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료

11-20

북한의 대외경제

Policy References 11-20

North Korea’s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2001-2010

년 평가 (

10

Ihk Pyo Hong et al.
북한은 2000년대 들어 경제운영의 실리를 강조하였으며, 이로 인해 대외경제부문에서 수출확대 및 외자
발전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무역 확대 및 다각화,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 선진과학기술 도입 등을
대외경제정책의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북한 당국의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핵문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대외경제협력은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대중국 의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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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해왔다. 북한은 경제강국 건설을 위해서는 대외경제관계의 확대·

2
0
0
1
1
0

심화를 초래하였다. 지난 10여 년간 북한에서는 대외경제부문을 중심으로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따라서
북한 대외경제부문의 정책변화 및 실태에 대한 분석은 북한경제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고, 대북 경제
홍익표

협력정책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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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북한의 대외경제 10년 평가
(2001~10년)
홍익표･이종운･김지연･양문수･이찬우･임수호

최근 북한경제의 중요한 변화 중 하나가 북․중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대외경제협력 활성화를 통한 ‘경제강국 건설’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지
난 10여 년간의 북한 대외경제협력 동향 및 관련 정책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북한경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은 2000년대 들
어 경제운영의 실리를 강조하였으며, 이로 인해 대외경제부문에서 수출확
대 및 외자유치 증대 등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경
제강국 건설에서 대외경제관계의 확대․발전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하
에 △ 무역사업의 발전 △ 경제합영 및 합작사업의 강화 △ 과학기술교류
의 발전 △ 국제금융거래의 발전 등을 대외경제정책의 주요 과제로 제시
하였다.
북한 당국은 지난 10년간 대외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정책전환은 물
론 관련 법․제도의 정비와 대외경제 관리체계 등에서도 많은 변화를 시
도하였다. 북한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외국인투자법을 비롯하여 합영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등 외국인투자유치 관계법령을 정비했을 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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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2009년 라선시를 특별시로 승격하고 2010년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을
발표하였다. 또한 2009년 말에 국가개발은행과 대풍국제투자그룹을 설치
하여 외자유치 및 관련 프로젝트를 전담하게 하였으며, 2010년에는 내각
산하에 합영투자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대외협력 활성화에 주력하
고 있다.
그러나 2000년 들어 북한 당국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핵개발 및
북․미 관계 개선의 지연 등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는 더욱 심화되었다. 북한 당국은 국제제재라는 현실
적 장애요소로 인해 중국과의 경제협력에 주력하고 있지만, 중동․유럽․
동남아 등 다양한 지역과의 경제협력 확대방안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이와 같이 2000년대 이후 대외경제부문에서 북한경제의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북한 당국도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왔다는 점에서
대외경제부문에 대한 연구는 북한경제 현실에 대한 이해와 우리의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대중의존도가 심화되고, 2009년 중국의 창지
투 개발계획과 연동해 중국의 대북 투자가 가속화되는 현 시점에서 북한
대외경제부문의 실적과 정책변화에 대한 연구는 남북경제공동체 및 통일
을 준비하는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수립․추진에도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 2000년 이후 최근 10년간 북한의 무역, 투
자,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북한과 주요 국가들의 경제협력 등에 대한 정
책변화와 실태를 분석하였다. 2000년대 들어 북한은 실리와 효율성을 강
조하면서 대외경제부문의 활성화에 주력하였다. 그 결과 북한의 대외경제
부문은 1990년대의 침체에서 벗어나 2000년 이후부터는 일정한 성과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우선 대외무역은 1990년대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거나 정체 상태였던 반면 2000년대는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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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이 눈에 띈다.
또한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북한 당국이 대외경제협력 중에서 외자유
치에 제1의 중점을 두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외자유치 및 합영․합작사업
을 통해 △ 기술개건 및 현대화 △ 생산정상화 △ 외화 획득 △ 인민생활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하였다. 이는 과거 북한이 대외경제관계를 자립경
제 완성의 보조적 수단으로 인식하고 정치적 친선관계 구축에 주력하였으
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외경제관계를 경제발전의 중요한 정책수단
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대외경제협력이 자립적 민
족경제의 ‘보조적 수단’에서, 자립경제를 보완․발전시키는 ‘적극적 수단’
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200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외자유치도 이전 시기에 비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 장기화에 따른 피로현상
과 핵실험 및 인권문제, 분배투명성 등으로 다소 위축되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은 북한의 식량난과 취약계층의
인도적 위기사항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국제기구들과 관련국 구호
단체의 대북지원 활동은 북한과 국제사회의 접촉을 증가시켰을 뿐만 아
니라, 지원사업들을 진행하는 동안 협의를 통한 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
이 원활해지는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북한경제의 침체와 주민 생활상의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최근 북한의 식량사정이 더욱 악화됨에
따라 기아사태 재연 가능성이 제기되어 국제적 우려를 낳고 있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상당 기간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의 식량난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더욱이 핵개발을 둘러싼 국제사
회 갈등의 증가로 대북지원에 대한 방향과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증가하
고 있다.
2000년대 북한의 양자간 경제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현상은 대중 의존
도의 심화․확대이다. 사실 200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무역․투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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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실상 북․중 경제협력에 따른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오히려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은 위축되거나 정체되었다. 미국․일
본․EU 및 동남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에 따른 대북 경제제재 강화로 인해 감소하거나 중단되었
다. 특히 2000년대 초반까지 제2의 무역대상국이었던 일본의 경우 두 차
례에 걸친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일본인 납치문제와 핵문제 등으로 전면
적인 경협중단 상태에 처해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의 대외경제협력은 2000년 이후 지난 10여 년간 다소
늘어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외경
제협력은 다양한 형태의 대내․외적 제약요인으로 인해 여전히 기대에 미
치지 못하고 있다. 우선 대내적 요인으로는 계획경제와 자립적 민족경제
의 고수로 인한 대외경제 활성화의 한계다. 그러나 북한 대외경제를 제약
한 가장 큰 요인은 역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대외경제가 외자유치를 활성화하지 못한 것은 사실 경제적 요
인보다 정치적 제약요인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핵개발에 따
른 북․미 관계 악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등은 대외경제협력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2008년 이후 남북관계 악화로 인
한 군사적 도발행위에 따른 남북관계의 긴장고조도 외자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북한 당국이 무역확대 및 외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서는 △ 북핵문제의 조기 해결 △ 북․미 관계의 정상화와 대북경제제재
의 해제 △ 북․일 국교정상화와 이에 따른 대일 배상금 문제의 해결 △
개혁․개방 노선 공식화 등과 같은 근본적인 대외경제환경 개선이 필수적
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북한의 대외경제협력
은 정상적인 발전과 북한경제의 근본적인 회생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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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홍익표

최근 북한경제의 중요한 변화 중 하나가 북․중 경제협력 중심의 대외경
제협력 활성화를 통한 ‘경제강국 건설’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지난 10여 년
간 북한경제에 대한 이해는 대외경제협력 동향 및 관련 정책 등에 대한 분
석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특히 북한은 2000년대 들어 경제운영의 실리를
강조하였으며, 이로 인해 대외경제부문에서 수출확대 및 외자유치 증대 등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경제강국 건설에 대외경제관계
의 확대․발전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 무역사업의 발전 △ 경제합
영 및 합작사업의 강화 △ 과학기술교류의 발전 △ 국제금융거래의 발전 등
을 대외경제정책의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다.
북한 당국은 지난 10년간 대외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정책전환은 물론,
관련 법․제도의 정비와 대외경제 관리체계 등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북한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외국인투자법을 비롯하여 합영법, 합작법, 외국
인기업법 등 외국인투자유치 관계법령을 정비했을 뿐만 아니라, 2009년 라
선시를 특별시로 승격하고 2010년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을 발표하였다. 또한
2009년 말에 국가개발은행과 대풍국제투자그룹을 설치하여 외자유치 및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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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프로젝트를 전담하게 하였으며, 2010년에는 내각 산하에 합영투자위원회
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대외협력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북한 당국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핵개발 및
북․미 관계 개선의 지연 등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는 더욱 심화되었다. 북한 당국은 국제제재라는 현실적
장애요소로 인해 중국과의 경제협력에 주력하고 있지만 중동․유럽․동남아
등 다양한 지역과의 경제협력 확대방안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이와 같이 2000년대 이후 대외경제부문에서 북한경제의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북한 당국도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왔다는 점에서 대외경제
부문에 대한 연구는 북한경제 현실에 대한 이해와 우리의 정책적 대응방안
을 모색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대중의존도가 심화되고, 2009년 중국의 창지투 개발계획과 연
동해 중국의 대북 투자가 가속화되는 현 시점에서 북한 대외경제부문의 실
적과 정책변화에 대한 연구는 남북경제공동체 및 통일을 준비하는 한국정부
의 대북정책 수립․추진에도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 2000년 이후 최근 10년간 북한의 무역, 투자,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등에 대한 정책변화와 실태를 분석하였다. 제1장에서는
북한의 무역정책에 대해 분석하였다. 북한은 경제위기 이후 대외경제관계의
중요성이 훨씬 커졌다. 이에 북한은 2000년대 들어 대외무역의 활성화를 위
해 무역의 분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무역회사의 자율성과 활동범위를 넓
혔다. 또한 대외무역 관련 법․제도의 정비에도 적극 나섰다. 아울러 대외무
역에서 실리주의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수출시장 다변화 및 수출방법
다각화에도 힘을 쏟았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2000년대 대외무역
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는 대외무역이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
를 보이거나 정체 상태에 놓여 있던 1990년대 현상과는 차이가 있다. 특히
2010년의 무역액은 경제위기가 시작되기 직전인 1990년의 실적을 회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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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을 받았다. 2000년대는 수출의 증가세가 수입의 증가세를 앞질러 눈길
을 끌었지만 수출보다 수입의 비중이 더 큰 북한 무역구조의 특성상 대규모
무역적자 발생이 불가피했다.
북한의 주력 수출상품은 철광석, 무연탄 등 광산물과 철강, 아연 등 지하
자원, 수산물, 어패류 등 1차 산품 위주이다. 즉 위탁가공교역인 위류제품과
같이 공산품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1차 산품 위주의 개도국
형 수출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무역구조는 중국이라는
특정 국가에 편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시간이 갈수
록 심화되고 있다. 북한의 전체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32.6%에서 2010년에는 83%로 증가했다. 수출시장 다변화 정책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특정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기형적인 구조로 탈
바꿈했다.
북한의 대외무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여건의 변화가 중
요하다는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상태에서 북
한 대외무역정책의 향후 과제로는 첫째, 대외무역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 체
제의 점진적인 완화가 필요하다. 둘째, 외환 및 환율 제도의 수정을 통해 대
외무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나가야 한다. 셋째, 외국인 직접투자를 실
질적으로 장려해야 한다. 개발도상국 및 체제전환국이 무역, 특히 수출을 확
대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는 것이다. 넷째, 경
제특구를 확대하고 그 운영정책을 개선해야 한다.
제2장에서는 2000년대 국제사회의 대북 원조정책과 현황을 살펴보고, 대
북지원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국제사회의 대북 원
조는 북한의 식량난과 취약계층의 인도적 위기사항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였
다.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실시한 구호 원조의 70% 이상은 식량지원과
농업부문에 소요되었으며, 나머지 구호원조의 대부분은 보건․의료서비스 분
야에 사용되었다. 국제사회의 대북 원조는 북한이 2005년 6자회담 참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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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면서 급격히 감소하였다.
국제사회의 장기간에 걸친 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경제의 침체와 주민 생
활상의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또한 1990년대 중반 이후 대북지원
에 참여했던 공여국과 단체들의 대북지원 피로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구호
단체들의 대북지원 모금액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북한의 핵개발과 경색된
대외관계는 국제사회의 대북 원조의 양적 증대와 질적 향상에 걸림돌로 작
용하고 있다. 또한 북한 당국은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하면서도 공여단체의
현장 접근과 모니터링을 제한하는 경직된 태도를 보여왔다. 따라서 북한 당
국은 국제기구와 민간단체의 현장 모니터링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로 지원식
량의 전용과 공정한 분배에 대한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제사회
는 비핵화 과정에 북한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때 긴급구호 위주로 운영하
는 대북지원을 북한이 경제회복을 위한 역량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개
발지원 형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최근 북한 대외경제관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북․
중 경제협력에 대해 분석하였다. 최근 북한과 중국 간의 경제협력 논의가 활
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양국간 경제협력은 2009년 10월 원자바오 중국 총
리의 방북을 계기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2010년에도 북핵문제로 인한 국제
사회의 대북제재와 천안함 사건에 따른 한반도 정세의 긴장에도 불구하고,
김정일 위원장이 두 차례나 방중하여 정상회담과 함께 양국관계를 더욱 공
고히 하였다.
북․중 경제협력은 이미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지만 최근
의 경제협력은 그 규모나 내용, 방식 등에 있어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고
있다. 또한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도 심화는 2000년대 이후 북한의 대외경제
관계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다.
북․중 경제협력이 급격히 확대되기 시작한 것은 중국의 동북진흥계획 추
진과 맞물려 있다. 동북지역의 경제개발 본격화로 에너지원과 광물자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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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대되면서 중국 기업들의 북한 광물자원에 대한 수입
이 늘어났고, 에너지원의 확보를 위한 북한광산의 대북 투자도 증대되기 시
작하였다. 최근 북․중 경제협력과 관련해서 가장 주목되는 것이 SOC 부문
에 대한 투자와 접경지역 개발이다. 중국은 동북지역의 경제발전에 필요한
철도, 도로, 발전소, 항만, 공단조성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였으며, 이는
북․중 경제협력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양국
은 접경지역인 단둥-신의주(황금평)와 라선지역 개발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북․중 경제관계의 심화로 인해 북한경제의 중국경제 예속가능
성, 북한의 전략자원에 대한 중국의 선점, 향후 남북한 경제공동체 또는 통
일경제 형성에서의 장애요인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반면 북․중
간 경제관계의 심화가 북한경제의 안정 및 성장, 개혁․개방 유도, 통일비용
의 절감가능성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제4장에서는 북․일 경제관계를 다루었다. 북한과 일본 간의 경제협력은
2000년대 들어 북한 핵문제와 납치문제 등으로 인해 계속 축소되어 왔다.
특히 2006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을 이유로 일본은 북한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는 경제제재를 실시했고, 2009년 6월 이후는 대북수출까지 금
지함으로써 북․일 경제관계는 전면 동결되었다.
북․일 간에는 1990년대 이후 수차에 걸친 국교정상화회담과 2002년의
북일정상회담을 통해 경제협력을 통한 과거청산에 합의한 바 있다. 인도적
문제에 관한 합의는 별도로 하더라도, 북한과 일본의 경제관계는 국교정상화
이후 정부간 경제협력이 중요한 기폭제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일
본인 납치 및 핵문제 등의 현안으로 인해 국교정상화가 조기 실현될 가능성
이 높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만,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양국간의 역사청산이
다. 국교정상화 후의 중요한 경제협력 부분으로는 산업생산 정상화와 산업인
프라 개발, 인재육성 및 환경협력 등이며 이를 바탕으로 민간 기업의 투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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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이 활성화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일본과의 수교에 대
비한 경제개발정책의 청사진을 그려야 할 것이며, 일본은 경제협력자금이
북․일 간 그리고 동북아 지역의 경제협력의 틀에서 어떠한 공헌을 할 것인
가에 대한 전략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제5장에서는 북․미 경제협력을 분석하였다. 2000년대 북․미 양국관계에
서 도출한 주요 성과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는 미국의 제재를 포
함한 국제사회의 다양한 대북경제제재가 추진되는 상황에서도 미미한 수준이
나마 북․미 양국간 경제협력이 그 맥을 이어오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10년간 9․19공동성명이 발표되고 2․13합의
와 10․3합의가 체결되는 등 북핵문제 해결과 연관된 일련의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다는 점이다. 셋째는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일부가 해제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여전히 북․미 경제관계는 정치․안보 관계와 경제제재에 따른 제
약을 받고 있다. 향후 북․미 관계는 두 가지 상황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
된다. 하나는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이 폐지되고 북한에 있는 핵무기들이
CVID 형태로 해체‧ 이전되기 시작하면 북․미 관계는 정상화될 것이다. 이
는 미국을 포함해 국제사회의 다양한 대북제재 해제로 이어져 북․미 경제
협력 규모를 포함해 국제사회의 대북무역, 투자, 지원액이 급속히 늘어날 것
으로 전망된다. 반대로 북핵문제가 현(現) 상황에서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는다면 북․미 관계는 침체국면을 이어갈 것이다.
제6장에서는 북한과 EU의 경제협력을 다루고 있다. EU가 추진해온 대북
정책 기조는 ‘조건적 포용정책’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EU의 대북정책은 크
게 △ 한반도 비핵화 △ 대북경제지원 △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 유도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2000년대 북한과 EU 간 무역현황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북․EU
무역총액은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둘째, 2000년대 북한의 대
EU 수출액은 증가추세를 보이는 반면 EU로부터의 수입액은 감소세를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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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셋째, 북한 전체 무역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한편 EU의 대북 투자는 2000년대부터 활성화되었으며, 이는 EU의 ‘신(新)
아시아 전략’과 일치한다. EU 기업들의 주요 대북 투자분야는 △ 서비스 △
제조 △ 자원개발 △ 금융 △ 유통 △ 운송 △ 건설 △ 기타 등이며, 이는
북한의 시장을 선점하고,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며, 풍부한 광물자원을 확
보하려는 EU 기업들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북한과 EU 간 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
째, 북핵문제는 북한의 대외무역 및 외자유치를 제약하는 핵심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다. 둘째, EU가 추진하는 신아시아 전략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데 한계를 갖고 있다. EU가 신아시아 전략을 통해 북한에 강력히 요청하는
사안은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이다. 그러나 인권개선에 대한 양자간 다른 입
장은 향후 타협 가능한 유동적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양자간 충돌이
예상된다.
제7장에서는 북한과 동남아의 경제협력을 분석하였다. 2000년대 초ㆍ중반
만 하더라도 동남아는 북한의 주요 무역상대국이었으나 2006년 핵실험에 따
른 대북제재의 여파로 현재 북한 대외무역(남북 경제협력 포함)에서 동남아
가 차지하는 비중은 2%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무엇보다 북한이 부가가치
가 높고 경쟁력이 있는 대동남아 수출품을 개발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다. 북한은 2000년대 들어서도 1990년대 당시와 마찬가지로 광산물이나 그
가공품, 기타 단순 가공품 수출에 머물러 있다. 이러다 보니 북한의 동남아
최대 무역상대국인 태국과 북한의 무역보완도는 지난 10년간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는 산업구조 개선 등 수출경쟁력 개선을 위한 내부적 노력이
거의 경주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 일본, 중국의 대동남아 무역보완도가
빠르게 개선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따라서 향후 북한과 동남아 사이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핵문제
를 비롯한 외교적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함과 동시에 무엇보다 수출입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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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해야 한다. 북핵문제와 함께 북․동남아 교역을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원
인은 채무다. 그런데 현재와 같은 적자무역 구조하에서는 북한의 미결제 수입
대금은 점점 쌓여갈 수밖에 없다. 현재까지 북한은 이 문제를 방산물자 제공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해결해온 것으로 보이나 이는 현재와 같은 대북감시체
제하에서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따라서 결국 북한 당국 스스로
가 부가가치가 높고 경쟁력 있는 수출제품을 발굴해내는 방법밖에 없다.
제8장에서는 북ㆍ러 경제 관계를 분석하였다. 1990년대 초반 구소련의 붕
괴와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 한ㆍ러 관계의 급진전 등으로 북ㆍ러 관계는
소원해졌다. 이는 경제분야에도 반영되어 양국 경제관계는 1990년대에 지속
적으로 위축, 감소되었다. 그러나 푸틴 정부가 등장한 2000년대 이후 러시아
의 한반도 정책은 남북한 균형정책으로 전환되었다. 러시아는 북한과의 실질
적 경제협력과 관계증진을 적극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북ㆍ러 양국은
2000~02년에 세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정치․안보․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서 양국간의 포괄적 협력 강화를 문서로 약속하였다. 이와 같은 합의는
1990년대 초반 구소련의 붕괴와 함께 해체된 양국관계를 탈냉전 시기의 동
북아정세와 양국의 정치․경제 현실에 기초해서 새롭게 재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푸틴 정부 출범 이후 러시아의 대북정책에서 적극적인 분야는 경제협력과
북핵 6자회담이다. 러시아는 경제적‧안보적 이익 때문에, 삼각 경제협력에
상당한 관심을 두었다. 대표적으로 TKR-TSR 철도 연결사업, 북․러 가스
파이프라인 연결사업, 극동지의 전력공급망 연결사업 등을 들 수 있다. 그러
나 러시아가 관심을 갖는 사업들은 북한의 소극적인 자세와 투자재원 마련
등으로 인해 뚜렷한 진전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중국․러시아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등거리 외교를 추구하면서 중국
을 통해 서방 선진기술과 자본을 끌어들여 경제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중국에
편향될 가능성이 크며, 현재 그와 같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러시아 역시

22│ 북한의 대외경제 10년 평가(2001~10년)

북한을 두고 중국과 경쟁하지만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활용하여 러시아의 국
제적 지위를 제고하는 데 주안점이 있기 때문에, 양국의 관계발전이나 경제협
력에서 큰 변화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제9장은 본 보고서의 결론 부문으로 북한 대외경제 10년에 대한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2000년대 들어 북한은 실리와 효율성을 강조
하면서 대외경제부문의 활성화에 주력하였다. 그 결과 북한의 대외경제부문
은 1990년대의 침체에서 벗어나 2000년 이후부터는 일정한 성과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우선 대외무역은 1990년대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거나
정체상태였던 반면 2000년대는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는 점이 눈에
띈다.
또한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북한 당국이 대외경제협력 중에서 외자유치
에 제1의 중점을 두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외자유치 및 합영․합작사업을 통
해 △ 기술개건 및 현대화 △ 생산정상화 △ 외화 획득 △ 인민생활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하였다. 이는 과거 북한이 대외경제관계를 자립경제 완성의
보조적 수단으로 인식하고 정치적 친선관계 구축에 주력하였으나, 2000년대
에 들어서면서 대외경제관계를 경제발전의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인식하기 시
작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대외경제협력이 자립적 민족경제의 ‘보조적
수단’에서 자립경제를 보완․발전시키는 ‘적극적 수단’으로 전환되었다는 것
을 의미한다. 그 결과 200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외자유치도 이전 시기에
비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북한의 외자유치는 2002년 7․1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개혁 가능성과 중국의 동북3성 개발 등으로 크게 증가하기 시작
하였다.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 장기화에 따른 피로현상과
핵실험 및 인권문제, 분배투명성 등으로 다소 위축되었다. 1990년대 중반 이
후의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은 북한의 식량난과 취약계층의 인도적
위기사항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국제기구들과 관련국 구호단체의 대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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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활동은 북한이 이들 기구들과의 협력과정에서 국제사회와의 접촉을 증
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원사업들이 진행되는 동안 협의를 통한 계획 수립
과 사업 추진이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북한경제의 침체와 주민 생
활상의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최근 북한의 식량사정의 악화로 기
아사태의 재연 가능성이 제기되어 국제적 우려를 낮고 있다. 북한에 대한 국
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오랜 시간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식량난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핵개발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갈등의 증
가로 대북지원에 대한 방향과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증가하고 있다.
2000년대 북한의 양자간 경제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현상은 대중 의존도의
심화․확대이다. 사실 200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무역․투자 확대는 사실
상 북․중 경제협력에 따른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오히려 중국을 제외한 나
머지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은 위축되거나 정체되었다. 미국․일본․EU 및 동
남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에
따른 대북경제제재 강화로 인해 감소되거나 중단되었다. 특히 2000년대 초
반까지 제2의 무역대상국이었던 일본의 경우 두 차례에 걸친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일본인 납치문제와 핵문제 등으로 전면적인 경협중단 상태에 처해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의 대외경제협력은 2000년 이후 지난 10여 년간 다소 늘
어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외경제협력
은 다양한 형태의 대내ㆍ외적 제약요인으로 인해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
하고 있다. 우선 대내적 요인으로는 계획경제와 자립적 민족경제의 고수로
인한 대외경제의 활성화의 한계이다. 그러나 북한 대외경제를 제약하는 가장
큰 요인은 역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라고 할 수 있다.
북한 대외경제가 외자유치를 활성화하지 못한 것은 사실 경제적 요인보다
정치적 제약요인이 더욱 크다. 북한의 핵개발에 따른 북․미 관계 악화, 국
제사회의 대북제재 등은 외국인투자 유치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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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2008년 이후 남북관계 악화로 인한 군사적 도발행위에 따른 남북
관계의 긴장고조도 외자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북한 당
국이 무역확대 및 외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 북핵문제의 조기 해결 △
북․미 관계의 정상화와 대북경제제재의 해제 △ 북․일 국교정상화와 이에
따른 대일 배상금 문제의 해결 △ 개혁․개방 노선 공식화 등과 같은 근본
적인 대외경제 환경의 개선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
지 않는 한 북한의 대외경제협력은 정상적인 발전과 북한경제의 근본적인
회생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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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북한의 무역정책 평가와 과제
양문수

1. 문제제기
오늘날의 북한경제 운영에서 대외부문, 즉 대외경제관계는 결정적인 중요
성을 가진다. 심각한 경제위기로 내부 자원이 고갈된 상태에서 외부에서의
자원 유입이 경제의 사활적 관건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또 자연스러
운 것이다.
북한의 공식 문헌들도 1990년대에 들어 대외경제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더욱 절실한 요구라고 밝히고 있다.1) 그동안 대외경제관계에서 주된 대상이
었던 사회주의 시장이 붕괴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대외경제관계의 대
상은 자본주의 시장이 주축을 형성하게 되었고, 여기에 구사회주의 국가들도
체제전환 과정에서 대외무역의 자본주의적 방법을 수용하게 된 현실적 여건
변화도 겹쳐 북한의 인식 변화를 초래했다.

