다.
｢Nunn-Lugar 프로그램｣은 미국의 참여뿐만 아니라 G20 국가들이 참여하
여 현실적으로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올해 한국이 G20의 의장국으로서 지위를 활용해 북핵문제에 대한 G20
의 관심과 역할을 높임으로써 G20의 국제적 이슈에 대한 관심 제고와 그를
통한 한국의 지위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6자회담에
서는 한국의 주도하에 6자회담 참가국의 대북 보상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한
다. 그리고 그 비용은 앞서 언급했듯이 북한의 핵폐기로 가장 큰 혜택을 얻
을 수 있는 한․미․일․러․중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 북핵문제가
전세계적 성격보다는 동북아적 성격이 크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호응을 기대
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 G20 외에도 EU가 적극 참여한다면 실효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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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보았듯이 본 연구는 2006년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가 북한의 대
외무역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Difference in Difference 기법을 중력
모형에 적용함으로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중점을 둔 2006년도 국제사
회의 대북제재는 북한의 수출입 모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
었다. 즉, 2006년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이후에도 북한의 대외수출은 증
가하였고, 이는 구사회주의권 국가들보다 비사회주의권 국가들에서 더 크게
증가하여 UN 안보리의 대북 경제제재가 효과가 없었음을 밝혀냈다. 특히
본 연구의 실증분석 추정치에 대한 Robust를 검정하기 위해 기본제어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본 연구의 관심변수를 모형에 포함시켜 추정치의 변화를
살펴보았다.22) 제4장의 실증분석 결과를 정리한 표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분석변수의 추정치가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분석에 사용된 자료 및
추정치에 대한 신뢰성을 보였다.

22) [부표 3]과 [부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랜덤효과(Random Effects) 모형에 Year 더미변수를 포함시
킨 분석에서도 유사한 추정치를 얻었다.

북한의 수입에 있어서도 수출과 마찬가지로 대북제재 이전과 이후 어떤
영향도 없었다. 이는 특정국가에 대한 경제제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제사
회 모두가 제재에 동참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실
제 제재에 있어서는 UN 회원국들이 결의안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특히 이는 UN 결의의 모호성과 각국이 과거 북한과 정치경제적
관계수준이 서로 다른 점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라 분석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
출하였다.
첫째, 모든 UN 회원국들이 특정국가에 대한 경제제재에 실질적으로 동참
하도록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으므로 향후 대북제재는 6자회담의 틀 내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과 러시아가 실질적인 대북제재에 매우 미온적인 입장이므로 북
한의 특수성을 고려한 보다 스마트한 대북제재(smart sanction)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실행하면서 동시에 적절한 당
근을 제공하여 북한의 핵폐기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
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대북 인센티브가 확실히 이행될 수 있다
는 확신을 북한에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NunnLugar 프로그램｣은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Nunn-Lugar 프로그램｣은 미국의 참여뿐만 아니라 G20 국가들이
참여하여 현실적으로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안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특히 여기에 G20 외에도 EU가 적극 참여한다면 실효성이 더 높아
질 것으로 보인다.
넷째, 한국은 북한에 대한 핵문제의 당사자로서 북한의 핵폐기에 대한 반
대급부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동시에 남북관계 차원의 양자적
대북제재보다는 6자회담이나 UN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에 참여하는 방식
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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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 부표 1. UN 결의안 1718호의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선언적인 발표
및 요구사항

ㆍ핵실험은 안보리의 관련 결의들을 위반하는 행위
ㆍ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중지
ㆍNPT 및 IAEA 안전조치협정 복귀 등
ㆍ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포기해야 하며 IAEA의 현장, 자료, 개인접근 허용
ㆍ여타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계획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포기해야 함.
ㆍ모든 회원국들은 무기(전차, 전투기, 군함 등), 미사일 및 시스템 일체 관련
물품과 핵이나 탄도미사일, 그리고 사치성 물자들이 직․간접적으로 북한에 공급,
판매, 이전되는 것을 금지
ㆍ북한의 상기 품목들의 수출을 중단해야 하며 모든 회원국들은 자국민이나
국적선, 항공기 등이 북한으로부터 상기 물품들을 획득하지 못하도록 금지