1) 서재영 외(2005), p.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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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북한정부는 경제위기 이후, 특히 2000년대 들어 경제적 생존의 동
력을 대외관계 개선, 특히 대외무역 확대를 통해 확보하고자 노력해 왔다.
그렇다면 북한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을까. 이 장의 문
제의식은 여기에서 출발한다.
이하 제2절에서는 2000년대 북한 대외무역정책의 전개과정을 간단히 정
리한 뒤 제3절에서 북한 무역정책의 실적에 대해 평가해 본다. 이어 제4절
에서는 북한 무역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본 뒤 제5절에서는 북한 무역정책의
향후 과제를 제시하기로 한다. 한편 이 장에서는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남·북
교역을 제외하고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2. 2000년대 북한 무역정책의 전개과정
가. 무역의 분권화
대외무역의 활성화를 위해 북한정부가 취한 대표적인 정책은 무역의 분권
화 조치이다. 물론 무역의 분권화 조치가 경제위기 이전에도 없었던 것은 아
니지만 본격적인 무역 분권화 조치는 ‘새로운 무역체계’라는 이름으로 1991
년에 등장했다. 이는 대외무역을 총괄하는 대외경제위원회는 물론이고 생산
을 담당하는 내각 산하의 부, 위원회, 지역의 행정단위인 도에 무역회사를
설치하여 다른 나라들과 직접 무역을 수행하는 체계이다.
새로운 무역체계의 특징은 생산자들이 대외무역을 직접 수행하는 무역체
계와 방법이라는 데 있다. 다만 생산을 직접 담당하는 최종단위인 공장․기
업소에 무역권한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장․기업소의 상부기관이자 전국
적 단위인 부, 위원회, 지역의 행정단위인 도에게 무역권한이 주어진다. 즉
부, 위원회, 도가 자신의 부문․지방에서 생산한 제품을 직접 팔고, 또한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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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제품을 직접 사서 쓰게 하는 체계다.
특히 이러한 무역분권화는 ‘자력갱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에 주
목해야 한다. 즉 국가는 부, 위원회, 도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수출원천을 찾
아 외화를 벌어 ‘생산을 정상화’할 것을 요구했다. 나아가 각종 기관, 기업
소, 지방에 대해 외화를 벌어 ‘먹는 문제’와 ‘입는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
하도록 요구했다는 특징이 있다.
나아가 2002년 7․1조치 시행을 계기로 무역의 분권화 조치가 추가로 취
해졌다. 우선 무역분권화를 통해 무역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관련 행정업무
가 일원화되었다. 무역활동을 시, 군 및 기업소 단위까지 허용하고 하부단위
경쟁을 통한 무역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또한 수출입수속 등 무역행정업
무는 무역성으로 일원화하여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무역질서를 확립
하고자 했다.2)
특히 개별 공장ㆍ기업소가 직접 대외무역을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 눈에
띈다. 조선신보는 “지난 시기 조선에서 무역활동은 전문기관만이 담당, 수
행하였다. 경제관리를 개선하는 일련의 조치가 취해지면서 개별적인 공장․
기업소들도 필요에 따라 무역성의 통일적인 지도 밑에 무역활동을 벌일 수
있게 되었다”3)라고 전하고 있다.
아울러 무역회사 입장에서 보면 7․1조치로 공식적인 시장판매를 위한 수
입도 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실제로 내각결정 제27호(2003. 5. 5)
는 무역회사가 수입한 상품이 도매시장을 거쳐 (종합)시장에 판매할 수 있다
고 밝히고 있다. 무역회사는 과거 공식적으로는 자신의 관련 기관․기업소,
주민의 생산과 소비를 위해 자신의 수입품을 ‘공급’하기 위한 수입, 즉 일종
의 자가소비를 위한 수입을 수행했고 시장판매를 위한 수입은 음성적으로

2) 통일부, 통일연구원(2005), pp. 35~36.
3) 조선신보(2003.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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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왔다. 그런데 이제 무역회사들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입품을 직접 ‘판매’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게다가 무역회사들이 수입품을 일반 주민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상점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다방면에 걸쳐 무역회사의 권한 및 자율성이 확대되고 활동영
역도 넓어지게 되었다. 북한정부는 공식적으로는 ‘무역의 분권화’가 아니라
고 주장하지만 무역의 분권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은 부정하기 어
렵다.

나. 무역 관련 법 ․ 제도의 정비
경제위기 이후 대외무역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북한은 대외무역 관련법
의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우선 북한은 1997년 12월에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무역법｣을 채택했고, 이후 1999년과 2004년에 개정작업
을 통해 내용을 수정, 보완했다. 아울러 2000년 12월에는 최고인민회의 상
임위원회 정령으로 ｢가공무역법｣을 채택했고, 2001년 7월에는 최고인민위원
회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세관법｣을 개정했다. 북한의 무역 관련 법규의
제․개정은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태에서 무질서하게 추진한 대외무역을
보다 체계적으로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도와 국제시장에서 통용되고 국제사회
의 기준에 부합되는 규범과 방식에 의거해서 대외무역을 추진하겠다는 의지
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은 2004년 ｢무역법｣을 개정해 무역계획을 인민경제계획의 주요 항목
으로 규정하고, 국가 계획기관이 무역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다만 국가계획
위원회의 계획은 수출입총액 및 중요물자 지표만 밝히고, 기타의 지표는 해
당기관․기업․단체 및 무역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무역기관
의 자율성을 높여주었다. 또한 무역거래의 확대를 위해 국가납부금 및 관세
의 조절, 장려금의 적용 등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무역실적에 따른 인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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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 제도를 도입하였다.4)
이에 앞서 북한은 2000년 12월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가
공무역법｣을 제정했다. 이러한 가공무역법은 그동안 법규로 규정되지 않았지
만 실제로 이루어지던 가공무역을 현실화, 공식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기서 위탁가공무역 활성화를 통한 무역 확대를 도모하는 북한 당국
의 의도와 실리주의를 중시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북한은 가공무역의 중요성을 누차 강조하면서 “가공무역은
우리나라의 원료자원을 전혀 쓰지 않고 우리나라의 여유가공 능력을 이용하
여 보다 많은 외화를 벌게 함으로써 대외무역 확대에 유리한 방법이다. 특히
삯가공 무역은 공장, 기업들의 생산을 정상화하고 제품의 질을 높이며 기술
을 향상시키고 가공품 형태로 외화를 많이 벌게 하는 방법으로 적극 발전시
켜야 한다”5)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가공무역법｣에는 “가공무역을 하여 국가에 큰 이익을 준 무역회사
와 공장, 기업소에는 상금을 주며”(제5장 38조)라고 되어 있고 더욱이 “계약
상대측에서 받아 가공무역에 쓰이는 기계설비, 운전기재 같은 고정재산은 감
가상각금 납부대장에서 제외”(제4장 27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북한이 가
공무역을 촉진, 장려하기 위해 가공무역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나아가 북한은 2001년 7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세관법｣
을 개정했다. 개정된 ｢세관법｣에서는 “국가는 수입과 수출을 장려하는 물자
에는 관세를 면제하거나 낮게 부과하며 수입과 수출을 제한하는 물자에는
관세를 높게 부과한다”(제1장 4조)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공무역․중계무
역․보세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투자 기업이 생산과 경영을 위해 들여

4) 임금숙(2010), pp. 64~65.
5) 정승혁(2004), 제2호, p.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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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물자와 생산하여 수출하는 물자; 가공무역, 중계무역, 재수출을 목적으
로 들여오는 물자;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에 따라 공세를 물지 않게 되어 있
는 물자; 국가가 따로 정한 물자는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제4장 34조)라
고 규정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다. 대외무역에서의 실리주의 확대
북한의 공식 문헌들도 대외무역에 대한 북한의 인식에서 많은 변화가 발
생했음을 보여준다.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실리주의이다. 경제위기로 인해
국내의 자원이 고갈되고, 전력이 모자라고, 특히 공장가동률이 극단적으로
저하되고, 아울러 전통적인 사회주의 시장은 붕괴된 데다 외화부족현상은
여전히 심각한 상태에서 대외무역에 대한 정책에 변화가 발생하는 것은 매
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러한 변화는 2000년대 들어 더욱 뚜렷하게 나
타났다.
특히 상황에 따라서는 원자재․설비를 수입하기보다는 완제품을 수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는 등 각종 생산의 물리적 조건, 생산비용 등을 타
산해서 국내생산 혹은 해외수입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종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다. 더욱이 국가적 자존심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주체의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던 일이다.
“인민경제를 현대화하는 데 요구되는 설비와 기술을 100% 우리의 설비와 기
술로 해결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비경제적이다 (…) 우리가 아직 생산
할 수 없거나 생산비가 지나치게 많이 드는 소비품들은 무역을 통해 다른 나라
에서 수입해야 한다.”6)

6) 김명호(2003), 제1호, 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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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당은 변화된 현실적 조건에 맞게 경공업 문제를 풀기 위해 지금의 경
공업제품 지표를 대폭 줄여 필요한 것, 실리가 보장되는 것만 자체로 생산하고
그 밖의 생활필수품은 다른 나라에서 사올 방침을 취했다.”7)

“어떤 소비품이 다른 나라에서 원료, 자재를 사서 생산하는 것보다 완제품을
사오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익한가 하는 것을 잘 따져보고 완제품을 사오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익한 것은 수입을 통해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8)

“경제실리를 최대로 높일 수 있도록 부문구조를 편성하기 위해서는 또한 비
싼 원료, 자재를 수입하여 전기를 많이 쓰면서 생산하는 것보다 완제품을 수입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경공업제품들은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사오도록 경공업생
산 부문구조를 개선해야 한다.”9)

또한 자력갱생에 대한 인식에도 변화가 불가피했다. 경제적 실리를 최대화
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들여온 현대적 과학기술에 기초해야 한다는 등 경
제적 실리 우선 방침은 자력갱생의 개념을 재해석하게 만들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업적 (…) 우리의 자력갱생을 철저히 최신과학기술에 기
초한 것으로 되도록 하신 것 (…)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 오늘의 자력갱생
이라는 말과 지난 시기의 자력갱생이라는 말의 뜻과 내용을 같이 볼 수 없다고
하시면서 철저히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을 할 데 대하여 간곡히 가르
쳐 주시였다 (…) 떨어진 것을 창의․고안하는 식의 자력갱생이 아니라 실리를
보장하는 현대적인 과학기술에 기초한 참다운 자력갱생”10)

7) 리명숙(2003), 제4호, p. 35.
8) 최영옥(2004), 제2호, p. 34.
9) 홍천봉(2008), 제1호, p. 16.
10) 리창혁(2006), 제1호, p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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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외무역에서 실리주의를 관철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공
식 문헌에서 잇따라 제시되었다. 예컨대 무역거래 실리원칙에 관하여 “수출
무역 거래에서는 적은 자재와 자금, 노력을 들여 더 많은 외화를 벌어들이거
나 순외화 획득 단위당 사회적 노동 지출을 줄이며 수입무역 거래에서는 외
화 지출을 최소로 줄이면서 질 좋은 상품을 수입하는 것”11)이라고 지적한다.
수출에서 실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는 “수익성이 높은 제품을 수
출하여 이윤 수입을 늘려야 하며 수출품의 판로선택에서도 가장 합리적인
유통 경로를 정해야 한다”12)라고 제시되었다. 또한 수입에서 실리를 보장하
기 위한 방법에 대해 “수입무역에서는 보다 적은 품을 들이면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공업부문, 전기를 적게 쓰고 값 눅은 원료, 연료를 쓰면서 보
다 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업부문들을 현대적으로 개건하는 데 필요한
최신기계설비들을 수입해야 한다”라고 제시한다.13)

라. 수출시장 다변화 및 수출방법 다각화
무역을 확대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수출시장 확
대 및 다변화이다. 이는 사회주의 시장이 붕괴되면서 오직 자본주의 시장만
존재하게 되었고, 구사회주의 국가들도 체제전환 과정의 대외무역에서 자본
주의적 방법을 수용하게 된 현실적 여건 변화에 따른 것이다.
“새 세기에 맞게 무역사업을 발전시키자면 무엇보다 먼저 여러 나라를 대상
하여 무역을 하여야 한다. (…) 대외시장을 몇 개 나라에 국한하면 그 나라들의
정치정세의 변화에 따라 나라의 경제발전에 큰 영향이 미칠 수 있다. (…) 우선

11) 김철용(2003), 제4호, p. 32.
12) 백만호(2003), 제2호, p. 48.
13) 리명숙(2003), 제4호, 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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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로씨야, 중국과의 무역을 발전시켜야 한다. (…) 유럽을 비
롯한 발전된 자본주의 나라들과의 무역도 발전시켜야 한다.”14)

또한 무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출을 늘
려 외화를 획득하는 것이 중요한데 김정일 위원장도 그러한 지적을 한 바
있다. 또한 공식 문헌들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점을 강조하곤 했다.
“대외경제부문과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대외경제사
업을 적극 발전시키며 주요수출품 생산을 늘이고 수출원천을 백방으로 탐구동원
하여 더 많은 외화를 벌도록 하여야 합니다.”15)

“여러 가지 가공무역형태 즉 다른 나라의 주문자가 제공하는 원료와 자재, 부
분품 등으로 제품을 만들어 넘겨준 대가로 가공료를 받는 삯가공무역, 수입한
상품을 가공하지 않고 다시 수출하는 되거리무역, 원료 또는 반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의 공장들에서 위탁가공한 제품을 수출하는 가공수출무역, 대금결제를 하지
않고 같은 액수의 상품을 맞바꾸는 맞바꿈무역(바터무역), 관세 없이 수입한 원
료, 자재, 반제품을 완제품으로 가공하여 다시 수출하는 보세가공무역 등을 능
동적으로 배합하여 무역거래를 다양하게 조직하여야 한다.”16)

14) 서재영 외(2005), p. 249.
15) 김정일(2004), p. 213.
16) 김철준(2008), 제1호,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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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의 무역정책 실적 평가
가. 수출입 규모
북한의 대외무역은 1990년대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거나 정체상
태였던 반면 2000년대는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는 점이 눈에 띈
다.17) 물론 대외무역이 전년대비 감소세를 보였던 해도 있지만 2000년대는
큰 흐름으로 보아 대외무역이 상당한 폭으로 증가했다. 전년대비 감소세를
보인 해는 2009년(-10.5%)을 제외하고는 2002년(-0.4%), 2006년(-0.6.%),
2007년(-1.8%)의 경우처럼 소폭의 감소세를 보였고, 전년대비 증가세를 보
인 해는 2001년(15.1%), 2004년(19.5%), 2008년(29.7%), 2010년(22.2%)
등과 같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해가 많았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표 1-1
참고).
아울러 2001년의 무역액은 22억 7,000만 달러였으나 2010년에는 이보다
두 배 정도인 41억 7,300만 달러로 크게 늘었다. 더욱이 2010년의 무역액
은 경제위기가 시작되기 직전인 1990년의 대외무역실적(41억 7,000만 달러)
에 도달했다. 대외무역액만 놓고 보면 20년 만에 경제위기 직전의 수준을
회복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다만 2010년의 수출액은 15억 1,300만
달러로 1990년의 실적(17억 3,300만 달러)의 87.3%에 해당하는 수준이고,
수입액은 26억 6,000만 달러로 1990년의 실적(24억 3,700만 달러)의
109.2%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요컨대 2010년에 수입액은 경제위기 직전의
수준을 회복했으나 수출은 경제위기 직전의 수준을 아직 회복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000년대 대외무역액의 빠른 증가세는 수출입 모두의 증가에 따른 것이다.

17) 조금 더 세밀하게 보면 1990년대 후반부터 무역 규모가 다소 확대하기 시작해 2001년에는 1990년대
중후반 수준을 회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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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액은 2001년 6억 5,000만 달러 수준이던 것이 2004년에는 10억 달러를
넘어섰고, 2010년에는 15억 달러를 넘어섰다. 수출이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
인 해는 2005년(-2.1%), 2006년(-5.2%), 2007년(-3.0%), 2009년(-6.0%)과
같이 비교적 소폭의 감소세를 보였고, 수출이 전년대비 증가세를 보인 해는
2001년(14.9%), 2002년(13.1%), 2004년(31.3%), 2008년(23.0%) 등과 같
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특히 2010년에는 전년대비 42.4% 증가라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나타낸 사실이 돋보인다.

❚ 표 1-1. 북한의 연도별 무역실적(2001~10년) ❚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수출
금액
증감률
650
14.9
735
13.1
777
5.5
1,020
31.3
998
-2.1
947
-5.2
918
-3.0
1,130
23.0
1,063
-6.0
1,513
42.4

수입
금액
증감률
1,620
15.2
1,525
-5.9
1,614
5.9
1,837
13.8
2,003
9.1
2,049
2.3
2,022
-1.3
2,685
32.8
2,351
-12.5
2,660
13.2

수출입합계
금액
증감률
2,270
15.1
2,260
-0.4
2,391
5.8
2,857
19.5
3,001
5.1
2,996
-0.2
2,940
-1.8
3,815
29.7
3,414
-10.5
4,173
22.2

무역수지
금액
증감률
-970
15
-790
-19.0
-837
6.0
-817
-2.0
-1,005
23.0
-1,102
10.0
-1,104
0.0
-1,555
41.0
-1,288
-17.0
-1,147
-11.0

자료: KOTRA(각 연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수입액은 2001년 16억 2,000만 달러 수준이던 것이 2005년부터는 20억
달러를 넘어섰고, 2008년에는 26억 달러를 초과했다. 수입액이 전년 대비
감소세를 나타낸 해도 있었지만 전년대비 증가세를 나타낸 해가 더 많았다.
전년대비 증가율 기준으로 보면 2003년(5.9%), 2006년(2.3%) 등과 같이 소
폭의 증가세를 나타낸 해와, 2001년(15.2%), 2008년(32.8%) 등과 같이 대
폭적인 증가세를 나타낸 해가 병존하는 양상을 보였다.
2000년대는 수출, 수입 모두 증가했지만 수출의 증가세가 수입의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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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더 빨랐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2010년의 수출실적은 15억 1,300만
달러로 2001년 실적 6억 5,000만 달러보다 132.8% 늘어났지만 2010년의
수입실적은 26억 6,000만 달러로 2001년의 실적 16억 2,000만 달러보다
64.2% 늘어나는 데 그쳤다. 연평균 증가율로 보면 보다 명확해지는데 2001
년부터 2010년까지 수출액은 연평균 9.8%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수입액은
연평균 5.7% 증가에 그쳤다. 한편 같은 기간 수출입을 합한 무역액은 연평
균 7.0% 증가했다.
한편 북한의 수출입구조는 만성적인 무역수지적자라는 특징이 있다. 1990
년부터 2010년까지 북한은 매년 무역수지적자를 기록하고 있다.18) 2000년
대는 수출의 증가세가 수입의 증가세를 앞지르기는 했지만 수출보다 수입의
비중이 더 큰 북한 무역구조의 특성상 무역적자의 발생이 불가피했다. 다만
무역적자 규모 자체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기보다는 전년대비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표 1-1 참고).

❚ 그림 1-1. 북한의 연도별 무역실적(2001~10년) ❚
(단위: 백만 달러)

자료: KOTRA(각 연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18) 매년 발생하는 엄청난 규모의 무역수지적자를 북한이 어떻게 메우는지는 북한경제를 이해하는 핵심
적 요소의 하나지만 이 문제는 아직까지 제대로 해명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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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적자는 2001년에 9억 7,000만 달러를 기록한 후 2002~04년에 8억
달러 전후한 수준으로 다소 줄었다. 하지만 2005년에 10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또다시 증가하기 시작해 2008년에는 15억 5,500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
를 기록했다가 2009년(12억 8,800만 달러), 2010년(11억 4,700만 달러)에
는 다소 감소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한편 2000년대에는 수입규모가 계속 커지면서 2004년과 2010년을 제외
하고는 매년 무역적자 규모가 수출 규모를 상회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예컨
대 2002년에는 무역적자액이 7억 9,000만 달러였고, 수출액은 7억 3,500만
달러였으며 2009년에는 각각 12억 8,880만 달러와 10억 6,300만 달러였다.

나. 상품별 교역구조
2000년대 북한의 최대 수출품목은 시기에 따라 다소 변동이 있었는데
2001~04년까지는 동물성 제품이, 2005~10년까지는 광물성 생산품이 제1의
수출 품목 지위를 차지했다. 제2의 수출폼목은 2001~03년까지는 섬유제품
이, 2004~10년까지는 비(卑)금속류가 차지하고 있다.
수산물, 어패류 등 동물성 제품은 2004년까지만 해도 매년 1억 5,000만
~3억 3,000만 달러의 실적을 기록하면서 북한의 전체 수출의 25~37%의 높
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2005년부터는 일본에 대한 수출 급감
등으로 절대금액 및 비중 공히 급격히 감소해 2006년 이후는 1억 달러 미
만의 실적과 10% 이하의 비중을 기록하게 되었다. 반면 철광석, 무연탄 등
광물성 생산품은 2003년까지만 해도 규모와 비중이 그다지 크지 못했으나
2004년부터 급격히 늘어나면서 2005년에는 2억 4,367만 달러의 실적으로
북한 전체 수출의 24.4%를 기록하면서 북한 최대의 수출품으로 도약했다.
이후 수출액과 비중 모두 크게 늘어나면서 2010년에는 7억 달러 가까운 실
적에 북한 전체 수출의 46%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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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2. 북한의 연도별 수출품목 현황 ❚
(단위: 천 달러,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동물성
제품

158,359 261,106 287,680 336,581 135,847 69,038 30,430 40,743 59,427 65,207
(24.4) (35.5) (37.0) (33.0) (13.6)
(7.3)
(3.3)
(3.6)
(5.6)
(4.3)

식물성
제품

42,029 27,481 24,528 27,542 32,692 26,911 11,498 15,877 27,687 21,121
(6.5)
(3.7)
(3.2)
(2.7)
(3.3)
(2.8)
(1.3)
(1.4)
(2.6)
(1.4)

광물성
생산품

50,464 69,814 55,518 152,282 243,666 244,435 349,581 466,544 445,727 695,859
(7.8)
(9.5)
(7.1) (14.9) (24.4) (25.8) (38.0) (41.3) (41.9) (46.0)

화학,
플라스틱

44,600 42,373 31,154 38,750 72,117 86,123 87,081 85,499 72,231 88,440
(6.9)
(5.8)
(4.0)
(3.8)
(7.2)
(9.1)
(9.5)
(7.6)
(6.8)
(5.8)

목제품
섬유제품

5,596 10,166 15,163 16,044 15,345 27,382 20,549
(0.9)
(1.4)
(2.0)
(1.6)
(1.5)
(2.9)
(2.2)

7,975
(0.7)

9,602
(0.9)

5,965
(0.4)

140,530 123,061 133,121 114,948 123,294 126,906 109,312 120,248 149,470 229,956
(21.6) (16.7) (17.1) (11.3) (12.3) (13.4) (11.9) (10.6) (14.1) (15.2)

귀금속류

14,077
(2.2)

14,556
(2.0)

15,967
(2.1)

비금속류

60,245
(9.3)

57,400
(7.8)

89,657 164,268 186,968 136,592 154,953 190,369 162,336 264,239
(11.5)
(16.1)
(18.7)
(14.4)
(16.9)
(16.8)
(15.3)
(17.5)

기계,
전기전자

97,914
(15.1)

85,615
(11.6)

93,112 121,726 132,803
(12.0)
(11.9)
(13.3)

93,141
(9.8)

55,566
(6.0)

79,359
(7.0)

54,560
(5.1)

98,249
(6,5)

기타

36,394
(5.6)

43,420
(5.9)

31,092
(4.0)

96,256
(10.2)

97,610
(10.6)

88,576
(7.8)

57,008
(5.4)

40,451
(2.7)

합계

5,738
(0.6)

42,321
(4.1)

4,562
(0.5)

51,098
(5.1)

40,011
(4.2)

2,191
(0.2)

35,023
(3.1)

24,738
(2.3)

4,145
(0.3)

650,208 734,992 776,992 1,020,200 998,392 946,795 918,771 1,130,213 1,062,786 1,513,63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 안은 비중.
자료: KOTRA(각 연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 표 1-3. 북한의 연도별 수입품목 현황 ❚
(단위: 천 달러,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동물성
제품

73,904 103,435 107,888 159,450 130,845 140,193 74,903 46,013 39,900 30,781
(4.6)
(6.8)
(6.7)
(8.7)
(6.5)
(6.8)
(3.7)
(1.7)
(1.7)
(1.2)

식물성
제품

221,024 118,406 120,518 140,442 148,177 75,536 195,887 155,733 155,064 167,746
(13.6)
(7.8)
(7.5)
(7.6)
(7.4)
(3.7)
(9.7)
(5.8)
(6.6)
(6.3)

유지,조제 89,868 72,277 96,135 173,117 131,095 115,045 148,033 236,613 220,938 154,837
식료품
(5.5)
(4.7)
(6.0)
(9.4)
(6.5)
(5.6)
(7.3)
(8.8)
(9.4)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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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3. 계속 ❚
2001

광물성
생산품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31,100 235,908 337,952 409,550 502,444 532,085 491,350 694,839 352,225 547,678
(14.3) (15.5) (20.9) (22.3) (25.1) (26.0) (24.3) (25.9) (15.0) (20.6)

화학공업 123,403 122,110 104,306 106,413 113,770 147,294 144,997 202,484 193,470 175,551
제품
(7.6)
(8.0)
(6.5)
(5.8)
(5.7)
(7.2)
(7.2)
(7.5)
(8.2)
(6.6)
플라스틱
제품

65,980 65,980 70,712 78,052 108,144 141,609 128,907 130,637 113,426 144,605
(4.1)
(4.3)
(4.4)
(4.2)
(5.4)
(6.9)
(6.4)
(4.9)
(4.8)
(5.4)

섬유류

203,901 158,483 128,113 93,232 153,175 149,894 180,755 318,848 362,538 328,138
(12.6) (10.4)
(7.9)
(5.1)
(7.6)
(7.3)
(8.9) (11.9) (15.4) (12.3)

비금속류

100,355 88,224 172,659 128,364 159,583 145,808 138,796 176,729 204,831 178,280
(6.2)
(5.8) (10.7)
(7.0)
(8.0)
(7.1)
(6.9)
(6.6)
(8.7)
(6.7)

기계, 243,826 234,673 282,356 262,911 299,923 335,975 242,414 309,246 344,829 482,668
전기전자 (15.0) (15.4) (17.5) (14.3) (15.0) (16.4) (12.0) (11.5) (14.7) (18.1)
차량

88,427
(5.5)

76,051
(5.0)

61,809
(3.8)

77,254
(4.2)

84,725
(4.2)

69,451 102,101
(3.4)
(5.0)

91,898 124,345 212,773
(3.4)
(5.3)
(8.0)

기타

178,503 249,849( 131,935 208,126 171,405 196,118 174,163 322,638 239,466 237,717
(11.0)
16.4)
(8.2)
(11.3)
(8.6)
(9.6)
(8.6)
(12.0)
(10.2)
(8.9)

합계

1,620,291 1,525,396 1,614,382 1,836,911 2,003,286 2,049,008 2,022,306 2,685,478 2,351,032 2,660,77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 안은 비중.
자료: KOTRA(각 연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 그림 1-2. 북한의 수출상품 구조 변화: 2001년 → 2010년 ❚
(단위: %)

자료: KOTRA(각 연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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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3. 북한의 수입상품 구조 변화: 2001년 → 2010년 ❚
(단위: %)

자료: KOTRA(각 연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경제위기 이후 1994년부터 북한의 최대 수출품목 자리를 지켜왔던 섬유제
품은 주로 위탁가공제품의 수출로 2000년대 들어 그 비중이 다소 감소했다.
2003년까지만 해도 북한의 전체 수출의 17~21% 정도를 차지했으나 2004
년 이후 일본에 대한 수출 격감 등으로 그 비중이 11~13% 수준으로 줄었
다. 다만 2009~10년에는 14~15% 수준으로 약간 상승했다. 한편 철강, 연,
아연 등 비금속류는 2003년부터 수출실적이 다소 늘어나면서 2004년 이후
그 비중이 15% 전후를 나타내고 있다.
시기적으로 약간의 변화는 있었지만 북한의 주력 수출상품은 철광석, 무연
탄 등 광산물과 철강, 아연 등 지하자원, 수산물, 어패류 등 1차 산품 위주
로 되어 있다. 즉 위탁가공교역인 위류제품과 같이 공산품이 없는 것은 아니
지만 기본적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1차 산품 위주의 개도국형 수출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입의 경우, 2001년, 2009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광물성 생산품이 최대
수입품목을 나타내고 있으며 2009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기계, 전기전자가
제2의 수입품목을 나타내고 있다. 에너지와 기계설비가 2대 수입품목이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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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은 경제위기 이전부터 나타났던 현상으로서 특별히 새로울 것은 없다.
다만 경제위기 이후에는 식량과 비료가 최대 수입품목은 아니지만 꽤 중요
한 수입품목으로 등장했다는 점이다.
2000년대 북한에서 원유, 석유제품, 코크스 등 광물성 생산품의 수입액은
큰 흐름으로 보아 대폭 증가하고 있지만 이는 수입물량 증가에 따른 것이라
기보다는 국제 원유가의 상승에 따른 것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19) 광물성
생산품은 거의 매년 최대 수입 품목의 자리를 차지하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전체 수입의 25%를 넘지 않는 선에서 유지되고 있다. 제2의 수입
품목인 기계, 전기전자의 경우도 대체로 보아 전체 수입의 15% 전후에서
유지되고 있다.
그 뒤를 이어 위탁가공교역과 관련된 섬유류가 제3위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때로는 곡물 등 식물성 제품이 제3의 수입품목이 되기도 했다. 비
료 등 화학공업제품도 무시하지 못할 수입품목이 되었다. 전반적으로 보아
북한의 수입품목은 수출품목보다는 약간 다변화되어 있다.
한편 북한의 수입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비록 기계, 전기전자 등 설비류의
수입이 일정부분 유지되지만 수입증가의 상당부분은 에너지, 식량, 비료 등이
차지한다는 점이다. 이는 자본재의 수입을 통해 산업을 정상화시키고 수출경
쟁력을 확보해가는 장기적 과제보다는 그때그때 필요한 부족분야를 중심으로
수입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북한의 절박한 사정을 반영하는 것이다.20)

다. 국가별 교역구조
2000년대 북한의 국가별 교역구조에서 나타난 최대의 특징은 다음과 같

19) 2003년 이후 북한의 대중 원유수입량은 50만 톤이 약간 넘는 수준에서 거의 고정되어 있다는 점에
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20) 고일동 외(2009), p. 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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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4. 북한의 10대 무역상대국의 추이 ❚
(단위: %)

순위 2001
중국
1
(32.6)
일본
2
(20.9)
인도
3
(7.0)
태국
4
(5.9)
싱가포르
5
(5.1)
독일
6
(4.6)
홍콩
7
(3.5)
러시아
8
(3.0)
스페인
9
(1.9)
영국
10
(1.9)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중국
(32.6)
일본
(16.3)
태국
(9.6)
인도
(8.5)
러시아
(3.6)
네덜란드
(1.5)
독일
(7.4)
싱가포르
(3.7)
이탈리아
(0.8)
홍콩
(2.3)

중국
(42.8)
일본
(11.1)
태국
(10.6)
인도
(6.7)
러시아
(4.9)
네덜란드
(4.2)
독일
(4.0)
싱가포르
(2.6)
이탈리아
(1.3)
홍콩
(1.2)

중국
(48.5)
태국
(11.5)
일본
(8.8)
러시아
(7.5)
인도
(4.7)
독일
(3.2)
싱가포르
(2.0)
프랑스
(1.2)
스웨덴
(1.0)
네덜란드
(0.7)

중국
(52.6)
태국
(11.0)
러시아
(7.7)
일본
(6.5)
싱가포르
(2.7)
독일
(2.6)
네덜란드
(1.4)
프랑스
(1.3)
인도
(1.2)
스웨덴
(1.2)

중국
(56.7)
태국
(12.5)
러시아
(7.0)
일본
(4.1)
인도
(3.9)
독일
(2.5)
싱가포르
(2.2)
네덜란드
(1.1)
스웨덴
(0.8)
대만
(0.8)

중국
(67.1)
태국
(7.8)
러시아
(5.4)
인도
(4.3)
브라질
(2.3)
싱가포르
(1.9)
독일
(1.7)
네덜란드
(0.9)
대만
(0.8)
알제리
(0.7)

중국
(73.0)
싱가포르
(3.2)
인도
(3.2)
러시아
(2.9)
브라질
(2.1)
태국
(2.0)
독일
(1.4)
미국
(1.4)
네덜란드
(0.9)
홍콩
(0.6)

중국
(78.5)
독일
(2.0)
러시아
(1.8)
인도
(1.8)
싱가포르
(1.7)
홍콩
(1.6)
브라질
(1.5)
태국
(1.3)
방글라데시
(1.1)
네덜란드
(0.8)

중국
(83.0)
러시아
(2.6)
독일
(1.4)
인도
(1.4)
태국
(1.2)
싱가포르
(1.2)
방글라데시
(0.9)
홍콩
(0.7)
이탈리아
(0.6)
멕시코
(0.6)

주: ( ) 안은 비중.
자료: KOTRA(각 연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다. 즉 북한은 중국이라는 특정 국가에 편중된 무역구조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된다는 점이다.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특히 구소련의 해체 이후 중국은 북한의 입장에
서 보면 최대의 정치적 후견인이자 최대의 경제적 지원자이면서 동시에 최
대의 교역 파트너였다. 북한의 전체 대외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에는 11.6%에 불과했으나 구소련이 붕괴한 1991년에는 23.6%로 증
가했다. 이때부터 1995년21)을 제외하고 매년 북한의 전체 대외무역에서 중
국이 1위 자리를 유지했다.

21) 1995년에는 5억 9,500만 달러의 실적을 기록한 일본이 5억 5,000만 달러 실적에 그친 중국을 제치
고 북한의 제1의 무역상대국 지위를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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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5. 북한의 주요 무역상대국 ❚
(단위: 천 달러, %)

순위

2001

중국

737,457 737,994 1,022,927 1,385,206 1,580,341 1,699,604 1,973,974 2,787,279 2,680,734 3,465,677
(51.1)
(0.1)
(38.6)
(35.4)
(14.1)
(7.5)
(16.1)
(41.2)
(-3.8)
(29.3)

일본

474,695 369,541 265,318 252,634 193,619 121,592
(2.4) (-22.2) (-28.2)
(-4.8) (-23.4) (-37.2)

러시아

68,335
(47.6)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9,311
(-92.3)

2008

7,664
(-17.7)

80,690 118,367 213,417 232,302 210,639 159,607 110,524
(18.1)
(46.7)
(80.3)
(8.8)
(-9.3) (-24.2) (-30.8)

태국

130,062 216,582 254,317 329,891 329,179 374,249 228,668
(-37.4)
(66.5)
(17.4)
(29.7)
(-0.2)
(13.7) (-38.9)

인도

157,853 191.341 158,491 135,014
(-6.3)
(21.2) (-16.6) (-15.3)

2009

2,722
(-64.5)

2010

0
(-100.0)

61,688 110,579
(-44.2)
(79.3)

76,769
(-66.4)

44,290
(-42.3)

51,286
(15.8)

36,209 116,502 126,388 120,200
(-73.2) (221.7)
(8.5)
(-4.9)

60,439
(-49.7)

58,476
(-3.2)

홍콩

80,529
(-29.9)

51,109
(-36.5)

28,665
(-43.9)

16,834
(-41.3)

14,807
(-12.0)

10,756
(-27.4)

17,593
(63.6)

40,314
(129.1)

56,305
(39.7)

30,834
(-45.2)

싱가
포르

115,348
(134.8)

83,822
(-27.3)

61,215
(-27.0)

56,377
(-7.9)

80,031
(42.0)

66,612
(-16.8)

55,673 120,355
(-16.4) (116.2)

57,245
(-52.4)

48,497
(-15.3)

독일

104,833 168,217
(32.5)
(60.5)

96,466
(-43.2)

91,193
(-4.5)

76,767
(-15.8)

76,294
(-0.6)

51,265
(-32.8)

52,354
(-31.4)

69,975
(33.7)

58,947
(-15.8)

33,997 100,011
(74.4) (194.2)

18,819
(-81.2)

42,233
(124.4)

32,171
(-23.8)

27,864
(-13.4)

42,750
(53.4)

27,106
(-36.6)

23,903
(-11.8)

네덜
란드

19,491
(2.1)

주: ( ) 안은 전년비 증감률.
자료: KOTRA(각 연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2000년대 들어서는 중국의 독보적 지위가 더욱 확고하게 되었다. [표 1-5]
에도 나타나 있듯이 북․중 간의 무역액은 2002년(0.1% 증가), 2009년
(3.8% 감소) 등을 제외하고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표 1-4]
에도 나타나 있듯이 중국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줄곧 북한의 최대의 무
역상대국의 지위를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전체 무역에서 중국이 차
지하는 비중은 매년 크게 증가했다. 2001년 32.6%에서 2005년에는 52.6%
로 증가했고, 2008년 73%, 2010년 83%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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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4. 북한의 10대 무역 상대국의 변화: 2001년 → 2010년 ❚
(단위: %)

자료: KOTRA(각 연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교역상대국 1위로 중국의 비중이 갈수록 커지면서 2위와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는 점 또한 눈길을 끈다. 2001년에는 1위 중국의 비중(32.6%)
과, 2위 일본의 비중(20.9%)의 차이가 11.7%포인트에 불과했으나 2005년에
는 1위 중국의 비중(52.6%)과, 2위 태국의 비중(11.0%)의 차이가 41.6%포
인트로 벌어졌고 2010에는 1위 중국의 비중(83.0%)과, 2위 러시아의 비중
(2.6%)의 격차가 무려 81.4%포인트까지 확대되었다.
[표 1-4]의 북한의 10대 무역상대국의 추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 다음의 교역파트너가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 또한 눈에
띈다. 즉 제2의 교역상대국이 2001~03년에는 일본이었다가 2004~07년에는
태국이었고, 2008년에는 싱가포르, 2009년에는 독일, 2010년에는 러시아로
계속 바뀌었다. 게다가 2006년까지만 해도 제2의 교역상대국의 비중이 10%
를 웃돌았으나 2007년 이후에는 10%를 밑돌게 되었고 2010년에는 2.6%
수준으로 곤두박질쳤다.
중국에 대한 북한의 무역의존도 상승은 북한과 중국 간의 정치경제적 관
계의 긴밀화라는 요인도 있으나 북한의 주요한 교역파트너로서 일본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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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요인도 결코 무시하지 못한다. 2000년대 들어 북․일 간 교역의 급
격한 감소는 2002년 북일정상회담 이후 불거져 나온 일본인 납치 의혹,
2005년 이후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 핵실험, 이에 대한 일본의 대북
경제 제재 강화 등 북․일 양국관계의 급속한 악화에 기인한다.
실제로 북한과 일본의 교역액은 2001년에 4억 7,470만 달러 수준이었으
나 2002년에 3억 6,954만 달러로 전년대비 22.2% 감소를 기록했다. 이후
매년 감소세를 나타내면서 2007년에는 1억 달러 밑으로 떨어졌고 2009년에
는 272만 달러를 나타냈고 급기야 2010에는 교역실적이 제로를 기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전체 대외무역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도 급격
히 하락했다. 2001년 20.9%에서 2002년에는 16.3%, 2005년에는 6.5%로
하락했고 2009년에는 0.08% 수준으로 추락했다.

4. 북한 대외무역정책의 문제점
가. 정치 논리 중심의 무역관리
북한은 경제위기 이후 무역의 활성화를 위해 무역의 분권화 조치를 단행
했지만 무역을 전면 자유화한 것은 아니다. 국가 차원에서 무역을 관리하기
위해 여러 가지 규제, 통제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의 무역관리체계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은 와크 제도이다. 이는
수출입허가권(무역사업권, 라이선스)과 수출입 가능 품목․수량(쿼터)을 포괄
하는 개념이다. 실제로 북한의 무역회사 중에서 외국과 직접 무역할 수 있는
회사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회사도 존재하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와크의 보
유 여부에 따른 것이다. 그래서 북한의 무역회사는 크게 보아 와크 단위와
비와크 단위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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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같이 국내에서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극도로 제한된 상황에서는
대외무역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최대 분야이다. 더욱이 모든 경제
주체에 대해 대외무역에 대한 접근권한을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의 경
제주체에 대해서만 그 권한을 부여한다면 이는 필연적으로 일종의 독과점성
지대(rent)를 발생시킬 수 있다.
실제로 무역회사 입장에서는 일단 와크를 한번 획득하기만 하면 엄청난
특권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와크만 있으면 무역회사를 안정적으로 경영
할 수 있을 만큼 위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각급 무역회사들은 이 와크를 획
득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22)
그런데 이 와크 부여에 대한 의사결정은 최종적으로 최고지도자가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와크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최고지도자에 대한 ‘제
의서’와 함께 권력상층부에 대한 다양한 로비가 필요하다.
그런데 개별 무역회사에 대해 와크를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은 국가 내의
자원을 배분할 수 있는 권한과 동일하다. 최고지도자 입장에서는 와크의 부
여 여부를, 권력기관 및 각 구성원들의 행동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
도할 수 있는, 소위 엘리트간의 충성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와크의 부여는 경제적 고려보다는 정치적 고
려가 더 중요하게 되었다.
결국 국가는 와크 제도를 통해 지대를 발생시키고 이를 국가적인 우선순
위체계, 특히 정치적 고려에 따라 당, 군, 내각의 각 기관 소속 무역회사에
차등 분배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위기 이후 국가의 계
획경제 시스템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 특히 국가 재정수입은 격감하고 각 기

22) 물론 이 와크는 항구적인 것이 아니다. 무역회사 자체도 실적이 부진하거나 문제가 발견되면 회사를
해산시킬 수 있듯이 와크 자체도 국가가 회수할 수 있는 성격의 것으로 보인다. 국가가 개별 무역회
사에 대해서가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특정 와크를 없애거나 부활시키는 경우도 종종 있다. 와크제
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한 것은 양문수(2010), pp. 141~143, 146~148, 167~16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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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지도부가 정치적 목적
을 우선시해 선택한 대응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각급 조직 및 기관 입장에서도 와크를 획득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이 벌어
진다. 문제는 이러한 경쟁이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전개된다는 점이다. 즉 수출입 사업권 획득을 위한 경쟁에서 승리하
기 위한 핵심 요소가 수출입 사업 그 자체의 사업성, 수익성, 경쟁력이 아니
라 해당 조직 및 기관의 정치적 중요성, 정치적 충성도 등에 의해 결정된다
는 것이다.
게다가 정치적 논리에 의해 무역사업권이 각급 조직 및 기관에 대해 무질
서하게 배분된다. 그러다보니 각 생산단위와 무역회사 사이에, 또한 무역회
사간에도 경제적 연관성과 같은 것은 거의 고려되지 않는다. 경제적 효율성,
수출 경쟁력 등은 뒷전에 밀릴 수밖에 없다.
요컨대 대외무역에 대해 와크 제도, 즉 수출입사업권한, 수출입 가능 품목
및 물량 등 라이선스와 쿼터를 통한 직접적인 통제는 대외무역에 대해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선 이는 수출입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기능
해 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행위자의 수를 제한한다. 또한 수출시장에 다
양한 제품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고 시장의 신규 진입을 위한 제
품의 품질 향상 및 원가 절감, 나아가 신제품 개발 노력도 억제된다. 이와
함께 수출 라이선스 및 쿼터 획득을 위한 경쟁이 정치적 차원에서 전개됨에
따라 수출을 위한 경쟁이 투자와 재투자를 통한 수출 경쟁력 확보 및 수출
증대로 연결되지 못하게 된다.23)

23) 이석기 외(2009), p. 12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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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불법행위 조장과 특권경제 확대
북한의 현행 무역관리체계는 각종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
한 불법행위들은 우연적이 아니라 구조적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밀무역이다. 북한정부가 무역회사에 대해 요구하는 것은 오로
지 외화 그 자체이기 때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과정의 합법성 여부는
부차적인 문제이다. 합법적인 무역보다 불법적인 무역이 수익성이 더 높은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여기에다 사리사욕, 비리까지 겹치면 밀무역의 필요
성은 더 높아진다.
밀무역의 필요성 혹은 유인은 각각의 경제주체별로 존재한다. 일반 주민은
수출원천을 무역회사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밀무역의 유혹을 느끼게 된다. 기
업은 자신의 실적 부풀리기를 위해 밀무역에 접근하게 된다. 지방 차원에서
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역시 가장 큰 것은 무역회사 차원이다. 합법무역과
불법무역의 경계는 명확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있으며, 실제
로 합법무역과 불법무역이 뒤엉켜 있는 경우가 많다.
현실의 세계에서 불법무역은 국경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 밀수(소위
도강무역)가 아니라면 합법무역으로 포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규모가 커
지면 어떤 형태로든 세관을 통과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합법적인 쌀 무역 100
톤에 불법적인 쌀 무역 30톤을 얹는 것인데 이는 세관직원, 보위부직원 등
에게 뇌물을 주면 가능하다. 물론 뒤에 권력기관이 있으면 더욱 확실하다.
한편 현재와 같은 무역시스템은 일반경제를 더욱 위축시키고 특권경제를
더욱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 내각 소속의 무역회사, 소위 힘없는 기관 소속
의 무역회사는 왜소해지는 반면 당, 군 소속의 무역회사와 같은 힘 있는 기
관 소속의 무역회사는 계속 몸집을 불려가고 있다.
우선 회사 설립 및 와크 획득 단계에서부터 내각경제 내 무역회사보다는
특권경제 내 무역회사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 와크를 획득하기 위한 경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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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논리보다는 정치적 논리에 의해 전개된다고 하면 권력자원을 더 많
이 보유한 특권부문이 훨씬 유리하다. 또한 명분 면에서 앞선다. 무역회사가
벌어들인 외화를 통해 인민생활 향상에 기여하기보다는 국가 방위력 강화
등에 기여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이 우선시될 수밖에 없다.
수출기지를 확보하는 데도 유리하다. 탄광, 광산 가운데 고수익을 보장하
는 소위 노른자위 기지를 힘 있는 기관이 약탈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군
부 무역회사의 경우 해안지대의 수출기지를 확보하는 데도 유리하다. 국방을
명분으로 내세워 군대를 주둔시키거나 배를 띄워놓으면 된다.
무역회사가 각종 비리,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다반사인 상황에서는 비리,
불법에 대한 감시기관이 힘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내각경제 소속의 무
역회사는 그 행동이 자유롭지 못하다. 감시기관으로부터 시달리고, 또 이들
에 대해 뇌물을 갖다 바치느라 정신이 없다.
결국 내각경제 내 무역회사보다는 특권경제 내 무역회사가 밀무역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밀무역을 할 수 있다. 인민무력부, 인
민보안성, 국가보위부 등 권력기관 소속의 무역회사는 그러한 점에서는 감시
의 사각지대이다. 비리, 불법을 단속해야 할 기관의 소속 무역회사들이 비리,
불법을 마음대로 저지르는 실정이다.24)
한편 밀무역 등 불법행위가 성행하게 되면 이는 대외무역에도 부정적 영
향을 미친다. 비공식무역의 특성상 비공식무역을 통해 획득한 자원은 공식부
문으로 환류되기보다는 비공식부문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공식
부문에서 비공식부문으로 자원이 유출되고 이는 중장기적으로 보아 수출원천
의 축소 등을 초래한다.
특권부문의 대외무역 장악은 수출을 통하여 획득한 자원의 배분에도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즉 당 및 군부 소속 무역회사에서 획득한 외화는 최고지도

24) 양문수(2010), pp. 168~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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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상납하는 부분도 있지만 일정 부분은 자신들 조직의 유지에 이용될
것이다. 특히 국가차원에서 본다면 투자보다는 소비에 충당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수출산업의 확대 재생산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임은 분명하다.