결정사항

ㆍ상기 품목들의 비축, 제조, 유지, 사용 등에 도움이 되는 기술훈련, 서비스,
지원이 자국민에 의해 북한에 제공, 이전되는 것을 금지
ㆍ국내법 절차에 따라 북한의 핵,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자금과 금융자산, 경제적 자원들을 동결하고 이들 금융자원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
ㆍ각국 재량에 따라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대량살상무기와 연루된 자와 가족들의
입국, 경유를 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함.
ㆍ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핵 및 화생방 무기의 밀거래를 막기 위해 북한으로부터
화물검색 등 필요한 협력 조치를 취함.
ㆍ결의 후 30일 이내에 회원국의 이행조치를 안보리에 보고하도록 함.
ㆍ결의이행을 위한 안보리위원회 구성

자료: 김상기(2007), p.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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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표 2. 분석에 사용된 국가명 ❚
Albania, Algeria, Argentina, Armenia, Australia, Austria, Azerbaijan, Bahrain,
Bangladesh, Barbados, Belarus, Belgium, Belize, Bermuda, Bolivia, Bosnia
Herzegovina, Botswana, Brazil, Brunei Darussalam, Bulgaria, Burkina Faso,
Burundi, Cameroon, Canada, Cape Verde, Chile, China, Hong Kong, Macao,
Colombia, Comoros, Costa Rica, Croatia, Cuba, Cyprus, Czech Republic,
Denmark, Dominica, Ecuador, Egypt, El Salvador, Estonia, Ethiopia, Fiji,
Finland, France, French Polynesia, Gabon, Georgia, Germany, Ghana, Greece,
Greenland, Grenada, Guatemala, Guyana, Honduras, Hungary, India, Indonesia,
Iran, Ireland, Israel, Italy, Jamaica, Japan, Jordan, Kazakhstan, Kenya,
Kyrgyzstan, Lithuania, Luxembourg, Madagascar, Malawi, Malaysia, Mali,
Mauritius, Mexico, Mongolia, Montserrat, Mozambique, Namibia, Netherlands,
New Caledonia, Nicaragua, Niger, Nigeria, Norway, Oman, Pakistan, Paraguay,
Peru, Philippines, Poland, Portugal, Qatar, Rep. of Moldova, Romania, Russain
Federation, Rwanda, Sao Tome and Principe, Saudi Arabia, Senegal,
Seychelles, Singapore, Slovakia, Slovenia, South Africa, Spain, Sri Lanka,
Sudan, Suriname, Sweden, Switzerland, TFYR of Macedonia, Thailand, Togo,
Tunisia, Turkey, USA, Uganda, Ukraine, UAE, United Kingdom, Uruguay,
Viet Nam, Zambia, Zimbab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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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표 3. 북핵 위기가 북한의 수출에 미친 영향 ❚
(Random Effects, 시간더미 포함)

변수명
거리(로그)
GDP(로그)

내륙국 더미
UN제재 시점 더미 (A)

(1)
-0.421

(2)
-0.395

(3)
-0.472

(0.416)
0.511***
(0.112)

(0.447)
0.507***
(0.114)

(0.424)
0.505***
(0.111)

-0.438
(0.502)
0.665***

-0.484
(0.503)

-0.396
(0.496)

(0.195)
-0.075
(0.464)

경제제도 더미 (B)

4.378

4.354

0.454
(0.287)
5.011

(5.673)
425
0.33

(5.897)
421
0.32

(5.734)
421
0.33

A*B (interaction)

상수항
관찰수
R-squared

❚ 부표 4. 북핵 위기가 북한의 수입에 미친 영향 ❚
(Random Effects, 시간더미 포함)

변수명
거리(로그)
GDP(로그)

내륙국 더미

UN제재 시점 더미 (A)

(1)

(2)

(3)

-0.534
(0.412)
0.760***

-0.401
(0.441)
0.774***

-0.542
(0.414)
0.762***

(0.164)
-0.419

(0.171)
-0.537

(0.163)
-0.408

(0.618)

(0.602)

(0.604)

-0.001
(0.322)
-0.514
(0.534)

경제제도 더미 (B)

-0.592

-1.701

0.095
(0.438)
-0.549

(6.481)
324
0.43

(6.897)
324
0.43

(6.511)
324
0.42

A*B (interaction)

상수항
관찰수
R-squ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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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Analysis on the Effects of UN Economic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Hyung-Gon Jeong and Hokyung Bang

This paper focuses on effects of UN’s economic sanctions on exports and
imports of North Korea. The analysis is based on applying Difference-in-Difference
methods to gravity model. The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indicates that
UN’s economic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in 2006 did not have any
significant effect on its exports and imports. This paper suggests four aspects
of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the empirical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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