다. 국가 차원의 무역 및 외화 관리의 난맥상
무역제도의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의 대외무역은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되
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다시 말해 북한의 무역은 특정 조직ㆍ기관에 의해
관리되는 사회주의 무역체제라고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무역자유화의
틀 속에서 생산기업이 직접 무역을 하는 자본주의 무역체제라고 볼 수도 없
다. 과거 전통적인 사회주의경제시대의 집권적 무역체제는 와해된 지 오래지
만 그렇다고 해서 분권적인 무역체제가 등장해 새로운 체제로 자리를 잡은
것은 아니다. 집권적 요소와 분권적 요소가 뒤엉켜 있는, 특히 당, 군 등 특
권부문의 위상이 절대적인 과도기적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현행 무역체계는 국가 차원의 무역 관리를 매우 어렵게 하는 요소가 많다.
관리의 핵심적 수단인 와크 제도에 초점을 맞추면 두 가지 상반되는 측면을
생각할 수 있다. 우선 와크를 통한 수출입 허가제가 일정 정도 유지되면서
국가는 와크를 통해 무역 전반을 일정 수준 장악할 수 있다. 반면 와크 제도
를 넘어서는 불법무역의 존재, 특히 불법무역을 감시해야 할 권력기관의 특
권경제가 불법무역을 더욱 일삼는 상황은 국가의 관리능력에 한계성을 부여
한다.
실물보다 외환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현재 북한은 국가 차원에서의 외환
관리가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주요 원인은 당경
제 및 군경제의 독립 및 이에 따른 부문별 은행의 출현으로 인한 기존 유일
적 외화관리시스템의 파괴이다.25)
종전에는 조선무역은행을 통한 통일적인 외화관리체계가 정립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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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무역은행은 1959년에 설립된 후 북한에서 외화전문취급 국가은행으로서
대외결제와 외화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은행으로 존재했다.
그런데 1970년대 말부터 대성은행, 고려은행, 동북아시아은행, 창광신용은
행 등 특권기관들의 부문별 은행이 출현하고, 이후 확대되었는데 이들은 내
각의 통제를 받지 않고 당의 통제를 받는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외화
관리체계에서 무역은행의 독점적 지위는 크게 후퇴했다. 1기관 1계좌 원칙에
따라 부문별 은행들과 거래하는 기관들은 무역은행에 계좌를 개설하지 않아
도, 무역은행의 통제를 받지 않아도 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의 유일적․통일
적 외화관리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런데 경제위기 이후 국가 차원의 외환관리 시스템이 서서히, 그리고 부
분적으로 복원되기 시작했다. 다만 공식제도가 아니라 최고지도자의 통치 행
위와 관련된 비공식적 채널을 통해 복원되었다. 요컨대 ‘혁명자금 중심의 비
공식적 외화관리제도’26)가 구축된 것이다.
혁명자금이란 당자금으로도 불리는데 각 기관, 기업소 소속의 무역회사들
이 계획지표(계획과제)와는 별도로 충성의 표시로서 최고지도자에게 상납하
는 외화자금이다. 국가계획과는 상관없는, 일종의 계획 외 과제로 외화벌이
를 통해 확보한 외화자금을 최고지도자에게 바치는 것이다. 그리고 최고지도
자가 이 혁명자금의 처분권을 갖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혁명자
금 중심의 비공식적 외화관리제도 구축으로 외화관리에 대한 중앙의 통제력
이 복원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러한 복원은 아직까지 제한적인 수준에 그
치고 있다.
당, 군을 비롯해 각급 조직 및 기관은 최고지도자에게 상납하는 외화자금
이외에 공식, 비공식적으로 자체 예산을 포함해 자체 외화자금을 보유하고 있

25) 김광진(2007), pp. 88~89.
26) ‘혁명자금 중심의 비공식적 외화관리제도’라는 용어는 최봉대(2011)에서 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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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들 자금에 대해 최고지도자는 완벽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아
울러 이 자금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은 각급 조직 및 기관에 주어져 있다.
국가 차원의 외화관리가 난맥상을 보일 수밖에 없는 배경이 여기에 있다.

라. 기타
북한의 대외무역이 직면하고 있는 또 다른 문제점은 은행의 기능을 이용
할 수 없다는 점27)인데, 대표적인 것이 신용장 결제이다. 북한정부도 신용장
방식 무역결제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28)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신용
장 방식의 무역결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북한의 외채 문제가
발생한 1970년대 후반 이후 북한 은행의 대외신용도가 급격히 하락해 국제
사회에서 북한 은행의 신용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
국의 금융제재가 지속되면서 외국은행들은 북한과의 금융거래를 기피하고 있
는 실정이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듯이 특수은행들의 난립으로 조선무역은행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었다. 은행간 금융거래가 거의 중단된 상황이기에 북한은 대외
무역 수행에도 물물교환이나 직접송금 같은 전근대적인 방식을 사용하고 있
다. 이는 북한의 대외무역 활성화를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
다. 북한 무역이 안고 있는 또 다른 문제점은 이른바 이중환율체계에 따른
대외무역의 제약29)이다. 현재 북한의 환율은 공식환율과 비공식환율로 이중
화되어 있다. 2011년의 경우 공식환율은 달러당 100원 수준인 반면 비공식
환율은 달러당 2,500~4,000원으로 비공식환율과 공식환율의 차이가 25~40

27) 고일동 외(2009), p. 297, pp. 303~305.
28) 북한의 무역법(무역법 제17조)은 “무역회사는 정해진 은행을 통한 신용장 결제방식을 기본으로 무역
거래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9) 김석진(2008), pp.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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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에 달한다.
이러한 이중환율체계는 대외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즉 공식환율은
자국통화의 가치를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수출경쟁력에 부정적 영
향을 미치고 수출품 생산에 대해 마이너스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반면 수
입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플러스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따라서 이러한 이
중환율체계는 수출보다는 수입을 선호하는 경향을 낳게 되고, 나아가 무역수
지 악화를 초래한다.
북한 무역의 또 다른 문제점은 수출의 물리적 토대가 매우 취약하다는 점
인데, 특히 경쟁력 있는 상품의 생산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는 사회주의 경
제제도의 문제점에 연유하는 바도 있지만 보다 직접적으로는 1990년 이후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경제위기에 기인한다. 에너지난, 원자재난, 식량난, 외
화난 등 경제 전반에 걸쳐 극심한 부족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제조업의 물리적, 기술적 토대가 붕괴되었기 때문이다.

5. 북한 무역정책의 향후 과제
비단 대외무역뿐만 아니라 북한 경제의 모든 영역에서 경제적 논리는 정
치적 논리에 압도당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대외무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
엇보다도 정치적 여건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달리 보
면 북한 무역정책의 향후 과제를 논함에 있어서 정치적 여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정치적 여건 자체를 논하는 것은 이 글의 범
위를 벗어난다. 그렇다고 정치적 여건의 불변을 가정하면 논의 자체가 현실
성을 결여하게 된다. 여기에서는 정치적 여건의 변화는 점진적으로 발생한다
는, 다소 절충적인 가정을 설정한 상태에서 북한 무역정책의 중단기적 과제
를 몇 가지 제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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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대외무역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 체제의 점진적인 완화가 필요하다.
지하자원 등 전략적인 품목에 대한 라이선스 및 쿼터제는 여전히 존속하되
전략적 성격이 약하고 무역 시스템의 개혁과 투자 증가를 통해 규모를 확대
할 수 있는 제조업 부문에 대한 통제는 완화하는 방식을 통해 대외무역의
정상화를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직접적인 통제의 영역도 점진적으로 축소해나가야 할 것이다. 즉 초기에는
와크 제도 등 각종 통제에서 제외되는 영역을 매우 제한적으로 설정하여 운
영함으로써 제도개혁의 충격과 반발을 최소화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점차
통제 영역을 축소시켜 나가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둘째, 외환 및 환율 제도의 수정을 통해 대외무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
해나가야 할 것이다. 외환 관리의 측면에서는 수출을 통하여 벌어들인 외화의
일부에 대해서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생산기업의 수출에 대한 유인을 강화하고, 수출부문으로의 투자
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생산기업이나 무역회사가 벌어들인 외화에 대해 상부
로의 상납 비율을 줄이거나, 혹은 법인세 등으로 전환하는 단계에 이르면 개
혁․개방 시기의 중국과 같은 외환 유보제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당분간 공식환율과 시장환율의 공존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기업이 수출
활동을 할 때 직면하는 환율이 시장환율에 유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
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중국의 개방 초기에 사용했던 ‘내부결제환율
(internal settlement rate)’제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공정환율은 무역거래가 아닌 다른 거래에 대해 적용하고, 무역거래에 대해서
는 시장환율에 근접하는 별도의 환율을 적용함으로써 생산기업이 수출경쟁력
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30)
셋째, 외국인 직접투자를 실질적으로 장려해야 한다. 개발도상국 및 체제

30) 이석기 외(2009), pp. 13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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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국이 무역, 특히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외국인 직접투
자를 유치하는 것이다.
중국의 경험에 의하면 외국인 직접투자를 통하여 수출산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원자재들을 수입하여 현지(중국)의 값싼 노동력과 결합하여 대량의 제
품을 생산, 수출을 크게 늘릴 수 있었다. 또한 외자기업의 직접 투자를 통하
여 대외수출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국제 시장에서 수요가 있
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고 외자기업들이 확보하고 있는 대외수출 경로를 활
용할 수 있으므로 대외시장 개척에 유리하다.31)
외자유치를 위해서는 물론 법․제도의 구비가 일차적으로 필요하다. 하지
만 법․제도상으로 외자기업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대부분의 개발도
상국이 실시하는 정책으로, 이것만으로는 충분한 외자유치가 어렵다.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 외자를 유치할 경우 해당 정부부문 또는 지방정부의 담당 관
료에게 큰 혜택이 돌아가게 했으며, 외자기업과 합작하는 국내 (국유)기업도
큰 이익을 볼 수 있게 해주었다. 이처럼 국내의 여러 경제주체들이 외자유치
로부터 실질적 이득을 볼 수 있어야만 외자유치가 활발해진다. 북한의 경우
외자기업의 북한 내 활동과 관련한 각종 제약을 제거하고 투자유치 담당 관
료 및 국내기업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32)
넷째, 경제특구를 확대하고 그 운영정책을 개선해야 한다. 라진․선봉과
개성공단 등 현재 운영되는 북한의 경제특구는 그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
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 중국, 베트남과 같이 경제특구를 통한 수출확대와
경제발전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현행 특구 외에 특구를 추가 지정함으로
써 외자유치를 늘려야 한다. 또한 경제특구에 외국기업뿐만 아니라 북한 국
내기업, 국내기업과 외자기업 간의 합작기업 등 다양한 경제주체의 참여를

31) 임금숙(2010), p. 139.
32) 김석진(2008), 5월호, pp.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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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하는 한편 특구 경제와 내지 경제 간의 연계를 장려하는 정책을 취해야
할 것이다.
경제특구의 설치가 무역확대의 지름길임을 북한도 잘 알고 있다. 특히 라
진-선봉 경제특구가 중국 및 러시아와의 교역확대에 기여할 것임을 북한 측
도 잘 인지하고 있다. 경제연구에 게재된 어느 논문은 이러한 면에서 주목
할 만하다. “동북아시아나라들은 대부분 우리나라와 인접하고 있다. 서로 인
접하고 있는 나라들 사이에 특수경제지대를 창설하는 것은 무역교류에 매우
유익하다. (…) 우리나라는 이미 함경북도의 라선시를 특혜적인 무역 및 중
계수송과 가공, 금융, 봉사지역으로 선포하고 이 지역에서 외국인들의 경제
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 특수경제지대는 국경을 인접한 나라들의 일정한
지역들에서 국내와 다른 특수한 경제정책을 실시함으로써 특수경제지역 내에
서 사람과 물건이 국경에 관계없이 이동할 수 있으므로 지역 나라들 사이의
무역을 발전시키는 데 적극 이바지할 수 있다”33)라는 것이다.
한편 경제개발의 초기단계에서 대외무역의 신속한 확대를 위해서는 다목
적 경제특구 형태보다 수출가공구 형태가 적합할 수도 있다. 수출가공구의
선정에서 우선적으로 인프라 환경이 양호한 지역, 수출가공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만한 국내 및 접경지역의 대도시를 배후지로 할 수 있는 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33) 정승혁(2004), 제2호, pp. 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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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제사회의 대북 원조 평가와
과제
이종운

1. 문제제기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과 기아사태에 직면하여 1995년 8월 UN 대표부를
통해 국제사회의 긴급 구호를 공식적으로 요청하였으며, 국제사회는 영양결
핍과 열악한 보건의료 환경으로 대규모 아사자가 발생하는 북한의 인도적
위기상황을 완화하고자 대북 원조를 실시하였다. 식량, 의약품 등의 구호물
자 전달로 시작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은 2000년대 들어 농업재건을 위한
기술․설비 지원, 말라리아 방제와 상하수시설 개선과 같은 보건분야 지원,
교육 프로그램의 추진으로 발전하였다. 인도적 지원을 위한 UN 전문기구와
비정부기구의 북한 지역에서의 활동은 북한 당국과의 사업 협의와 주민생활
자료조사를 확대하였으며, 비록 제한적이지만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와 접
촉하는 기회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나았다. 국제기구들과 관련 국가들은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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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6․15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안보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보다 적
극적인 대북지원정책 방향을 취하였으며, 원조 확대는 북한의 경제회복과 개
혁․개방 유도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대외관계는 북핵문제가 표면화된 이후에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은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안보적 상황 변
화에 크게 영향을 받아 왔다. 북한의 핵개발과 경색된 대외관계는 대북지원
의 양적 증대와 질적 향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2000년 이후 국제사
회는 북한에 총 18억 2,587만 달러 상당의 인도적 지원을 실행하였다.34) 북
한의 핵개발 의혹과 북․미 간의 대립으로 감소세를 보이던 국제사회의 대
북지원은 북한 당국이 2000년대 후반기 미사일 실험발사와 두 차례에 걸친
핵실험을 단행함으로서 크게 감소하였다. UN 결의안에 따른 대북경제제재
강화와 국제사회의 여론 악화는 국제구호단체들의 모금실적 부진으로 이어졌
으며, 세계식량계획(WFP) 등의 지원 사업들은 현격히 축소되었다.
국제사회의 식량 및 비료 지원으로 다소 회복세를 보이던 북한의 식량사
정은 외부지원이 감소하면서 다시 악화되고 있다. 세계식량계획(WFP)과 식
량농업기구(FAO)는 2011년 3월 식량안보조사를 실시하고 약 610만 명의
북한 취약계층이 심각한 식량부족 상태에 직면한 것으로 평가하였다.35)
WFP/FAO 식량안보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부지원이 없을 경우 북한은
2010/11년 양곡연도에 88만 6,000톤의 식량이 부족한 상황이다.36) 공급부
족으로 북한의 배급제도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상당수의 주민
이 배급량 감소와 식품 구매의 어려움으로 영양결핍에 처해 있다. 국제사회
는 최근 북한의 취약계층 주민을 구호하기 위해 식량지원을 확대하고 있으

34) UN 인도주의업무조정사무국(UNOCHA: United Nations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에 보고된 2011년 8월까지의 대북지원 모금액.
35) WFP/FAO/UNICEF(2011), “Rapi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Korea.” (24 March)
36) 북한의 양곡연도(marketing year)는 11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로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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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북핵문제 해결의 지연과 남북관계 경색으로 구호단체의 대북지원모금은
목표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은 남한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과 같은 주요 관
련국들과 국제기구 내부에서 논란의 대상이다. 대북지원 반대론의 배경에는
지원된 식량과 구호물품에 대한 북한 당국의 전용 여부, 취약계층을 대상으
로 한 공정한 분배 등에 대한 의문 제기가 있다. 또한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
의 경제지원을 요청하면서 동시에 핵개발을 추진하고 변화를 주저하는 이중
적인 태도가 문제되고 있다. 이에 반해 대북지원에 참여하고 있는 국제기구
와 단체들은 식량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을 구호하는 인도적
측면과 함께 효율적인 개발 원조를 통해 경제회복을 위한 북한의 자립적 역
량을 강화시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 경제의 회복속도는 여전히 매우 느리고 주민 생활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북한은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어린이 사망률 감소, 모성
건강 향상, 질병 감소 등의 항목에서 목표치에 근접하지 못하는 유일한 아시
아․태평양지역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37) 더욱이 지난 몇 년간의 남북한 관
계와 한반도 정세는 우리의 희망과는 달리 퇴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남
북관계 악화와 북한 경제난의 심화는 역설적으로 한반도 평화의 필요성과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대북 원조의 역할과 중요
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북한의 국제적 고립과 저개발과 빈곤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국제사회가 방치할 경우 북한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서 정치, 경
제, 사회적 혼란을 언제든 야기할 수 있는 요인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국제
사회는 대북지원 자체에 대한 경직된 찬반 논쟁보다는 원조 효율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북한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촉진시킬 구체적인 전략을

37) United Nations(2011), “Overview of Needs and Assistance: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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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할 필요가 있다.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은 그 규모나 성격에 있어 특정
국가가 단독으로 추진하거나 부담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남한을 포함
한 관련국과 국제기구 간의 대북지원에 관한 중장기적 전략과 협조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지원 없이는 현재의 경제난과
식량부족 현상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남북한 협력과 대외관
계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2000년대 국제사회의 대북 원조
를 평가하기 위해 관련국과 단체들의 대북 원조정책 방향을 우선적으로 논
의한 후, 그동안의 인도적 대북지원의 현황과 성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대북 원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2. 대북 원조정책 기조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은 남북관계, 북한과 주변국의 관계에 따라 규모와 성
격이 변화해 왔다. 또한 북한에 대한 원조 활성화는 북한 핵개발의 투명성
확보문제, 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 문제, 인권문제 등의 해결과 복잡하게 연
계되어 있다. 북한의 2000년대 대외관계는 진전과 후퇴의 상황을 반복하였
고 핵개발 문제가 가중되면서 점차적으로 교착상태가 심화되었다. 국제사회
의 대북지원은 북한의 대외관계에 따라 전반적인 실적의 변화를 보여 왔다.
비록 공여국과 공여단체들 간의 차이는 있지만, 국제사회의 대북 원조는 북
한이 경제난 극복을 위해 부분적 경제개혁 조치를 실시하고 대외적으로 ‘경
제외교’를 강화하던 2000년대 전반기와 2005년 6자회담 참가 중단과 핵무
기 보유를 선언하면서 국제사회의 원조가 급감한 이후의 기간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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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00년대 전반기 대북 원조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과 대외 이미지 개선을 통해 서방국가와의 관계 정상
화를 도모하던 2000년대 초반에는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이 증가하였다. 북한
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은 UN 기구간 대북 공동지원호소(UN Consolidated
Inter-Agency Appeal for DPRK)를 기초로 진행되었다. 1995년 하반기 북
한의 수해 피해와 식량난을 계기로 시작된 UN 합동지원은 2004년까지 10
개년에 걸쳐 진행되었다. 유엔 합동지원은 세계식량계획(WFP), 유엔개발계
획(UNDP), 유엔아동기금(UNICEF) 등의 국제기구들이 대북 인도적 지원활
동에 참여하고, 개별국가와 민간단체들이 UN에 기금을 기탁하는 방식이다.
2000년대 들면서 북한과 외교관계를 개선한 유럽 국가들과 캐나다, 호주 등
의 서방국가들은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 대북지원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자국의 정부 원조기관과 비정부기구를 통해 양자간 지원규모를 확대하였다.
[그림 2-1]에서 같이 국제사회는 2000년 북한에 2억 2,000만 달러 상당의
인도적 지원을 하였다. 대북지원 규모는 2001년 3억 7,000만 달러, 2002년
3억 6,000만 달러 수준으로 증가되었다. 2000년대 상반기 양자간 또는 다자
간 형태로 대북 인도적 지원에 참여한 국가는 36개국으로 파악된다.
국제사회의 원조 확대에는 경제난 완화를 위해 외부로부터의 자금과 기술
을 지원받아야 하는 북한의 현실적 필요성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남한의
적극적인 대북 포용정책이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북한 당국은 1999년 2월
의 외국인 투자유치 법규 정비와 함께 인센티브 강화를 위한 독립채산제 실
시와 연합기업소의 구조조정을 시도하는 등 경제관리 방식의 변화를 보였다.
북한이 2000년대 들면서 ‘신사고론’과 ‘실리사회주의’와 같은 새로운 정치경
제 이념을 제시하고,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실시한 것은 기존의
경제운영 방식으로는 경제회생이 어렵다는 북한 당국의 인식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외적으로는 남한과 서방국가와의 경제관계 개선을 위해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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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지원 추이(2000~11년) ❚
(단위: 백만 달러, 개국)

주: 국제기구, 공여국 정부, NGO가 UNOCHA에 2011년 8월까지 보고한 1,359건의 대북지원사업에 기초
한 통계.
자료: UNOCHA, Financial Tracking Service(http://fts.unocha.org); United Nations(2011).

활동을 강화하였다. 특히 6․15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의 개선 분
위기를 조성하면서 금강산관광사업, 경의선 연결공사, 개성공단 착공과 같은
대형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였다. 대외관계 개선과 국제사회로부터의 경제지
원 획득을 위한 북한의 노력은 EU 국가들을 중심으로 서방 선진국들과의
외교관계 수립으로 구체화되었다. 또한 비록 관계 정상화로 연결되지는 못하
였지만, 미국과는 조명록 차수와 울브라이트 국무장관의 교차방문과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조치(2000년 6월 19일 발효)가 이루어지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1990년대 중반부터 대북지원에 참여한 대부분의 공여국과 단체들은 식량
지원과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같은 긴급구호 위주의 사업으로 제한된 원
조를 실행하였다. 북한의 대외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2000년대 들어 국제기구
와 공여국들은 북한의 자체 역량을 형성시키기 위한 기술, 자금 지원을 추진
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대북지원의 개발원조로의 전환 움직임은 2002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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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EU 집행위가 유럽연합과 회원국들의 대북지원과 관련한 정책방향을 설정
한 유럽연합-북한 지원전략 보고서(The EC-DPRK Country Strategy Paper
2001~04)와 후속조치에 해당하는 북한지원 프로그램(National Indicative
Programme 2002~04 DPRK)에서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EU 집행위는 ‘북한 지원전략 보고서’에서 북한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
해서는 인도적 구호활동의 지속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기술지원과 경제개발
프로그램의 추진이 필요함을 밝혔다. 이를 위해 EU의 향후 대북지원의 중점
과제로 △ 효율적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능력 배양 △ 천연자
원 개발과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 운송부문의 관리 및 효
율성 향상을 제시하였다.
국가기구 능력 배양과 관련하여, EU 집행위는 북한의 사회․경제적 발전
과 민주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전략의 수립이 필수적이라고 제안하고, 이를
위해 EU는 경제정책수립과 민주화 촉진을 유도할 수 있는 북한의 주요 국
가, 사회 기관 및 인력이 능력을 배양하고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북한 경제난의 근본적인 원인의 하나로 에너지 부
족을 지적하고, 에너지 부문의 효율적 관리가 경제 회복을 위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EU는 북한의 전력과 에너지 공급이 관리기술의 부족으로 효율
성이 낮다고 평가하고, 북한의 경제 사정으로는 대규모의 신규사업 추진이
어려우므로 EU 회원국들에서 에너지 부문의 관리 기술을 이전 받아 효율성
을 향상시켜야 함을 제안하였다. 운송부문의 관리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EU는 북한 운송부문의 시설 현대화와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지원할 의사
를 밝혔다.38) EU 집행위는 2006년까지 대북 기술지원사업과 개발프로젝트
의 진행을 위해 3,500만 유로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39) 보고서는 북한이

38) EU(2002), “The EC-DPRK Country Strategy Paper 2001-2004”; 이종운(2004), ｢북한-EU 경제
관계 확대 현황과 향후 전망｣, KIEP세계경제, 제7권 3호, pp. 65~76 참고.
39) Berkofsky, Axel(2003), “EU’s Policy Towards the DPRK - Engagement or Standstill?” Bruss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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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할 때 북․EU 협력관계가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이를 위해 EU 집행위는 ‘북한 지원전략 보고서’에서 지원
우선 분야로 선정한 3대 부문에서의 북한의 성실한 이행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예행지표(북한정부의 EU 지원에 대한 효율적 관리의 만족도 등)를 제
시하고 향후 대북지원의 지속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2000년대 초반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집행 방향을 가장 구체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평가되는 EU의 북한 지원전략에서 국제사회의 원조가 북한의 경제
회복을 위해 물자지원과 함께 제도적 측면의 경제․사회적 토대 구축을 위
한 기술과 자금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알 수 있다. EU
의 대북지원 방향과 유사하게 대북지원에 참여하던 국제기구와 NGO들은
식량지원 위주의 긴급구호 지원형태를 넘어서 농촌지역 개발, 의료시설 개선
및 의료인 교육사업, 에너지 및 환경 관련 사업, 무역 및 시장경제 교육 등
과 같은 분야에서의 지원을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실례로 북한에서 활동하는 UN 기구들의 조정관 역할을 수행하는 유엔개
발계획(UNDP)은 2000년대 들면서 대북지원을 인도적 활동과 함께 농업 복
구 및 생산성 향상, 농촌의 에너지 문제 등을 포함한 장기 개발사업을 병행
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40) UNDP는 2000년 이후 대북지원사업의 초점을
새천년개발목표(MDGs)와 연계하면서 농업재건, 환경분야, 에너지와 수송 분
야와 관련된 사업, 경제협력과 대외무역 능력 배양사업을 추진하였다. EU
또한 북한이 국제 무역에 참여함으로서 경제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무역 및 금융 부문의 관리 능력 향상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주요 국
가기관 관계자의 유럽 현지교육과 선진기술 시찰 활동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2000년대 초반 국제사회의 대북 원조는 북한의 사회, 경제적

European Institute for Asian Studies, p. 23.
40) 최춘흠, 김영윤, 최수영(2008), pp. 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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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강화를 위한 개발 지원방식으로 전환될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북한
의 핵개발 문제가 표면화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원조액은 감소하였고 개발
지원 사업은 추진하기 어려워졌다. 클린턴정부의 대북 접근방식을 ‘유화정책’
으로 평가한 부시 행정부가 출범함으로서 답보상태에 빠졌던 북․미 관계는
9․11 테러사건 이후 미국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를 테러리즘의 위협
과 연계시켜 문제시하고, 특히 2002년 10월 미국의 제임스 켈리 특사의 방
북과정에서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High Enriched Uranium) 핵개발 의혹이
제기됨으로써 북한과 서방국가의 관계가 악화되었다. 부시 행정부는 대북 접
근에 있어서 △ 핵의 엄정한 사찰 △ 미사일․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의 개발 및 생산 중단 △ 휴전선에 집중 배치된 재래식 전력의 후방 이동
△ 인권문제의 해결 등을 대화의 조건으로 내세웠다. 대북 접근에서 ‘투명성’
과 ‘검증’을 강조한 부시 행정부는 북․미 대화의 주요 의제 중 어느 한 의
제가 문제되어도 관계진전은 어렵다는 포괄협상의 방침을 세웠던 것으로 알
려져 있다. 북한은 핵개발․확산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
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과거의 속성대로 ‘그럭저럭 버티기
(muddling through)’ 전략을 전개하였다.
정치․외교적 대립이 심화됨으로서 1990년대 하반기 미국의 인도적 지원
과 2000년 6월의 경제제재 완화조치로 개선의 움직임을 보였던 북․미 간
양자관계는 악화되었다. 미국은 2002년 11월에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서’
체결에 따라 북한에 제공해오던 중유지원을 중단하고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KEDO)의 경수로 건설사업을 중단하였다.41) 북한은 같은 해 12월에 제네

41) 1994년 10월 제네바 합의에 따라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안전 조치를
이행하는 대가로 미국은 경수로 건설과 중유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후 1995년 3월, 함경남도 금호
지구에 1000KWe급 경수로 2기를 건설하기 위한 국제컨소시엄 형태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Korea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가 설립되었다. 또한 미국은 1995년부터 북한
에 식량과 의약품 등을 지원함으로서 인도적 차원의 대북 원조를 실행하였다. 1995년 9월부터 시작
된 미국의 대북한 식량지원은 2001년까지 5억 9,100만 달러 상당의 180만 톤에 달하였으며, 특히 미
국의 대북식량지원이 활발하였던 1998년과 1999년의 경우는 국제사회의 전체 지원규모의 약 8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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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합의 폐기와 핵동결 해제를 선언함으로서 국제사회의 북핵문제에 대한
우려는 증가되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식량지원을 중단하지는 않았
지만 식량지원의 규모는 크게 감소하였다. 미국은 식량과 인도적 차원의 지
원을 정치적 이해관계와 분리한다는 원칙을 표명하였다. 그럼에도 부시 행정
부는 2002년 하반기부터 대북 식량지원의 규모를 북핵문제의 진전과 지원사
업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과 투명성 검증과 공식적으로 연계하였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2009년 1월 집권한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유지되고 있다.42)
2001년 35만 톤과 2002년 20만 7,000톤이었던 미국의 식량지원은 2003년
에 4만 200톤 수준으로 급감하였다.
북․일 간의 관계 악화에 따른 일본의 지원 중단 또한 국제사회의 대북
원조액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2000년대 초반 북․일 간의 관계 개선 움직
임은 국교정상화라는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함으로서 일본의 ‘수교자금’ 집행
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나았다. 특히 일본의 무상원조와 저금리 장기
차관 제공은 산업생산시설 복구와 사회간접시설 확충에 투입될 수 있어 북
한경제에 미칠 일본의 지원 역할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2002
년 9월의 고이즈미 일본총리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 이후 북
한의 과거 일본인 피랍사건 시인으로 일본 내 여론이 악화되고 북핵문제가
도출되면서 양국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 북한과 일본은 2002년과 2004년에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개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인 피랍문제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문제로 2000년대 긴장관계가 지속되었다. 일본은 2004년부

달하는 식량을 지원하였다. 비록 건설이 중단되었지만 국제사회는 KEDO 경수로 사업비로 25억
1,348만 달러를 집행하였다. 경수로 건설을 위해 한국은 14억 5,465만 달러, 일본은 4억 9,849만 달
러, 미국은 4억 511만 달러, 유럽원자력공동체(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는 1억 2,238
만 달러, 기타 국가들이 3,286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또한 국제사회는 북한에 1995년부터 2002년까
지 3억 9,500만 달러 상당의 중유 356만 톤을 제공하였다. KEDO 경수로 건설지원, 미국의 대북 식
량․에너지 지원과 관련된 내용은 Hazel Smith(2002); KEDO(2005); 남궁영(2001); 조명철 외(2010)
를 참고.
42) Manyin, Mark E. and Mary Beth Nikitin(2011), “Foreign Assistance to North Korea,” CRS
Report for Congress, p.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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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독자적인 대북경제제재 조치를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의 경제제재는
크게 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한 동결, 대북 송금의 금지, 무역 및 투자의 제한,
북한 선박의 입항금지를 통한 인적․물적 교류의 제한으로 추진되었다.43)
일본정부는 핵․미사일 문제와 자국민 납치문제의 해결이 대북지원의 전제
조건임을 밝히고 있다. WFP를 통한 일본의 대북 식량지원과 UNICEF와
WHO의 보건․의료분야 사업에 대한 일본의 지원은 2005년부터 전면 중단
되었다.44) 이후 일본정부는 대북경제제재를 더욱 강화하여 북․일 간의 경
제관계는 실질적으로 중단된 상태이고, 대북 송금이 엄격히 규제되어 조총련
을 포함한 일본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은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있다.

나. 2000년대 중반 이후의 대북 원조
주요 공여국이었던 미국과 일본의 지원 감소로 위축되던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은 2005년 북한의 6자회담 참가 중단과 2006년 대포동 미사일 실험발
사(7월), 1차 핵실험(10월) 등의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급격히 감소하였다.
[그림 2-1]에서와 같이 북한의 대미, 대일 관계가 악화되는 2003년과 2004
년에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긴 했지만, 식량 지원을
위주로 2003년 1억 8,000만 달러, 2004년 3억 2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EU, 캐나다, 호주 등의 서방국가들은 미국, 일본과는 달리 2003년과 2004
년에 대북 원조액을 크게 줄이지 않았다. 대북 인도적 지원에 참여하고 있던
대부분의 UN 기구들과 NGO 또한 식량 지원과 농업재건, 의료보건 분야의

43) 조명철 외(2009), p. 90.
44) 일본은 1995년에 유상 35만톤, 무상 15만톤의 쌀을 지원함으로서 국제사회의 대북 원조에 참여하였
다. 일본은 2000년과 2001년에 9,566만 달러와 1억 489만 달러 상당의 식량을 북한에 지원하였다.
일본의 대북지원은 2002년과 2003년에는 집행되지 않았으며, 2004년에 UN 기구를 통해 지원하였
다. 일본은 2004년에 UNICEF와 WHO를 통해 715만 달러와 WFP를 통해 약 4천만 달러 상당의 식
량 12만 5천 톤을 북한에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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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사업을 지속하였다. 이들 공여국과 단체들은 북한의 경제난에 따른 일
반 주민들의 빈곤완화와 구호를 북한의 정치․안보적 상황과는 분리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또한 북한의 대화 유도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인도적 지원이 일정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2005년 북한이
핵보유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2006년 핵실험 단행함으로 대부분의 공여국
과 단체들은 대북지원을 중단하거나 크게 축소하였다. 국제사회의 대북 원조
는 2005년과 2006년에 지원 총액이 4,000만 달러 수준으로 매우 낮은 실적
을 보였다.
2000년대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에서 특기할 점은 북한의 거부에 의해 UN
기구 간 통합지원이 2005년부터 중단된 것이다. 북한 당국이 2004년 8월에
UN 공동지원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UN 인도주의업무조정사무
국(UNOCHA)는 평양에서 운영하던 상주사무소를 철수하였다.45) 북한은
UN 통합지원 거부와 관련해서 대외적으로는 식량 위주의 단순 구호사업에
대한 불만으로 밝히고 있으나, 식량과 기초 생필품이 만성적으로 부족한 북
한이 UN 인도적 통합지원을 거부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였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개발 의혹 증폭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이 축소되어
감에 따라 국제사회를 상대로 전형적인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한 것으로 분
석하고 있다. 북한 당국이 UN의 통합지원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도 2005년 UNDP, UNICEF 등의 국제기구들과 2000년대 하반기 북한 내
사업들을 협의한 것에서도 북한의 이중적 태도가 드러난다.
북한의 대외관계 경색과 UN 통합지원 거부에 따라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은 크게 감소하였다. 북한의 2006년 미사일 실험발사 및 핵실험 단
행과 이에 대응한 UN 결의안(1695호, 1718호)에 따른 대북 경제제제가 강
화됨으로서 세계식량계획(WFP)의 대북지원사업은 모금을 거의 하지 못하였

45) 최춘흠, 김영윤, 최수영(2008), pp. 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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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30만 톤 수준이었던 WFP의 대북 식량지
원은 2006년에 1만 6,000톤, 2007년 3만 7,000톤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그림 2-2]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지원받는 식량은 2005년
100만 톤 수준에서 2006년 30만 톤으로 70% 이상 감소하였다. 2007년에
일시 증가하였던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은 2008년부터 다시 감소하여
2010년에는 7만 9,152톤에 불과하였다.
국제사회가 2007년에 대북 식량지원을 확대한 배경에는 같은 해 2월의 6
자회담에서 ‘2․13합의’가 도출되고 북한의 대외관계가 일시적 진전을 보였
기 때문이다. 고조되어 가던 북핵 위기는 2007년 2월 6자회담에서 북한이
우라늄농축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핵개발을 포기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미
국의 북한 테러지원국 적용 해제와 6자회담 참가국들이 북한에 중유 100만
톤을 제공하는 조치 등을 포함한 합의를 도출하면서 다소 완화되었다. 2007
년 8월에 발생한 북한 홍수피해에 대응하여 UNOCHA는 유엔 차원에서
1,4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긴급구호(Flash Appeal)를 발표하였다. 2007년 7
월 IAEA 대표단이 영변핵시설을 방문하는 등 북핵문제가 해결의 기미가 보
이자 국제사회는 UN의 대북지원 긴급요청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였다.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2007년 ‘10․3합의’를 통해 북한이 현존하는 핵시설
을 불능화하기로 합의함으로서 2008년 5월, 식량 50만 톤을 북한에 제공할
것을 발표하였다.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의 80%는 WFP를 통해 지원되고 나
머지 20%는 북한에서 구호활동을 하는 미국 NGO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었
다. 국제기구와 주변국의 지원이 확대됨으로써 [그림 2-1]에서 보듯이 2007
년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액은 1억 달러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그러나 2008년 북․미 간에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핵 프로그램의 검증방법
과 절차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북한이 남한에 대한 거듭된 강경조치를
취함으로써 북한의 대외관계는 다시 악화되었다. 미국은 2008년 9,300만 달
러 상당의 식량 14만 8,270톤을 북한에 제공하였으나, 2008년 12월 대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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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지원을 유예하기로 발표하였다.46) 북․미 관계가 다시 경색국면에 돌입
하자, 북한은 2009년 3월 북한에서 식량 구호와 의료분야 지원을 하던 5개
의 미국 NGO의 활동을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EU 개발위원회(The
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 for Development)는 지원식량의 분배
와 모니터링 문제를 제기하며 2008년 5월 유럽연합인도지원사무국(ECHO:
European Union Humanitarian Aid Office)의 평양 사무소를 철수하는 결
정을 내렸다. ECHO의 지원활동이 중단됨으로서 EU의 식량 지원 또한 중
단되었다. 2000년대 전반기 북핵문제가 발생한 이후에도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과 농업복구, 환경관리 등의 분야에서 인도적 원조를 지속하였던 EU가
2008년 식량 지원을 중단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규모는 크게 감소하
였다.

❚ 그림 2-2. 국제사회의 식량지원 추이 ❚ 그림 2-3. 북한의 곡물부족량 ❚
(단위: 톤)

주: 북한의 곡물 부족량은 양곡연도 기준임.
자료: WFP, Food Aid Information System database(www.wfp.org/fais); Vnited Nations(2011).

46) Mark E. Manyin and Mary Beth Nikitin(2011),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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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북한의 2차 핵실험(2009년 5월)과 대남 강경조치에 따른 남북관계
경색으로 국제여론이 나빠지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은 취약계층을 대상으
로 한 최소한의 인도적 사업(백신사업, 산모 및 어린이 건강 등)을 제외하고
는 거의 중단되었다. 2010년 국제사회의 지원 금액은 2,480만 달러로 1995
년 대북지원이 시작된 이후 최저 실적을 기록하였다. 2010년에 북한에서 활
동 중인 UN 기구들은 계획한 사업에 필요한 1억 3,700만 달러의 9.8%만을
모금하였다.47)
북한은 과거 남한과 국제사회가 지원한 식량으로 국내 부족분을 메워왔으
나, 남북관계 악화와 핵개발 문제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감소하면서
최근 식량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48)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자체 소요량
을 충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며, [그림 2-3]에서와 같이 매년 90만 톤 이상의
식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WFP의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나쁜 기상여건
으로 작황이 좋지 않고, 국제사회의 식량 및 비료지원이 감소하면서 북한의
식량 부족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WFP와 FAO는 2010년 11월, 작황 조사를
통해 2010/11년 양곡연도 북한의 곡물생산량을 448만 톤으로 추정하고 87
만 톤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어서 2011년 3월에는 가을철 수확기
에 내린 폭우와 겨울 한파로 인해 북한의 곡물 생산량이 전년도 전망치보다
23만 톤 감소한 것으로 발표하였다.49) WFP/FAO 식량안보조사에서 추정되
는 2011년 식량부족량 88만 6,000톤은 북한 배급제 식량공급량의 3.68개월
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입이나 외부의 식량지원이 없을 경우 북한 주민 1인
당 연간 식량 소비량이 174kg에서 138kg으로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50)

47) United Nations(2011), p. 4.
48) 김영훈(2011), p. 36.
49) ◦ 북한에서 2010/11 양곡년도에 생산한 곡물의 공급량: 425만 2,000톤
◦ 북한의 필요 식량 소요량: 533만 8,000톤
◦ 식량 공급 부족량(해외에서 도입해야 할 곡물 필요량): 108만 6,000톤
◦ 예상되는 북한정부의 상업적 수입 곡물량: 20만 톤
◦ 수입을 제외한 순식량부족량: 88만 6,00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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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는 2011년 북한의 취약계층 주민을 구호하기 위해 식량지원을 확
대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지난해 말부터 WFP와 FAO 등의 국제기구와 각
국 정부, 민간단체에 식량과 구호품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2011년 2월의
UN 식량안보조사단과 3월의 EU 식량실태 조사에 북한의 협동농장, 농민시
장 방문을 허용하고, 배급제 관련 자료를 포함한 정부 공식자료를 제공하는
등 이전에 볼 수 없던 적극성을 보였다. 또한 2010년 3월 말 영국을 방문한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식량지원을 요청하는 등 북한 당국은 미국, 중
국을 포함한 수십 개 국가에 직간접적으로 식량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
졌다.
UN 중앙긴급대응기금(Central Emergency Response Fund)은 2011년
예산으로 북한에서 활동하고 있는 WFP 등의 국제기구에 1,498만 달러를
지원하였다.51) EU 집행위원회는 7월 4일, 1천만 유로를 대북 구호식량 지
원을 위해 집행하기로 결정하였다. EU의 식량지원은 2008년 5월 인도지원
사무국(ECHO) 평양사무소 철수 이후 3년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이 밖에도
브라질, 인도, 아일랜드,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호주, 노르웨이, 스웨덴
등 10여 개국이 인도적 지원에 참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대부분의 국가는
WFP나 국제 NGO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러시아는 양자간 형태로 밀가루
5만 톤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미국은 식량지원 재개를 결정하지
않고 있으나, 황해도와 강원도의 수해복구를 위해 90만 달러 규모의 구호물
품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국제개발처(USAID)가 지원한 의
약품 등의 구호물품이 9월 북한에 전달되었다. 사마리탄스 퍼스(Samaritan’s
Purse) 등 미국의 5개 NGO가 300만 달러 규모의 구호물자를 자체 모금으
로 지원하였다.

50) WFP/FAO/UNICEF(2011), p. 16.
51) UNOCHA, Financial Tracking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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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제사회의 대북지원모금은 목표액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이다.
UN 기구들은 2011년도 식량지원, 농업재건 사업, 의료․보건 분야 등에 2
억 1,9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지원을 계획하였다. 2011년 8월 말까지
북한에 대한 지원 모금액은 4,600만 달러로 목표액의 21.2%에 불과하다.52)
모금실적 부진으로 WFP의 식량지원 사업과 국제기구들의 비상구호 활동이
계획보다 크게 축소되고 있다.

3.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 실적분석
UN 통계에 따르면 국제사회는 2000년부터 2011년 8월까지 북한에 총
18억 2,587만 달러 상당의 인도적 지원을 실행하였다.53)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실시한 원조의 70% 이상은 식량지원과 농업복구를 위한 사업들에 소
요되었으며, 나머지 인도적 지원의 상당 부분은 의약품 제공, 의료시설 확충,
전염성 질병 관리와 같은 보건․의료 분야에 사용되었다. 북한에 지원된 금
액의 약 56%인 10억 1,442만 달러는 식량원조에 사용되었다. 식량지원과
별개로 북한의 식량생산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는 농기자제 지원, 종자 증식,
가금 사육, 병해충 관리기술 전수를 지원하였다. 농업․농촌 환경개선 사업
의 일환으로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는 전작지대 관개수로 및 배수로 건설,
도로 및 제방 개보수, 농촌 신용대출, 근로급식을 위한 취로 사업을 지원하
였다.

52) UNOCHA, Financial Tracking Service.
53) UNOCHA에 보고되지 않는 일부 국가의 양자간 형태의 대북지원을 포함할 경우, 국제사회의 대북 원
조 규모는 UN통계치보다 클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북한의 최대 우방국인 중국은 자국의 공식적인
대외원조(ODA) 통계를 발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양자간 지원을 대부분 비공식적으로
하고 있어 그 규모와 분야를 파악하기 어렵다. 공개되지 않은 중국의 식량․원유 지원과 2005년에
중국의 지원으로 건설된 남포시 대안친선유리공장 건설과 같은 투자형식의 원조를 포함할 경우 중국
의 대북 양자지원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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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에서 보듯이,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에 대한 지원은 전체의 약
13%인 2억 3,376만 달러가 실행되었다. 보건․의료 분야의 지원과 북한 취
약계층에 대한 영양공급, 위생환경 개선사업들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복
합적 사업으로 분류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에는 영유아, 모성 건강 및 영양
상태 증진을 위한 사업, 환경보호를 위한 프로젝트들이 포함된다. 이 밖에
상대적으로 금액은 적지만, 국제사회는 깨끗한 식수 공급과 하수처리, 공중
위생 개선에 관련된 사업을 지원하였다. 북한 교육부문 지원을 위한 국제사
회의 모금 실적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UNICEF와 UNESCO가 일
부 취약지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교과서 및 학교비품을 지원하였으나, 교육
분야에 대한 지원은 2000년 이후 361만 달러로 국제사회의 전체 대북 원조
의 0.2%에 불과하였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경로는 크게 △ UN 기구를 통한 지
원 △ 정부간 양자 지원 △ NGO를 통한 지원으로 구분된다. 대북지원에서
가장 많이 활용된 방식은 UN 산하의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이다. [그림 2-5]

❚ 그림 2-4. 지원부문별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지원 현황 ❚
(단위: 달러, %)
금액
농업
조정 및 지원서비스

274,855,858
7,604,807

경제 회복 및 인프라지원

1,593,272

교육

3,612,525

식량

1,014,419,751

보건

233,760,756

인도적지뢰대책활동
복합적분야
지정되지않은 섹터
대피소 및 식량외물품
식수 및 위생시설
총계

1,592,075
212,647,728
11,990,201
35,528,448
28,263,014
1,825,868,435

자료: UNOCHA, Financial Tracking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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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2000년 이후 국제사회가 북한에 지원한 18억 2,000만 달러 중 63%에
해당하는 11억 5,000만 달러가 이 방식을 통해 지원되었다. 2000년대 중반
까지 대부분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UN 기구간 통합지원에 참여하는 방식으
로 이루어졌다. 2005년부터 UN 기구에 의한 합동지원은 중단되고, 국제기
구와 개별 정부가 독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UN 기구가 북한에
제공하는 식량과 의료품 같은 구호원조의 상당부분은 개별 국가의 자금지원
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실례로 미국은 1996년부터 2009년 사이에 225만
톤의 식량을 북한에 지원하였는데 식량지원의 90% 이상을 WFP를 통한 간
접지원 방식으로 실행하였다.54) 남한의 경우도 무상 및 장기차관 형식의 남
북간 직접 지원이외에 WFP, WHO, UNICEF 등의 국제기구를 통해 식량
과 백신, 필수 의약품, 영양보충제를 북한에 지원하였다. 또한 FAO가 2000
년대 전반기 북한에서 진행한 식량생산 증대를 위한 농업지원 사업에서 남
한 정부는 신탁기금 위탁을 통해 ‘축산 개발 및 채소 생산(Livestock
Development Vegetable Production)’ 사업에 51만 7,900달러, FAO의 ‘2
단계 농업통계 지원(Support to Agriculture Statistics, Phase II)’ 사업에
30만 달러를 지원한 사례가 있다.55)
UN 산하 전문기구들은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활동에서 자금 모집
과 사업추진, 지원 모니터링 측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011년 현
재 북한에는 6개의 UN 기구가 상주사무소를 유지하고 있다. 상주활동을 하는
국제기구는 WFP, UNDP, UNICEF, WHO, FAO, UNFPA(유엔인구기금)이
다. 이 외에도 UNIDO(유엔산업개발기구), UNEP(유엔환경계획), UNESCO
(교육과학문화기구), UNOPS(유엔연구사업소), UNESCAP(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등의 국제기구가 비상주 형태로 관련 분야에서 지원하고 있

54) Manyin, Mark E. and Mary Beth Nikitin(2011), p. 15.
55) 권태진(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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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5. 지원경로별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지원 현황 ❚
(단위: 달러, %)

금액
UN 기구(UN Agencies)

1,153,270,121

정부(Government)

212,411,189

비정부기구(NGOs)

144,900,763

민간 조직 및 기금
국제적십자
기타
총계

16,357,411
220,134,240
78,794,711
1,825,868,435

자료: UNOCHA, Financial Tracking Service.

다. 긴급구호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주도하는 UNOCHA(인도주의업
무조정사무국)는 2005년부터 UN 차원의 대북 통합지원이 중단됨으로서 평
양에서 사무소를 철수하였으나, 식량 부족과 수해피해와 같은 긴급구호 상황
에서 UN 중앙긴급대응기금(Central Emergency Response Fund)을 기관별
로 배분하는 등 대북지원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북한에서 활동하는 UN 기구들은 평양에 설치된 상주조정사무소(Resident
Coordinator’s Office)를 통해 각종 지원사업과 행정적 사안들에 대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UNICEF와 WHO는 어린이를 포함한 주민들의 영양
상태 조사를 실시하고, 보건기자재 지원, 방역 및 예방접종 캠페인, 의료인
교육사업 등과 같은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UNDP
는 대북지원에 참여하는 UN 기구들의 대표자 역할을 수행하며, 북한 당국과
지원사업에 대한 협의를 수행하고 있다. 1979년 이후 북한에 상주하는
UNDP는 2007년 3월 자금사용 문제와 현지직원 고용 문제 등의 의혹제기로
평양사무소를 일시 폐쇄하였으나, 2009년 9월에 북한에서의 활동을 재개하였
다. UNDP는 1999년부터 북한에서 농업복구 및 환경보호(AREP: Agricultural
Recovery and Environment Protection)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의 농업개발
과 관련한 사업들을 추진하였고, 지원 사업의 범위를 경제관리 능력,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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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송, 지속개발을 위한 환경 개선 등의 분야로 확대하였다. 1999년부터
2007년까지 UNDP는 북한에서 106개의 독자적인 지원사업(프로젝트)을 수
행하였다. UNDP의 대북지원 사업에는 26개의 농업지원 프로젝트, 38개의
개발이슈와 관련한 정책․계획 프로젝트, 9개의 에너지, 15개의 환경, 6개의
무역․개발 관련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다. 106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UNDP는 1,891만 달러를 지원하였다.56)
WFP는 1995년 11월에 평양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구호
식량지원을 위한 창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WFP는 산하의 FALU(Food
Aid Liaison Unit)를 통해 북한에 사무소를 설치하지 않은 국제 NGO의 구
호활동을 조정․지원하였다. 대북 식량지원이 활발하였던 2000년대 전반기
WFP는 청진, 혜산, 신의주, 함흥, 원산에 5개의 지부를 개설하고 160여개의
북한 시․군 지역에서 취약 계층을 위한 식량 지원과 분배 모니터링을 실시
하였다. WFP는 북한 주민에게 쌀과 같은 곡물을 직접 제공하지 않고, 해외
에서 지원받은 곡물에 영양소를 혼합 가공 처리한 식품으로 공급하고 있
다.57) 영양 강화식품은 옥수수-우유 혼합품(CMB), 옥수수-콩우유 혼합품
(CSM), 쌀-우유 혼합품(RMB), 옥수수와 밀가루로 만든 비스킷 등으로
WFP가 지원하는 북한의 식품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다. WFP는 2011년 기준
으로 13개의 혼합 영양식 지역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WFP는 식품의 재료,
혼합 영양소, 기계 장비, 제조 기술 등을 제공하고, 북한 당국은 공장 건물,
노동력, 전력 등을 제공하는 형태로 협력하고 있다. 지역공장에서 생산한 혼
합식품은 탁아소, 유치원 등의 급식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공급되고 임산부,
노인 등의 취약 계층 주민에 공급된다.
2000년대 중반 이후 국제사회의 식량지원이 급감함에 따라 WFP의 대북

56) UNDP External Independent Investigative Review Panel(2008), pp. 25-26, 126-127.
57) United Nations(2011),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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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지원 활동 또한 크게 위축되었다. WFP는 2009년과 2010년에 6만
5,363톤, 5만 5,218톤의 식량을 북한에 지원했는데, 이는 2005년 29만
2,855톤의 약 20% 수준에 불과한 수준이다.58) 2008년 8년 WFP는 131개
시․군에서 식량지원을 계획하였으나, 모금 실적의 부진으로 60개 시․군 지
역에서의 활동으로 축소되었다. 2000년대 전반기 5개였던 지역사무소는 최
근에는 청진과 원산에서 축소 운영되고 있다. 2011년 4월, 북한의 식량난이
가중되자 WFP는 107개 시․군 지역으로 식량지원 확대 계획을 발표하였다.
FAO는 WFP와 함께 매년 북한의 곡물작황 상태와 식량수급 상태를 조
사․평가하고 있다. 이들 기관의 작황 및 식량안보 조사(Crop an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는 북한의 식량 부족량과 국제사회의 필요지
원 분량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2000년대 전반기 FAO는 북
한의 식량생산 증대를 위한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프로젝트를 실행하였다. 실
례로 FAO는 2001년 북한의 이모작 사업, 조림사업, 토끼 생산사업, 영양개
선을 위한 온실 사업 등에 총 300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FAO는 2003년까
지 북한지역에서 116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59) 2000년대 중반 이후
FAO는 지원자금의 모금 가능성과 북한 농업부문의 긴급지원 상황에 따라
지원의 중점분야를 변경하면서 대북지원을 수행하였다. 2007년 북한정부가
가축 구제역 발생을 보고하자 FAO는 2008년부터 구제역 방재 지원과 함께
가축 질병 진단을 위한 실험실 기능 강화, 북한의 동물 질병 관리 역량을 강
화하기 위한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60) 2011년 FAO는 북한의 58개 시군에
서 지원사업을 전개하였으나, 지원을 받는 대부분의 협동농장은 북한 서부지
역인 평안도와 황해도에 위치하고 있다. 중점지원 사업은 구제역, 조류 독감
방지와 관리를 위한 역량 강화, 평양 인근에서 발생한 소나무 유충병 전염의

58) United Nations(2011), p. 4.
59) 최춘흠, 김영윤, 최수영(2008), pp. 35~36.
60) United Nations(2011), pp.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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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 방지, 요소비료 지원을 통한 식량 증산 등이다.
UN 산하 전문기구와 함께, 국제 NGO와 종교 계통의 구호단체, 유럽국
가 정부 산하의 개발기관들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국제적십자․적신월사연맹(IFRC)은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와 회원국
을 통해 2000년대 2억 2,000만 달러 상당의 대북지원을 실시하였다.61)
IFRC의 대북지원활동에서 2,068만 달러는 자체 예산에서 배정되었고, 지원
액의 대부분인 2억 달러는 회원국 정부와 민간단체의 자원지금을 통해 모금
되었다. 홍수 피해와 같은 긴급 재난구호활동과 함께 IFRC는 북한에서 보
건․의료, 식수 및 공중위생, 재난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에 중점을 두
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IFRC의 지원으로는 북한지역에 산재한 2,030
개의 리단위 보건소와 56개 군병원의 필수 의약품 지원과 분배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62) 또한 평양과 함흥에 2개의 혈액센터 재건을 지원하였고,
의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IFRC는 2001년부터 함경남
도, 황해남도, 평안남도, 평안북도의 183개 리지역에서 식수 및 공중위생 환
경개선 사업을 진행하였다. IFRC의 대북지원사업은 조선적십자회(DPRK
Red Cross)와 국제적십자위원회, 공여 회원국 적십자사와의 협약에 의해 진
행되고 있다. 현재 진행되는 IFRC의 대북지원을 2009년부터 2012년의 3개
년 협약전략(Cooperation Agreement Strategy for 2009~12)에 기초하고
있다.63) 호주,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등의 9개의
회원국 적십자사가 북한과의 협약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 회원 적십자사는
재난 관리(덴마크), 조림(노르웨이), 식수 및 공중위생(스웨덴) 등의 분야에서
기술 지원을 하고 있다.
가톨릭 계통의 165개 구호․사회개발 단체의 연합체인 국제카리타스

61) UNOCHA, Financial Tracking Service 통계.
62) United Nations(2011), p. 42.
63)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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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itas Internationalis)는 1995년부터 북한에서 식량구호와 의료지원 활동
을 지속하고 있다. 카리타스의 대북지원은 2003년까지 수해피해 복구와 아
동을 대상으로 한 급식과 의료지원 등의 긴급구호 위주로 진행되었다. 2004
년부터는 씨감자 지원과 평양 농업과학원의 ‘씨감자 무균종자배양시설’ 건립
등의 농업복구 사업을 지원하였다. 의료분야에서는 2007년 평양 제1인민병
원의 시설 개보수 지원, 2008년의 북한지역 결핵요양소 환자를 위한 지원과
지역 병원의 전기시설 보수를 위한 물자를 지원하였다. 국제카리타스는 1995
년부터 2008년까지 3,443만 달러 상당의 식량과 물품을 북한에 지원하였으
며, 최근에는 어린이 급식과 결핵환자 의료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64)
북한의 대외관계 악화와 국제사회의 대북 원조 피로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2000년대 국제 NGO의 대북지원 활동은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2000년대
전반기 북한 지역에는 Children’s Aid Direct(영국), Concern Worldwide
(아일랜드) 등 11개의 국제 NGO가 상주대표부를 설치하고 활동하였다. 비록
1990년대 하반기 대북지원에 참여하였던 국경 없는 의사회(MSF: Medecins
sans Frontier), OXFAM을 포함하여 5개 NGO가 북한 당국의 통제와 비협
조적인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며 대북지원을 중단하였으나, 2000년대 초반 대
북 구호활동에 참여하는 국제 NGO는 증가하였다. 2000년에는 프랑스에 본
부를 둔 국제 NGO인 핸디캡 인터내셔널(Handicap International)과 트리앙
글 GH(Triangle Generation Humanitaire)가, 2001년에는 Hungarian
Baptist Aid가 상주사업을 시작하였다.65) 북한에 상주하였던 국제 NGO는

64) 한국카리타스 홈페이지(http://www.caritas.or.kr). 국제카리타스는 1995년 북한의 수해피해와 식량난
에 대응하여 대북 구호활동을 시작하였으며, 홍콩카리타스가 대북지원 사업의 실무를 담당하였다. 국
제카리타스 대북지원특별소위원회는 2006년 11월 카리타스의 대북지원 실무책임을 홍콩카리타스에서
한국카리타스로 이전하였다. 한국카리타스는 1995년부터 2008년까지 대북지원에 68억 2,000만 원
을 집행하였으며, 상당액은 국제카리타스의 대북사업을 지원하는 형태로 집행되고 있다.
65) 2000년대 전반기 국제 NGO의 대북지원 실태와 활동여건에 대한 내용은 Hazel Smith(2002),
Overcoming Humanitarian Dilemmas in the DPRK(North Korea),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이종운(2003), ｢북한에 대한 국제기구의 경제지원 현황과 향후 과제｣. KIEP세계경제, 제6
권, 6호, pp. 70~84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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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유럽에 본부가 위치한 민간단체들이었으며, 미국, 캐나다에 소재한
NGO들은 식량과 구호물품을 지원하는 형태로 대북 원조에 참여하였다.66)
2009년 이후 북한에는 6개의 유럽 NGO만이 상주하면서 인도적 지원사
업을 진행하고 있다. 북한에서 현재 구호활동을 하는 NGO는 Concern
Worldwide(아일랜드), Save the Children UK(영국), Triangle GH(프랑스),
Premiere Urgence(프랑스), Handicap International(벨기에) German Agro
Action(독일),이다. EU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조
치에 참여하지만,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원조는 지속하고 있다. 유럽원
조협력사무국(Europe Aid Cooperation Office)은 6개의 유럽 NGO에게
2008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2,243만 유로를 지원하였다.67) EU의 자금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들 NGO들은 유럽원조협력사무국의 직접적인 관리를
받으며 유럽연합프로그램지원(EUPS: European Union Programme Support)
의 일원으로 북한에서 활동하고 있다.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의 유럽국가는
정부차원에서 이들 NGO가 추진하는 보건의료, 식수위생 사업 등을 지원하
는 방식으로 대북 인도지원에 참여하고 있다. 실례로 북한에서 농업 복구,
식수 및 공중위생 사업을 진행하는 트리앙글 GH의 경우 유럽원조협력사무
국, 스웨덴국제개발협력단(SIDA), 프랑스 정부의 인도지원기금에서 2011년
지원 자금을 주로 조달하였다.
일부 유럽 국가들은 정부 산하의 구호․개발기구를 통해 대북지원에 직접

66) 2000년대 대북지원에 참여한 미국 NGO는 MCI(Mercy Corps International), 사마리탄스 퍼스
(Samaritan’s Purse),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Christian Friends of Korea), 월드비전(World Vision),
글로벌 리소스 서비스(Global Resource Services), 한․슈나이더 국제아동재단(Han- Schneider
International Children's Foundation) 등이 있다. 미국에 본부를 둔 국제구호단체인 MCI는 대북 식
량, 의료품 지원과 함께 2000년부터 평안북도에서 만 그루의 사과나무 농장을 건설하는 사과나무 프
로젝트(Apple Tree Project)를 진행하였다. 사마리탄스 퍼스는 식량, 비료, 농업용 비닐 등의 농자재
를 지원하였다. 캐나다에 본부를 둔 퍼스트스텝스(First Steps)는 2002년부터 북한 유아들을 대상으
로 한 두유 급식을 지원하고, 두유제조기를 북한에 재공하고 있다. 퍼스트스텝스는 2011년의 북한 식
량난에 대응하여 유아들의 영양소를 보충해줄 복합미량 영양소와 두유를 긴급 지원하였다.
67) United Nations(2011),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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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고 있다. 평양에 상주사무소를 유지하고 있는 유럽국가의 정부기구는
스위스 개발협력단(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 이
탈리아 외무부 산하의 개발협력단(Italian Development Cooperation Office),
스웨덴 국제개발협력단이 지원하는 농업재건프로젝트(Swedish Agricultural
Rehabilitation Project)이다. 1997년부터 북한에서 상주활동을 하고 있는 스
위스 개발협력단은 농업분야에서는 옥수수 등의 병해충 방재기술 전수, 옥수
수와 감자의 품종 개량, 경사지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스위스는 교육 분야
에서 북한에 최초로 설립된 경영전문학교인 평양 비즈니스 스쿨에 재정 지
원을 하고 있으며, 법률, 금융 분야의 북한 인력을 연수시키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표 2-1. 대북지원에 참여하는 주요 국제기구 및 NGO 현황 ❚
국제기구
(단체)

지원 분야 및 내용

- 국제사회의 긴급 식량지원 및 모니터링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
∙ 아동 및 여성을 주 대상으로 지원하고 학교급식, 취로사업 급식을 지원
∙ 13개의 영양 강화식품 제조공장 운영(2011년)
∙ WFP를 통해 2001년 최대 93억 12만 톤의 식량을 북한에 제공하였으나, 북한의
대외관계 악화에 따라 WFP의 식량지원 규모는 2010년 5만 5,218톤으로 감소
WFP
∙ 2000년대 전반기 160여개의 북한 시․군 지역에서 식량 지원
(세계식량
∙ 식량분배 모니터링이 가능한 지역만을 지원한다는 원칙(no access, no aid)
계획)
∙ 2008년 60개 시․군 지역으로 지원활동 축소
∙ 2000년대 후반기 이후에는 식량난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함경북도, 함경남도,
양강도 지역을 중점 지원
- WFP의 구호활동을 위해 2000년대 미국, 한국, 일본, EU, 호주, 독일, 핀란드,
이탈리아, 스위스 등이 지원
- WFP와 함께 북한의 곡물작황 및 식량수급 조사 및 평가
FAO
- 2000년대 전반기 북한 식량생산 증대를 위한 농업기반 복구 프로그램 추진
(식량농업
- 2000년대 후반기 구제역 등 동물 질병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에 역점
기구)
- 평양 인근지역인 평안남도, 평안북도, 황해남도 지역의 일부 시군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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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 계속 ❚
국제기구
(단체)

지원 분야 및 내용

- UN 기구들의 상주조정관(resident coordinator) 역할
∙ 1979년 평양 사무소 개설
∙ 미국의 대북지원 자금 전용 의혹 제기로 2007년 3월 북한 내 활동을 중단, 의혹
해소로 2009년 9월부터 대북지원 재개
UNDP
- 농업복구 및 환경, 에너지와 수송 분야와 관련된 사업, 대외무역 능력 배양사업 추진
(유엔개발
∙ 1999년부터 2007년까지 106개의 지원 프로젝트 수행
계획)
∙ 연간 300만 달러 수준의 대북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06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1,891만 달러를 지원
∙ 2009년부터 지속가능한 농업에너지 개발(수력, 태양력 등 대체에너지 시설의 설치와
기술전수), 종자생산 증대 등의 6개 분야 사업을 중점 추진
- 여성과 아동의 영양 증진과 보건위생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
∙ 급식센터에 대한 혼합영양식 지원 및 5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복합영양제와
비타민A 공급
UNICEF
(유엔아동 ∙ 보건소에 대한 필수 의약품 상자 제공과 예방 접종 사업
기금) ∙ 어린이 보호시설, 초등학교의 식수 및 위생시설 개선 사업
-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교과서 제작을 위한 종이 및 학습 용품 제공
- 2011~15년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해 1억 2,088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
- 북한은 1972년 WHO에 가입하였으며, WHO는 2001년 평양에 사무소 설치
- 방역 및 예방접종, 의료인 교육사업 지원
∙ 2001년부터 말라리아 방역, 결핵, 홍역, 영양실조에 대한 의약품 및 설비 제공
WHO
∙ 한국,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유럽연합, 국제 로터리연합 등이 자금 지원
(세계보건
- 매년 북한 전역의 10개도의 100여개 시군지역에서 지원활동 전개
기구)
∙ 보건소, 시군지역 병원에 대한 지원과 함께 결핵병원, 대학병원, 전통의학원 등에
대한 지원
- 연간 1,500만 달러 수준의 지원 예산을 책정
- 인구 및 개발 전략(Population and Development Strategies)의 일환으로 북한 경제
및 인구통계 조사를 위한 자금과 기술지원
∙ 2008년 북한 인구조사를 지원하여 북한 중앙통계국은 2010년에 ‘DPR Korea 2008
UNFPA
Population Census National Report’를 발간
(유엔인구
∙ 2010년 모성 및 아동 건강 실태 조사 지원
기금)
∙ 북한 인구조사 관계자의 조사 및 통계분석 능력 증진을 위한 교육
- 1998년부터 가족계획 및 생산보건(reproductive health) 프로그램 지원
- 2007~09년 835만 달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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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 계속 ❚
국제기구
(단체)
IFRC
(국제
적십자/
적신월사
연맹)

지원 분야 및 내용
- 2000년대 2억 2,000만 달러 상당의 대북지원
∙ 긴급 재난구호 지원과 의약품, 의료장비 지원
- 2009~12년의 3개년 협약전략에 따라 지원사업 추진
∙ 국제적십자위원회, 9개 공여국 적십자사가 지원에 참여

- 아일랜드에 본부를 둔 비정부기구로서 1998년부터 대북지원
∙ 식량 증진을 위한 농촌지원 사업
Concern ∙ 깨끗한 식수 공급, 공중위생 개선, 하수처리장 설립 등을 통한 보건환경 개선
Worldwild - 2000년대 평안남도 북창군, 덕천군, 효창군 지역에서 지원 사업 전개
- Concern Worldwild의 자체 기금과 함께 유럽연합, 스웨덴 국제협력단, UNICEP,
아일랜드 은행, 아일랜드 가스(Irish Gas)의 지원을 받음
- 2003년에 북한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EU프로그램지원단(EUPS) Unit 2로 상주 활동
Save the
∙ 함경남도 함흥 등의 5개 시군지역에서 식량지원과 위생환경 개선 지원
Children
∙ 보건부 산하의 의학정보센터와 공동으로 의료 종사자 교육
UK
∙ 평양채소연구소와 협조하여 채소 종자 개량, 온실 설비 지원 사업
- 프랑스의 민간 구호단체로서 EUPS Unit 1로 북한에서 상주 활동
∙ 병원 설비의 개보수, 의료품 지원과 함께 의사들에게 수술기술 훈련
Premiere
∙ 황해북도와 평안북도의 농민들에게 2009년부터 3년에 걸쳐 식용 토끼 사육 지원
Urgence
∙ 2011년 프랑스 정부로부터 15만 유로를 지원받아 평안남도와 황해남도 지역의
장애아 등 취약계층 1,600여 명의 식량 지원
- 2000년 12월부터 북한에서 상주활동을 하는 프랑스 비정부기구(EUPS Unit 5)
∙농업복구, 식수 및 위생환경 개선, 학교 및 의료시설의 보온단열 시설 지원 등의
19개 프로그램 실행
Triangle
∙황해북도 사리원군에서 젖소농장 사업, 함경남도 영광군과 신흥군에서 양어장 사업 진행
GH
- 2009년 4월부터 2년동안 강원도 문천에서 상하수도관 개보수 사업
∙문천지역 1만 3,000여 명의 주민이 혜택
∙수로개선사업은 Europe Aid와 SIDA가 자금 지원
- 벨기에와 프랑스에 본부를 둔 핸디캡 인터내셔널은 북한장애인보호협회의 요청에
따라 1998년부터 북한에서 장애인 지원사업을 진행
Handicap
∙ 함흥에 위치한 정형외과 센터, 평양 정형외과, 신천호수 물리치료센터에 대한
Internatio
정형외과 장비 및 기술 지원
nal
∙ 함흥 국립정형외과병원, 덕천 광산병원 지원
∙ 11개의 맹아, 농아학교 지원
자료: United Nations(2011), 최춘흠 외(2008) 등의 국내외 문헌과 해당 국제기구 자료를 참고하여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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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북지원의 문제점과 과제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1990년대 중반 이후의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의 지원은 북한의 식량난과 취약계층의 인도적 위기사항을 완화하는 데 기
여하였다. 국제기구들과 관련국 구호단체의 대북지원 활동은 북한이 이들 기
구들과의 협력과정에서 국제사회와의 접촉을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원
사업들이 진행되는 동안 협의를 통한 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이 증가하는 성
과를 나았다. 그러나 북한경제의 침체와 주민 생활상의 어려움은 여전히 지
속되고 있다. 최근 북한의 식량사정은 더욱 악화되어 기아사태의 재연 가능
성이 제기되어 국제적 우려를 낳고 있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
원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식량난이 해소될 기미
를 보이지 않고 더욱이 핵개발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갈등이 증가함으로써
대북지원에 대한 방향과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증가하고 있다. 대북 원조가
장기화됨에 따라 공여국과 단체의 기부자 피로현상(donor fatigue)이 나타나
고 있으며, 구호 단체들의 대북지원 모금액은 2000년대 중반 이후 크게 감
소하였다. 대북지원 감소의 배경에는 핵문제와 북한의 남북관계, 대외관계
악화가 작용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국제사회의 지원활동을 과도하게 정치적
으로 해석하고 해외 원조를 효과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68)
북한 당국이 국제기구, 단체들의 북한 내 활동을 제약하고 지원 모니터링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대북지원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본
장에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과정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향
후 대북지원이 효율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68) 임을출(2008), pp. 14~16; 최춘흠, 김영윤, 최수영(2008), p.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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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조 투명성 향상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에서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은 북한에 제공된
식량과 물품이 구호를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에 공정하게 분배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공여국과 단체의 현장 접근과 지원 모니터링(monitoring) 강화이다.
북한에서 활동하고 있는 UN 기구와 국제 NGO는 취약계층인 어린이, 노약
자, 임신 및 수유 여성, 장애인 등의 시설 거주자에 대한 지원에 역점을 두
었고, 수해 등의 자연재해지역과 식량 사정이 상대적으로 더욱 나쁜 북한 동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안보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대해서는 외부 지원과 접근을 거부하여 왔다.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
원의 확대되던 2000년대 초반에도 WFP는 자강도, 양강도, 평안북도, 강원도
지역의 44개 시․군 지역에 접근이 불가능하였다. UN 기구와 국제 NGO들
은 원조 모니터링이 허용되지 않은 지역에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no
access, no aid)을 준수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기구는 북한정부의 예방주사,
비타민A 영양보충, 말라리아 방제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제외하고는 현장
접근이 허용된 북한 지역에서만 식량과 인도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공여단체의 원조 모니터링에 대한 북한 당국의 지나친 통제와 비협조는 과
거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현장조사(assessment), 감시(monitoring), 평가(evaluation)활동에 대한 제한은 북한에서 인
도지원 사업을 전개하던 국경 없는 의사회, OXFAM, CARE, Catholic
Relief Service(CRS) 등 국제 NGO의 지원 중단을 야기하였다. 북한 당국의
투명하지 못한 식량분배 문제는 2008년 5월 EU 산하 인도지원사무국의 평
양사무소 철수와 EU의 잠정적인 식량지원 중단 결정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대북지원을 둘러싼 찬반논란의 배경에는 구호 식량과 물품에 대한 북한 당
국의 전용 의혹과 취약계층에 대한 공정한 분배 등의 의문 제기가 있다. 북
한에서 상주활동을 하는 국제기구들은 이들 단체의 현장 접근과 분배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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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에 대해 북한 당국의 협조가 2000년대 점진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대체적으
로 평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 당국은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하면서도 공
여단체의 현장 접근과 모니터링을 제한하려는 경직된 태도를 보여 왔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원조 식량과 물품의 공정한 분배는 여전히 의문시 되고 있
다. 북한에 상주하는 국제기구의 실무자들은 도시와 농촌지역의 시장에 대한
접근이 허용되지 않아 식량분배의 모니터링, 식량의 시장가격 조사, 식량부족
의 실태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북한 당국은 2000년대 식량분배
과정에서 국제기구의 불시점검을 허용하지 않았고, 현장 접근 과정에서도 정
부의 여행허가와 북한 측 안내를 받을 것을 요구하였다. 북한 당국의 이러한
경직된 자세와 각종 제한 조치는 지원된 식량과 물품에 대한 북한 당국의 전
용과 취약계층에 대한 공정한 분배에 대한 의문을 낳게 하였다.
북한 당국은 2011년 EU 등이 제시한 식량분배 모니터링 조건에 동의하
였으며,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의 현장방문 및 감독에 대한 북한의 협조가 이
전보다 개선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 당국은 국제기구의 모니터링을
위해 과거 7일 전 사전통보를 요구하였으나, 최근에는 48시간 전에 통보한
모니터링 활동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더욱이 WFP와 북한 당국의 협정에
따라 향후 식량 지원에 대한 현장방문과 모니터링은 24시간 전 사전통보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WFP는 2011년에 식량지원 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107개 시․군에서 현장조사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장조사가 허용된 시군에서
WFP 관계자는 도착한 직후 방문 지역, 기관, 가구를 선정할 수 있게 되어
과거에 비해 모니터링 과정의 ‘임의성(randomness)’이 향상되었다.69)
최근 북한 당국이 국제기구와 NGO의 현장접근에 대해 개선된 모습을 보
이고 있지만, 대북지원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이들 통해 국제사회의 전용 의
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국제기구와

69) United Nations(2011), pp. 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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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로부터 지원된 식량은 북한 당국이 관리하는 배급체계에 의해 주민
들에게 분배되고 있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외부지원 식량과 구
호물품을 정치적으로 중요한 지역과 계층에 우선적으로 배분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국가 배급체계를 통한 원조식량 분배방식의
개선이 요구되며, 지원단체가 북한 당국과 함께 식량분배 과정에 참여할 필
요가 있다. 또한 북한 당국은 지원단체 관계자의 예고치 않은 현장조사를 허
용하여 지원물품 전용 의혹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현
재 UN 기구와 NGO들은 각 단체가 지원하는 지역에서만 접근이 허용되어,
같은 UN 체계의 조직이더라도 다른 단체의 활동지역에서는 모니터링과 조
사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유럽 NGO의 구호활동이 진행되는
지역이라도 지원이 없으면 WFP는 현장 접근에 제약을 받게 된다. 국제기구
와 단체들은 북한지역에서의 공동 모니터링, 조사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북
한 당국에 요구를 하고 있으며, 북한 당국은 지원단체들 간의 협력을 강화하
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가 있다. 원조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
해 북한 당국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국제기구와 공여국들은 대북지원을
확대할 것이다.

나. 개발지원 사업의 확대
긴급구호 위주로 운영되는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을 북한이 경제회복을 위해
자립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개발지원 사업 형태로 전환할 필요
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까지 실시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은 식량지원과 보
건‧의료서비스 제공 같은 단기 긴급구호 프로젝트(short-term emergency
relief projects) 위주로 이루어졌다. 북한 경제난에 따른 취약계층의 위기상
황과 경색된 북한의 대외관계를 고려할 때 지난 10여 년간 국제사회는 긴급
구호 위주로 대북지원을 실행할 수밖에 없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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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전반기 일부 UN 기구와 NGO들이 긴급구호를 넘어서는 개발 위
주의 사업으로 대북지원을 전환할 움직임을 보였다. UNDP와 FAO는 농업
복구 사업을 진행하고, EU는 에너지, 운송부문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의 돌출과 북한의 대외관계
악화에 따라 UNDP와 대부분의 국제기구의 개발사업들은 2000년대 후반기
에 축소되거나 중단된 상태이다.
식량과 구호물자 전달을 위주로 한 긴급 구호형 지원은 단기적이고 임기
응변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자체적인 개발 역량(capacity building) 강화를
모색하기 어렵다. 긴급구호형 지원활동은 대상지역과 사업내용이 자주 바뀔
수밖에 없어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또한 북한경제의 변화를 위한
사업이나 정책에 체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북한에서 활동을 하
는 UN 기구들은 UNDP를 상주대표로 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북한 외무성,
국가조정위원회(National Coordination Committee)와 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EU의 지원을 받는 유럽 NGO는 북한이 설립한 북한
ㆍ유럽 협력조정기구(Korean European Cooperation Coordination Agency)
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UN 기구들과 NGO들의 현
장 구호활동에서 국제기구들 간의 협력과 북한 하부기관들과 국제기구의 협
력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제기구의 지원도 개별 단체가 독자적
인 프로젝트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지원단체 간의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지원사업이 특정지역과 분야에 고립되어 파급효과가 제한적이었
다.70) 또한 국제기구, NGO의 대북 구호활동에서 지원단체의 유형, 위임단
체, 기부자의 성격에 따라 지원주체 간 견해차이가 발생하여 지원사업들의
연계가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대북지원 활동에서 나타났던 이러한 기술적 문제는 과거 긴급구호 형태로

70) 최춘흠, 김영윤, 최수영(2008), pp. 11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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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되던 개발도상국의 인도적 지원사업에서도 흔히 발생하였던 문제로, 수원
국 정책과 관리능력 향상이라는 원조사업 과정상의 측면(process aspects)을
간과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 식량지
원의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도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데, 식량지원이
수원국 정부의 농업 생산과 투자에 대한 관심을 감소시키는 부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한 식량지원은 장기적으로 국민소득의 증가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며, 수원국의 정치ㆍ경제적 외부 의존도를 증가시키는
문제가 있다.71) 따라서 대북지원을 일회성, 긴급구호 형태를 넘어서 북한의
경제회복과 성장을 유도하는 개발지원 사업과 동반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의
견이 증가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북한이 식량문제 및 인도적 상황 개선을 추
구할 수 있는 분야에 개발지원이 이루어지고, 국제사회가 북한과의 협의를
통해 북한경제의 회복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한 가운데 대북경제지원
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 개발사업 추진은 북한의 대화 유도와 정치․안보적 돌발
상황으로 대외관계를 급격히 단절하는 과거의 형태를 방지하는 효과도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2004년 UN 차원의 인도적 통합지원을
거부하면서 식량 위주의 단기 구호성 지원보다는 개발사업 위주로 대북 원
조로 전환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북한 당국은 2000년대 국제기구들과
정기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핵심지원 사업과 우선과제 선정 등을 협의하
였다. 북한 당국은 개발사업 추진에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국제기구들과의
중점 협력분야로 경제관리, 에너지, 환경관리, 식량 증산을 위한 농업복구,
기초 인프라 개선 등을 선정하였다.72) 개발사업의 추진은 북한으로서도 관
심을 표명하기 때문에 원조 모니터링에 대한 협조를 유도하기 용이할 것이

71) Colding and Prinstrup - Andersen(2000).
72) 최춘흠, 김영윤, 최수영 (2008), pp. 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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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국제사회의 개발사업 추진은 지원 자금이 상대적으로 크고 장기간
진행되기 때문에 북한의 돌출 행위와 이에 따른 대외관계 악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UN 기구들은 2010년 북한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2011~15년 UN‧북한
협력을 위한 전략(Strategic Framework for Cooperation between the
United Nations and the Government of the DPRK 2011~15)’을 수립‧발
표하였다. 북한에서 활동 중인 국제기구들은 2011년부터 향후 5년간 대북지
원사업을 △ 사회 개발 △ 지식 및 개발관리를 위한 협력 △ 영양개선 △ 기
후변화 및 환경개선의 4개 부문을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사회개발
(social development) 부문에서는 보건서비스의 질적 개선, 교육 관리역량 강
화, 식수 및 위생시설 개선사업 등의 과제가 선정되었다. 지식 및 개발관리를
위한 파트너십(partnerships for knowledge and development management)
분야에서는 정부 및 기업의 금융관리를 위한 인적자원 강화, 무역 및 외국직
접투자에 대한 인적 역량 및 지식 강화를 위한 사업의 추진이 강조되었다.
UN은 북한의 식량난 극복을 위해 인도적 식량지원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농
업생산 증대를 위한 기술지원과 농업개발사업을 주요 과제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국제기구들이 이와 같이 개발사업 위주로 대북지원 방향을 전환하
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사업추진을 위한 자금 모금실적은 극히 저조
한 실정이다. ‘UN‧북한 협력을 위한 전략'에서 계획된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2억 8,800만 달러의 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나 자금 모금
실적이 부진하여 상당수의 사업은 집행이 유예되고 있다. 북핵문제의 해결
지연이 국제기구의 대북지원 자금 마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
한이 경제 회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원조 규모 확대와 개발지원 사
업의 추진이 필수적이다. 북한은 외부의 경제지원을 원하면서도, 대북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핵문제 해결과 대외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북한 당국은 북핵 협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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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서 국제사회의 개발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
이다. 북한이 핵문제 해결과 대외관계 개선을 위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면
남한과 국제사회는 다자적 국제협력방식에 의한 대북지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경제성장과 회복을 위해 필요한 농촌지역 개발, 에너지, 운송
부문 재건, 산업시설 현대화 등과 같은 분야에서 자금지원과 프로그램의 추
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다. 북한지원 신탁기금 설립의 추진
남한과 주변국, 국제기구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대북개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하나의 방안으로 ‘북한개발지원 신탁기금’ 설립을 추진할 수
있다.73) 신탁기금은 특정한 개발 목적과 사업 수행을 위해 일국 또는 다수
의 국가가 자금을 출연하여 설립하는 기금으로, 일반적으로 세계은행 또는
UN 기구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신탁기금은 세계은행 또는 UNDP 등의
UN 기구가 공여국에서 기탁된 자금을 회원국인 수원국 정부와 협의를 통해
지원‧관리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다자간 공여 신탁기금(Multi-Donor
Trust Funds)을 통해 개도국, 위기 국가들에 대한 지원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EU와 캐나다 등 선진 공여국은 양자지원보다 원조 효율성과 투명성
이 높다는 이유로 신탁기금을 통한 원조를 선호하고 있다. 공여국(단체)들의
통합된 경제지원으로 자금규모가 크기 때문에 수원국 또한 신탁기금을 통한
원조수여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다자간 신탁기금 조성은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ADB) 비회원국인 북한
이 이들 국제개발은행으로부터 비금융지원 부문의 기술지원과 함께 인프라 개
발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74) 신탁

73) 장형수, 김석진, 송정호(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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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은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지 못한 지역이나 국가에 대해서도 설립이 가능
하며, 세계은행이 자금지원을 한 사례는 팔레스타인지역 지원기금(The West
Bank and Gaza Trust Funds)과 동티모르 개발기금(WB-Administered Trust
Fund for East Timor) 등이 있다.75) ‘북한개발지원 신탁기금’ 설립은 대북
지원에 참여하는 국가와 국제기구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고, 또한 공여
국(단체)들이 공동으로 대북 원조점검 회의와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을 평가
하고, 추진 현황을 점검할 수 있어 대북지원의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 6자 회담을 통한 비핵화 과정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면
남한과 관련국들은 ‘북한 개발지원 신탁기금’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교육, 환경보전, 농업복구․개발 분야는 공여국
의 자금 부담이 적고 개발지원의 정책적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우선적으
로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 특히 북한 식량난 해소를 위해 농업설비 복구,
작물재배 기술 전수, 농업교육 등과 같은 분야는 농업부문의 지원을 적극적
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개혁․개방이 진전되고 주변국들의 참여의
사가 증가할 때 신탁기금의 지원범위를 에너지, 운송, 산업인프라 등으로 확
대할 수 있다. 신탁기금 설립은 남북한과 국제사회의 공여국들이 협의를 통
해 효과적으로 대북경제지원을 관리하는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

74) 장형수 외(2009), pp. 30~33.
75) 팔레스타인 가자지역과 요르단강 서안지구(Gaza and the West Bank)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은
1993년 오슬로 협정(Oslo Accords)이 계기가 되었다. 40여 개의 공여국과 단체가 1993년 신탁기금
설립을 논의하고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세계은행은 4개의 다자 공여 신탁기금을 설립․
관리하였다. 동티모르의 경우 세계은행과 유엔 동티모르 과도행정기구(UNTAET: United Nations
Transitional Administration in East Timor)의 주최 하에 1999년 12월 동티모르의 재건을 위해 향후
3년간 5억 2,000만 달러 상당의 자금지원이 약정되었으며, 동 자금으로 동티모르 신탁기금이 설립
되었다. 동티모르 독립․재건 과정에서 Trust Fund for East Timor(World Bank 관리),
Consolidated Fund for East Tumor (UNDP 관리), 전환지원프로그램 기금(Transitional Support
Program), 통합지원프로그램(Consolidated Support Program) 4개의 신탁기금이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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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북‧중 경제관계
홍익표

1. 문제제기
최근 북한과 중국 간의 경제협력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양국
간 경제협력은 2009년 10월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방북을 계기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2010년에도 북핵문제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천안함 사
건에 따른 한반도 정세의 긴장에도 불구하고, 김정일 위원장이 두 차례나 방
중을 하여 정상회담과 함께 양국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북․중 경제협력은 이미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지만, 최
근의 경제협력은 그 규모나 내용, 방식 등에 있어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고
있는 양상이다. 이러한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 조짐에 대해 북한경제의 발전
과 동북아 지역의 경제협력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과
함께, 북한경제의 중국경제 예속화와 북핵문제 해결의 지연 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최근 북․중 경제협력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중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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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판단에 기초한다는 점이다. 물론 과거에도 북․중 경제협력은 단순한
경제관계를 넘어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적 맥락에서 추진되었다. 그러
나 최근 양국 경제협력은 북한의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북한체제
안정성 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중국정부는 2009년 8월경을 고비로 대북정책에 대한 혼선과 딜레마를 상
당 부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정부는 북한과의 전통적 관계를 유지․
강화하고, 북한체제를 위협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전략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 북․중 양국은 2009년 하반기 이후 고위급 인사
들의 상호교류를 활발히 전개하였다. 특히 2009년 10월 원자바오 중국총리
의 방북은 중국 지도부의 전략적 결단을 김정일 위원장에게 분명히 전달하
는 상징적 조치였다. 원자바오 총리 방북 기간중 양국은 중국의 대북경제지
원, 경제기술협조, 교육교류협력 등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는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취해진 유엔 안보리의 결의 1874호를 사실상 ‘무력화’ 시
킨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중국정부는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제재와
압박보다는 북한이 느끼는 안보 및 경제상의 위협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중국의 국익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최근 중국의 대북 경제협력의 확대는 이와 같은 전략적 판단과 함께 동북
진흥계획 차원에서도 살펴보아야 한다.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은 취임이후 동
북지역의 경제발전을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동북3성(랴오닝성, 헤
이롱장성, 지린성)으로 상징되는 중국의 동북지역은 1980년대 개혁․개방정
책 이전까지는 중국에서 가장 공업화되고 발전된 지역이었다. 그러나 중화학
공업과 국유기업으로 상징되는 이 지역은 1990년대 이후 가장 비효율적이고
낙후된 지역이 되었다. 중국정부는 2003년부터 동북진흥전략을 본격 추진하
여 이 지역을 주강삼각주, 장강삼각주, 북경-천진-하북지역에 이은 제4의 성
장축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본격화하였다.
북․중 경제협력이 2000년대 중반 이후 급격히 확대되기 시작한 것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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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동북진흥계획이 추진된 시점과 맞물려 있다. 동북지역의 경제개발이 본격
화되면서 에너지원과 광물자원 등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대되면서, 중국
기업들의 북한 광물자원에 대한 수입이 늘어났고, 에너지원의 확보를 위한
북한광산에 대한 대북 투자도 증대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동북진흥계획 추
진과 북․중 경제협력의 확대와 관련해서 가장 주목되는 것이 SOC 부문에
대한 투자 활성화이다. 중국은 동북지역의 경제발전에 필요한 철도, 도로, 발
전소, 항만, 공단조성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였으며, 이는 북․중 경제협
력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 북 ․ 중 경제관계의 전개과정 및 현황
가. 전개과정
1990년대 북․중 관계에서 큰 변화가 초래된 것은 구소련의 붕괴로 인한
냉전의 해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실용주의 노선을 바탕으로 서방국가들과
의 관계 개선 및 동북아 안정에 주력하였으며, 이러한 정책기조는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1992년 8월 한․중 수교로 표출되었다. 한․중 수교로 인해 북․
중 관계는 균열과 함께 냉각기에 접어들었다.76) 북․중 정치관계의 변화는
경제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중국정부는 1993년에 북한과
의 오랜 구상무역 관행과 국제시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을 적용하
여 왔던 ‘우호가격’에 의한 교역을 철폐하였다. 또한 무역거래에서 경화결재
를 요구하였다. 이는 구소련 붕괴 이후 유일한 사회주의 무역대상국인 북․중
교역의 급격한 위축을 초래했다. 이러한 대외경제의 위축은 1990년대 중반의

76) 최수영(2010), p.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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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등과 맞물려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북․중 모두 양국관계가 계속 악화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하에 1990년대 중반 이후 관계 개선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우선 1996
년 5월 북한의 홍성남 총리가 중국을 방문하여 ‘경제기술협력 협정’을 체결
하고 대북교역에 있어서도 ‘우호가격’ 적용을 재개한다고 발표하면서 부분적
으로 양국관계가 호전되었다. 또한 1999년 6월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고위대표단의 한․중 수교 이후 첫 중국 공식방문을
계기로 북․중 관계가 복원되면서 경제관계 역시 회복되기 시작하였다.77)
당시 중국정부는 양국관계를 위해 식량 15만 톤과 코크스 40만 톤을 북한에
게 무상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2000년에 들어와서 북․중 관계는 빠르게 개선되면서, 전통적인 우호협력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하였다. 양국관계 개선의 흐름은 최고 지도자를 포함한
양국 고위급 인사의 상호 방문과 교류를 통해 일어났다. 2000년 3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평양주재 중국대사관을 방문하였고, 5월에는 북경을 방문하였
다. 2001년 9월에는 강택민 중국 주석이 평양을 방문해 북․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 당시 양국 정상회담에서 장쩌민 주석은 ‘중북우의(中北友誼)’를
강조했고, 김정일 위원장은 장쩌민 주석이 중국 공산당의 활동 목표로 주장
한 ‘3개 대표론(선진생산, 선진문화, 광대한 인민의 이익)’을 지지했다. 이
회담에서 중국은 북한에게 식량 20만 톤, 디젤유 3만 톤을 무상으로 제공하
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정치교류 및 경제협력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2002
년 북한 신의주 특별행정구 초대장관에 임명된 중국 출신 기업가인 양빈을
중국정부가 탈세협의로 체포하면서 북․중 관계는 긴장국면이 조성되기도 하
였다. 또한 2003년 중국정부는 북한인 6명을 산업스파이로 체포하고 50명의
북한인을 추방하기도 하였다.78)

77) 윤병수, 동애영(2010), p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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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북․중 관계는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으며, 특히
후진타오 정권의 등장과 함께 양국관계는 한층 발전되었다. 후진타오 정부는
대북정책에서 북한체제의 존속과 한반도의 평화적 관리를 핵심전략으로 하였
다. 그 결과 6자회담을 통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주도하는 한편 경제
적으로는 북한의 개혁․개방과 경제발전을 적극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양국관계가 고위급 인사의 상호방문과 교류를 통해
개선되는 것은, 상호 방문과정에서 경제관련 주요 협정체결과 중국의 북한에
대한 대규모 유무상 원조 및 투자약속 등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입증되고
있다.79) 2004년 4월 김정일 위원장의 베이징 방문에서 양국 지도부는 경제
및 무역협력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2005년 3월 박봉주 북한총리의 중
국 방문을 통해 ‘투자장려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경제협력
공동위원회’ 설치에도 합의하였다. 또한 2005년 10월 후진타오 주석의 평양
방문을 앞두고 우이(吳儀) 부총리가 방북하여 북한과 3대 중공업분야 즉 광
산개발, 제철공업, 항만개발에 대한 개발원조를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
고 2006년 1월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 방문으로 양국의 전통적 협력관계 복
원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한편 이를 계기로 중국의 대북 투자가 더욱 활성화
되었다. 그리고 2009년 10월 원자바오 중국총리가 ‘조중 우호 60주년’을 맞
아 방북하여 북한과 ‘5개년 경제기술협력협정’을 체결하여 20억 달러 상당의
경제원조와 투자에 합의하였다. 또한 2,000만 달러 규모의 신압록강대교 무
상건설과 라진항 부두개발 및 도로건설 착수 등도 합의하였다.80) 2010년 5
월과 8월 김정일 위원장의 연이은 중국 방문은 양국관계를 한층 발전시켰고,
이는 북․중 간 무역액의 증가와 중국기업의 대북 투자의 확대로 이어졌다.

78) 최수영(2010), p. 124.
79) 윤병수, 동애영(2010), p. 10.
80) 최춘흠(2009), ｢원자바오 중국총리의 방북평가: 북핵 폐기는 멀어지는가?｣, 통일연구원 온라인시리즈
(10월 9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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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북 ․ 중 무역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 심화는 2000년대 이후 북한의 대외경제관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다. 북한의 대중의존도 심화는 교역,
투자, 원조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나타난다. 종합시장에서 중국산 소비재의
점유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부문에서 중국산 원자재와 중간재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1990년 이후 북한의 최대 무역국으로 부상한 중국은 1990년 초반 이후
북한 전체 교역량의 25~30% 수준을 매년 유지하였으나, 2002년을 계기로
북한의 전체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대되었다. 2010년에는
34.7억 달러81)로 북한 전체 교역액(41.7억 달러)의 83.0%를 차지하였다. 남
북교역(19.1억 달러)을 포함한다고 해도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는 57.1%를
차지하였다.
❚ 표 3-1. 북․중 무역 현황 ❚
대중 수출
대중 수입
구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2000
0.4
-10.8
4.5
37.1
2001
1.7
348.1
5.7
27.1
2002
2.7
62.3
4.7
-18.1
2003
3.9
46.1
6.3
34.3
2004
5.9
48.2
8.0
27.4
2005
5.0
-14.8
10.8
35.2
2006
4.7
-6.3
12.3
13.9
2007
5.8
24.3
13.9
13.0
2008
7.5
29.7
20.3
46.0
2009
7.9
5.2
18.9
-7.2
2010
11.9
49.8
22.8
20.7
자료: KOTRA(2011. 8), ｢2009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단위: 억 달러, %)
무역 총액
무역수지
금액
증가율
4.9
31.8
-4.1
7.4
51.1
-4.0
7.4
0.1
-2.0
10.2
38.6
-2.4
13.9
35.4
-2.1
15.8
14.1
-5.8
17.0
7.5
-7.6
19.7
16.1
-8.1
27.8
41.2
-12.8
26.8
-3.8
-11.0
34.7
29.3
-10.9

81) 이는 전년대비 3.8% 감소한 것인데, 북․중 무역총액은 2000년 이후 10년 만에 감소한 것이다. 이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교역량 급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도리어
북․중 교역은 북한체제의 폐쇄성 및 북․중 교역구조의 특수성으로 인해 금융위기 영향이 상대적으
로 적었다고 볼 수 있다(KOTRA, ｢2009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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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2.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 추이 ❚
(단위: %)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비중

24.7

32.5

32.7

83.0

42.8

48.5

52.6

56.7

67.1

73.0

78.5

주: 대외무역에서 남북교역 제외한 중국의 비중.
자료: KOTRA.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가 심화되는 원인은 최대의 우방인 중국과의 지리
적 인접성과 원유․원자재․식량 등의 주요 수입물품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
기 때문이다. 게다가 2009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등으로 인한 미
국, 일본과의 교역단절 및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 지속과 함께,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한 남북교역의 위축도 북한 대외무역의 대중의존도를 심화시킨
주요 요인들이다.
2010년 북한의 대중무역에서 수출은 전년에 비해 49.8% 증가한 11.9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수입은 20.7% 늘어난 22.8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주
요 수출품은 여전히 1차 산품 및 의류제품이 주류를 이루었다. 대중국 10대
수출품목으로는 광물성연료, 광․슬랙․회, 의류(편물제외), 철강 순이었으며,
전기기기 및 제품, 의류(편물제) 등이 새롭게 10대 수출품목에 진입하였다.
특히 광물성연료는 전년대비 51.8% 증가한 3.9억 달러를 기록하여, 2년 연
속 최대 수출품목으로 자리잡았다.82)
주요 품목별 수입현황을 보면 광물성연료 및 에너지, 보일러․기계류, 전
기기기․TV, 일반차량 순으로 전년과 큰 변화가 없었다. 광물성연료와 에너
지 수입액은 전년대비 46.4% 증가한 4.7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중에서 원
유 수입액이 3.2억 달러를 차지하였다. 또한 쌀을 비롯한 곡물 도입은 금액
에서는 7.8% 늘어났지만, 도입량은 4.7% 줄어들었다. 이는 최근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82) 광물성 연료의 수출에서 무연탄(HS 270111)이 무려 98%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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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3. 주요 품목별 대중국 수출입 현황 ❚
(단위: 천 달러, %)

수출품목
HS

품목

27

광물성연료,
에너지

2009

수입품목
2010

증감률 HS

261,426 396,849 51.8%

27

품목
광물성연료,
에너지

2009

2010

증감률

327,078 478,778 46.4%

26 광, 슬랙 및 회 140,249 251,168 79.1%

84 보일러, 기계류 160,094 245,192 53.2%

의류
93,260 160,577 72.2%
62
(편물제 이외)

85

72,598 108,520 49.5%

87

일반차량

103,073 159,784 55.0%

39

플라스틱과
그 제품

74,692 84,422 13.0%

인조필라멘트
섬유

67,272 79,359 18.0%

72
03

철강
어패류

57,538 59,530

3.5%

79 아연 및 제품 20,162 47,693 136.5% 54
25

토석류, 소금

28,898 30,816

61

의류(편물제)

8,806

6.6%

철강

68,045 70,922

4.2%

25,840 193.4% 10

곡물

55,461 59,794

7.8%

20,924 140.2% 55

인조스테이플
섬유

전기기기, TV,
85
VTR

8,710

28

16,224 13,816 -14.8%

무기화합물

72

전기기기, TV,
131,820 190,691 44.7%
VTR

73

철강제품

33,982 54,623 60.7%
50,747 52,125

2.7%

자료: China Customs; KOTRA(2011. 8), ｢2010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2000년대 북․중 무역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으로는 우선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가 갈수록 심화된다는 점이다.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는 2000년
25%에서 2005년에 50%를 넘어섰으며, 2010년에는 83%에 달하고 있다.
이는 주요 무역대상국인 일본이 2000년 초반에 일본인 납치문제와 핵문제로
경제관계를 차단하면서 더욱 심화되었다. 최근 5․24조치 등으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경제협력이 차단되면서 북한의 대중 의존도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둘째, 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와 맞물려서 진행된다는 점이다. 최근 북․
중 무역의 증가는 중국의 대북정책기조인 북한체제의 안정적 유지와 관리,
북한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위한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는 북핵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로 인한 북한체제의 위기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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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전략적 판단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셋째, 북․중 교역 품목구조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대중 수
출품목이 식품류에서 기초 원자재로 변화되고 수입품목에서는 산업자재의 비
중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의류․봉제를 중심으로 임가공 등 위탁제조가 확
대되고 있다. 북한의 수출품목은 여전히 1차산업과 저부가가치 생산품 위주
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광물자원과 비금속류의 수출비중이 증가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변화는 국제원자재가격 상승과 중국의 급속한 산업발
전에 따른 북한 광물자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북핵문제로 인한 국제사
회의 대북제재로 인한 경화수입이 감소되면서 광물생산량이 증대된 결과로
보인다. 반면 중국에서는 에너지 수입 비중이 가장 크고, 산업생산에 필요한
기계, 철강의 수입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넷째, 북한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만성적 구조를 보인다는 점이다. 북한의
대중 적자구조가 지속되는 것은 북한의 저부가가치 원자재 중심의 수출구조
와 중국으로부터 원유와 식량 등 전략물자 및 산업설비와 재료, 생활용품 등
의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한 데 기인하고 있다. 북한의 대중 적자규모는
2000년 4.1억 달러에서 2008년에는 12.8억 달러로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다. 북 ․ 중 투자협력
중국정부는 2000년을 전후하여 기존의 외자유치정책과 함께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는 해외에서 투자를 유치하
는(引進來) 정책과 대비하여, 해외로 진출하다는 의미의 ‘조우추취’(走出去)
전략으로 불리고 있다. 이러한 해외진출 전략하에 중국기업들은 2002년 이
후 북한 내 다양한 산업분야에 걸쳐 투자하고 있다. 특히 지하자원 개발, 기
반시설, 유통업 및 제조업부문 등을 대상으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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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하자원 개발 부문이 대북 투자에 중점대상 되고 있으며, 개발된 지하
자원의 수송을 위한 기반시설 건설 투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제조업과 서
비스업 등에도 일부 투자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투자영역이 다변화하는 것
으로 본다.

❚ 표 3-4. 중국의 대북 투자 현황 ❚
(단위: 백만 달러)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FDI

1.12

14.23

6.50

11.06

18.40

41.23

5.86

자료: 중국 상무부, 2008 Statistical Bulletin of China's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tp, 재인용:
KDI(2011), ｢북한경제리뷰｣, p. 45.

중국의 대북 투자 형태는 크게 자원개발, 제조업, 서비스 및 인프라(SOC)
분야로 구분된다. 특히 중국의 대북 투자는 2003년을 기점으로 투자금액과
투자추세에 있어서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중국기업들은 북한의 제조업 및
유통분야에도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2002년 북한의 7.1조치 이후 기
업의 독립채산제가 확립되고 시장경제화가 진전되어 북한기업의 중국기업과
의 접촉이 확대되면서 활성화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조업분야에서 중국기
업의 대북 투자가 북한의 수입대체 정책과 맞물려 북한의 내수시장 확보가
일정 수준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활성화되었다.83)
중국기업들은 2000년대 들어 건설자재, 컴퓨터, 식품 제조 등의 제조업
분야에서 합영회사 설립과 평양 시내에 있는 백화점과 대규모 유통상점에
대한 투자를 실행하였다. 자원개발과 산업인프라 비해 투자규모가 작지만,
민간기업들의 북한 제조업과 유통업 진출은 산업생산과 주민들의 소비생활과
밀접히 연관되었다는 점에서 북한경제의 시장화 및 체제변화와 밀접히 연관

83) 조명철 외(2009), 북한의 대외경제 제약요인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KIEP, 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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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 제조업분야에서 중국기업들이 투자에 성공한 분야는 컴퓨터, 전
기, 자전거, 가구, 담배 등의 분야이며, 대표적 사례로는 2002년 9월 아침․
판다컴퓨터 합영회사를 설립, 북한 내에서 펜티엄급 컴퓨터를 조립생산하여
성공한 중국 남경팬더전자집단유한공사를 들 수 있다.

❚ 표 3-5. 중국기업의 북한 제조업 진출 주요 사례 ❚
합영회사명

설립년도

보통강양해
합영회사

2000. 10

투자 당사자
- 중국: 홍콩리달무역회사
- 북한: 조선보통강상사

- 중국: 남경팬더전자집단유한회사
아침판다콤퓨터
2002. 9 - 북한: 전자제품개발회사
합영회사
(전 대동강계산기합영회사)

조선영초건재품
2004. 5
합영회사
영광가구
합영회사

2004. 6

- 중국: 지린성방직수출입공사,
장춘영초과기책임유한공사
- 북한: 건설건재공업성 건재무역회사
- 중국: 지린성 중상무역대외수출입총회사
- 북한: 건설건재공업성 대외경제협조국

평양전기기구
- 중국: 베이징복성효정전자과학기술
2005. 10
합영회사
- 북한: 카드식적산전력계조립공장

방식

생산품

합영

즉석국수

합영
(50:50)

컴퓨터

합영
(50:50)

석면 슬레이트
(돌솜지붕판)

합영

각종 고급가구

합영

카드식적산전력계

평진자전거
합영회사

2005. 10

- 중국: 천진디지탈무역책임유한공사
- 북한: 조선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합영
자전거, 휠체어 등
(51:49)

조선은풍
합영회사

2006. 4

- 중국: 랴오닝 화평목업주식유한회사
- 북한: 조선은파산무역회사

합영
(55:45)

사료첨가제
(북합영양첨가제)

합영

콤팍트등
(절전형 조명기구)

- 중국: 지린성담배공업유한회사
- 북한: 조선연초수출입상사

합영
(51:49)

담배(평양, 백산)

- 중국: 단둥중조변경무역유한공사
- 북한: 수도여객운수지도국

합영 버스, 화물자동차
조립생산
(51:49)

평양아명조명합
- 중국: 상해아명전등공장유한공사
2008. 3
영회사
- 북한: 평양조명기구공장
평양백산연초
유한회사

2008. 4

평운중성
합영회사

2011

자료: 배종렬(2008), p. 60; 권영경(2011. 12),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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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부터 중국의 대북 투자는 점차 서비스 및 인프라투자와 자원개발
목적의 투자로 다변화되고 투자지역도 북한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2004
년 2월 ‘朝華友聯文化公司’가 정부차원에서 설립되고, 2004년 4월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 방문 이후 2005년 3월 양국간 ‘투자장려 및 보호에 관한 협
정’을 체결하면서 중국의 북한투자가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서비스분야의 대
표적 대북 투자는 중국대련의 요녕태성 국제무역유한회사의 보통강 수입물자
교류시장 운영을 들 수 있다. 2005년 6월에 개설한 보통강 수입물자교류시
장은 수입생산재 유통 종합시장으로 경제건설에 필요한 수입원 자재 및 물
품을 북한의 기관․기업소에 판매하는 시장이다. 이외에도 평양요지의 토지
매입, 평양 제2백화점 경영권 확보 등 부동산 및 유통업에 대한 자본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라선지역 및 금강산 등에 대한 관광산업 투자
도 본격화되고 있다.84)
중국의 대북 자원개발 투자는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였
다. 중국의 대북한 자원개발 투자 급증은 중국의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지하
자원의 시장수요를 반영하여 자원을 미리 확보하려는 전략적 투자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는 무연탄, 철광석뿐만 아니라 하
이테크 산업에 필수불가결한 텅스텐, 구리, 금, 마그네사이트, 해저유전 개발
등에 투자하고 있다.
자원개발 분야 다음으로 중국기업들이 관심을 보이는 투자사업은 북․중
간 항만, 도로, 철도의 연결과 북한 내 각 시설의 개보수 사업이다. 대부분
북․중 국경지역을 연결하는 투자사업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인프라 구축
사업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이 동북3성 진흥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과의 접경지역에 대한 연계개발을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84) 윤병수, 동애영(2010),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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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6. 중국기업의 북한 광산개발 투자 현황 ❚
광종 소재지 광산명

철

체결
시기

투자
금액

중국
투자기업

- 설비 투자
- 통화강철 및 오광그룹과
무산광산
컨소시엄 구성, 50년
채굴권 확보

평북
덕현
의주군

2007. 3 6억 위안

덕현철강

황남
옹진
옹진군

2008. 6

3,000만
유로

랴오닝
서양그룹

함북
오룡
회령시

2006. 5

3.16억
위안

연변대원조철
유한공사

함남
덕성
덕성군

홍콩펑황투자
집단공사

2004. 3 1억 달러

- 광산투자, 15년간
채굴권

개선무역 - ‘서해합영회사’ 설립
총회사 - 광산 및 인프라 투자
조선금천 - ‘금대광상개발 무역회사’를
무역회사
합영으로 설립
개선무역
- 합작 계약
총회사

흑룡강성민족
- 광산설비투자
덕성광산
경제개발총회사
- 투자계약 유보 상태
구장탄광 - 광산시설 투자
연합기업 - 50년 채굴권 합의

평북
룡등 2005. 10
구장군

-

오광그룹

평북
룡문 2005. 10
구장군

-

북경구룡주국
제무역공사

5,000만
달러

홍콩투자
유한공사,
허계집단국제
공정유한공사

전력
공업성

- 광산 및 발전소 개보수
- MOU 체결

전력
공업성

- MOU 체결

석탄
공업성

- 합작 계약

무
2․8
평남
연
직동
순천시
탄
청년

금,
은

추진현황

함북
연변천지공업
무산 2006. 11 1억 위안
무산군
무역유한회사,

량강
문락평 2006. 4 1억 위안 중국지린수광
갑산군

갈탄

북한 측
사업자

2005. 4

구장탄광
- 광산설비 투자
연합기업

평남 천성
은산군 청년

2005. 4

-

홍콩투자
유한공사,
허계집단국제
공정유한공사

함북
강안
온성군

2005. 7

-

심양요신
유한공사

량강
보천
보천군

2006. 9

2,000만
위안

베이징광업

개선무역
- 금광 투자
총회사

황북
수안
수안군

2007. 1

-

지질탐사대

금강연합
- 금광 공동탐사
기업소

평북
신천
신천군

2006. 4

-

유색광업집단,
지린하오룽
집단공사

함남
상농
허천군

2004. 8

-

산동국대황금 대외경제 - 금광 및 동광 공동
주식유한공사 협력추진위 개발 MOU 체결

금강
총회사

- 금광 및 은광 공동
개발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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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6. 계속 ❚
체결
시기

투자
금액

중국
투자기업

북한 측
사업자

함북
강안
온성군

2005. 7

-

심양요신
유한공사

석탄
공업성

량강
보천
보천군

2006. 9

2,000만
위안

베이징광업

개선무역
- 금광 투자
총회사

황북
수안
수안군

2007. 1

-

지질탐사대

금강연합
- 금광 공동탐사
기업소

평북
신천
신천군

2006. 4

-

유색광업집단,
지린하오룽
집단공사

함남
상농
허천군

2004. 8

-

산동국대황금 대외경제 - 금광 및 동광 공동
주식유한공사 협력추진위 개발 MOU 체결

량강 혜산
2008. 11
혜산시 청년

-

완샹그룹
충위안광업

광종 소재지 광산명
갈탄

금,
은

동

8월

2006. 9

1,000만
위안

함남
장진
장진군

2004. 5

240만
유로

평남
룡흥
성천군

2007. 9

443만
달러

연․ 황북
은파
아연 은파군

2006. 3

3.5억
위안

몰리
브텐

량강
갑산군

금강
총회사

추진현황
- 합작 계약

- 금광 및 은광 공동
개발 MOU 체결

혜산청년 - ‘혜중광업합영회사’
광산
설립
개선무역
- 공동개발 계약
총회사

단둥위민국제
조선대양총 - ‘대양-중당국제합영집단
상무유한책임
회사
공사’ 설립
공사
저장성
광서우집단
공사

대외경제
- ‘대광합영회사’ 설립
협력추진위

청해성
서부광업유한 은파광업소 - 서우합작공사 설립
책임공사

자료: 최수영 외, 중국의 대북한정책(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0), p. 161; Drew Thompson, ｢최근 중
국의 대북 투자 현황｣, 북한경제리뷰(KDI, 2011. 3), pp. 51~52; 통일부, ｢2009년 국회 국정감사
제출자료｣; 북한자원연구소, 한국광물자원공사(2010), pp. 29~32 등을 참고하여 필자 작성.

접경지역 인프라 개발은 2005년 9월 중국 훈춘시와 라선시 간에 ‘도로․
항만․개발구 일체화’ 사업추진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가시화되고 있
다. 2009년 10월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 직후인 10월 7일 중국은 북한의 라
진항 1호 부두의 2, 3호 정박지를 보수, 확장하는 데 2,000만 위안을 투자
하면서 4호 부두를 신축하여 10년간 독점 전용권을 확보하는 대가로 라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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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원정리까지 67km의 도로를 폭 9m의 4차선도로로 확장해주기로 합의하
였다. 중국은 2009년 6월 중국 요령성 대련창력 경제무역유한공사의 계열회
사인 훈춘창력 해운물류유한공사와 북한의 라진 강성무역회사와 합영으로 나
진항 1호 부두의 석탄운송을 위한 현대화 사업과 인근 비료 중개창고 8,100
㎡를 석탄창고로 개조하는 작업을 완료하였다.85)
또한 2010년 5월 중국의 옌볜하이화(延邊海華)무역공사가 청진항 3ㆍ4호
부두의 15년 사용권을 추가로 확보하였다. 청진항 항로를 운항할 연변 하이
화(海華)무역공사는 이미 2,000만 위안을 투자, 청진항에서 화물 선적용 대
형 크레인과 투먼-청진을 운행할 200량의 화물열차 제작을 추진 중에 있다.
2000년대 이후 중국기업들의 대북한 투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째는 동북3성과 남방지역 기업들이 투자의 주체가 되고 있다. 지린
성 방직수출입공사, 장춘 영초과학주식유한공사, 대련화흥집단, 화풍집단, 장
춘 이달공모유한회사, 장춘만달제약, 연변 천지공업무역유한회사, 산둥성 초
금집단 등 비교적 규모 있는 동북3성 기업체들이 대북 투자에 참여하고 있
다. 복건성의 7개 기업으로 구성된 기업투자시찰단이 2004년 8월 31일 북한
을 방문하고 현지조사를 벌였으며 북한에 무연탄 공장 건설과 플라스틱 공
장건설에 총 1,170만 달러에 달하는 합작 상담을 논의하였다.
둘째는 중국 기업들은 북한 자원개발업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고, 관련 기
반시설 건설 사업에도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2003년 연변 천지공업무역유
한회사에서는 북한 무산광산에 인민페 1억 위안 규모의 설비를 투자하고, 연
변 남평 세관을 통하여 철광분을 수입하고 있다. 또한 평안북도에 위치한 용
등탄광과 중국의 비철금속 대기업인 우쾅그룹이 석탄시굴 합자회사를 설립키
로 합의하였다. 이외에도 량강도 혜산동광 개발, 산농산 금광개발 사업 등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 산업 기반시설 건설에도 투자가 이루

85) Drew Thompson(20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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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원정리-나진간 도로연결 공사로, 나선시 인민
위원회와 중국 훈춘시 동림무역공사가 합영회사를 건립하여, 중국 측은 나진
항을 5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는 대신 북한 내 도로 건설, 관
광시설 및 공업단지 조성 등에 투자하기로 합의하였다. 지방 정부차원에서도
접경지역 연계인프라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요사업으로는 랴오닝
성 정부의 제2중조우의교 건설사업과 연변자치주 훈춘시 정부의 권하-원정리
간 다리 건설 사업 등이 있다.
셋째, 중국기업들의 대북 투자는 경영권 확보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보상
무역형태의 합작투자가 주를 이룬다는 점이다. 연변 천지공업무역유한회사와
북한 무산광산 간의 합작사업과 산둥성 초금집단과 량강도 혜산청년동광 간
의 합작사업은 모두 보상무역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투자한
설비만큼 생산제품으로 보상받기 때문에 투자 리스크가 낮고 투입산출 주기
가 짧으며 이익분배도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2000년대 중반 이전까지 중국의 투자는 접경지역인 랴오닝과 지린성 연변
지역의 소규모 기업과 상인들이 북한에서 식당, 상점, 양식장 등을 운영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기업들이 자원개발에 본격적으
로 진출하면서 중국은 북한의 최대 투자국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중국기업은
광물자원 개발을 중심으로 제조업, 유통업 등에서 투자를 실행하고 있다. 더
욱이 중국의 동북3성 진흥계획과 연계되어 접경지역인 신의주, 나진선봉 지
역의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최근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 주도로 향후
북․중 접경지역에서의 교통, 물류 인프라 구축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중국기업들의 북한 자원개발과 산업에 대한 진출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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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 ․ 중 접경지역 경제협력: ‘일구양도’86) 공동개발
가. 단둥-신의주 연계개발: 황금평 공동개발
2009년 7월 중국 국무원상무위는 랴오닝성 정부의 ‘랴오닝연해경제벨트발
전계획(遼寧沿海經濟帶發展規劃)’을 승인하였다. 이 계획은 2005년 말 랴오
닝성 정부가 ‘十一五(2006~10년)發展規劃’ 작성시 李克强 전 당서기(현 정
치국 상무위원, 부총리)가 제출한 것이다. 랴오닝연해경제벨트 발전계획에는
동북진흥계획을 추진하는 것에 동북 연해지역을 동북아경제 허브로 육성하는
전략이 포함되는데, 랴오닝연해경제벨트 개발계획은 중국 남쪽 연해지역부터
북쪽까지를 하나의 선으로 이어가는 완결편이라 할 수 있다.87)
랴오닝연해경제벨트 개발계획은 랴오닝성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토지자원이 풍부하고 교통물류여건이 유리한 大連長興島, 大連花園口,
營口, 錦州, 丹東 5개 지역을 하나의 벨트로 묶되 지역별 주역산업을 정하여
차별화 전략으로 중점산업을 육성하려는 전략이다. 지역별로 중점산업 육성
산업을 정하여 이를 육성 발전함으로써 동북지역 경제성장을 견인하여 11기
5계획기간 연 평균 30% 이상의 성장을 통하여 2015년까지 2005년의 2배
로 성장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랴오닝연해경제벨트 육성은 중국의 지역
발전 전략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국가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것으
로 전망된다.88)

86) ‘일구양도(一區兩島)’는 북․중 접경지역에서 하나의 경제특구(라선특구)와 두개의 섬(황금평, 위화동)
에 대한 북․중 양국간 개발협력 프로그램이다.
87) 랴오닝연해경제벨트는 大連, 丹東, 錦州, 營口, 盤錦, 葫芦島 6개 연해도시(地級市)의 21개 區, 12개
顯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도시들은 발해만지역의 핵심도시이자 동북아경제권의 요충지로서 자원
이 풍부하고 공업기반이 우수하며 교통이 발달된 지역으로 랴오닝 및 동북3성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
2
할을 하고 있다. 개발계획의 벨트 길이가 총 1,400km, 너비가 30~50km로 총 면적이 56,500km 에
달한다.
88) 1980년대 광동성 및 복건성의 4개 경제특구, 1990년대의 상해 및 장강삼각주, 2006년부터 천진빈해
신구, 2008년 광서북부만, 2009년의 해협서안경제구 등 동남연해지역의 개발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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랴오닝연해경제벨트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북․중 접경지역인 단둥과 신의
주의 연계 개발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랴오닝성의 접경지역 개발은 북한
의 특정지역과의 공동개발 보다는 북-중 경제협력의 중심지로 단둥시의 면모
를 일신하려는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현재 단둥시는 북․중 무역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단둥항은 북․중 화물의 약 70%를 처리하고 있으
며 북․중 수출입 화물량과 수출입 총액은 매년 각각 13%, 25% 증가하고
있다. 단둥시는 북한과의 도로․항구․지역 일체화(路港区一体化)의 중심지역
으로 물류집적 기능, 수출 가공기능, 국제 상업여행 기능을 강화해나갈 방침
이다. 이에 따라 국제무역, 투자, 과학기술과 여행 협력 4개 분야의 기반을
마련하고 대외개방을 주요 전략으로 하여 개방형 경제체제를 완성해 동북
동부지역의 대외개방 주요 창구 및 주요 기지로 단둥시를 발전시킬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단둥시는 북한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일항양대삼구(一港两带三区)’라
는 개방형 경제발전 체제를 구축하였다. 이는 대외개방, 특히 북한과의 경제
협력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일항(一港)’은 단둥의 항구의 물동량을
2005년 1,500만 톤에서 2010년 5,000만 톤으로, 2010년 이후에는 1억 톤
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양대(两带)’는 다롄 및 주앙허(庄河)와의 황해
경제대와, 철도를 따라 동북 13개 도시를 잇는 동북 동부 경제대(东北东部经
济带)의 조성을 일컬으며, ‘삼구(三区)’란 수출 가공구, 호시 무역구, 보세창
구 지역을 말함. 삼구는 이미 국가 비준 단계에 있다. 이러한 ‘一港两带三区’
체제는 항구와 주변 지역의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 변경경제협력구와 관련된
정책을 십분 이용하여 항만에 인접한 공업지대와 수출가공구를 마련하며 규
모가 큰 기업 및 투자를 유치하여 중화학 공업을 위주로 하는 공업구와 수

연해경제벨트는 동북배후지역과 동북아를 연결하는 지점이면서 항구를 보유하고 있어 중국 전체의
지역균형 발전 전략 차원에서 중점육성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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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가공구를 건설하겠다는 의미이다.
한편 2005년 8월 중국 단둥시 발전개혁위원회는 북한과의 경제협력 강화
를 위한 도로, 항만, 공항 등의 인프라 건설과 수출가공구 조성 추진계획을
밝혔는데 여기에는 신(新)압록강 대교(제2 압록강 대교)의 건설이 포함되어
있다. 단둥시 발전개혁회는 현재의 중조우의교(中朝友誼橋)는 늘어나는 물류
를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新)압록강 대교의 건설이 필요하고,
이 계획은 단둥시 차원이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
은 2009년 10월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 당시에도 사업계획의 조기 추진에
양측이 합의하였고, 2010년 12월 착공식을 거행하였다.
최근 북․중 양국은 신의주- 단둥 접경지역에 있는 황금평 개발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조ㆍ중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경제지대 공동개발 총계
획요강(이하 전체요강)’은 총 4편 11장 56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가운
데 제3편은 ‘황금평경제지대 공동개발 요강(이하 황금평 요강)’을 기술하고
있다. 동 요강에서는 황금평경제지대를 약 15km2로 규정하고, 이 지역에 4
대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이 지역을 지식밀집형 신흥경제구역으로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89) 이 프로젝트는 사실상 단둥-신의주 연계발전계획의 파
일럿 프로젝트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과 중국이 황금평 지역에 건설하려는 4대 산업단지에는 △ 상업센터
및 정보산업 △ 관광문화산업 △ 현대시설농업 △ 가공업 등이 포함된다. 우
선 상업센터 건설계획을 살펴보면, 북한과 중국은 단기적으로 북․중 공동시
장을 개설하고, 이를 활성화하는 데 주력하다가 점차 사업범위를 서비스업
및 쇼핑․오락․휴식․사무․공연관람․금융 등으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
다. 둘째, 정보산업 발전방안은 황금평 경제지대와 중국 단둥시의 정보산업
을 연계하여 이 지역에 IT 기지를 건설하고, 다양한 문화공연․공예품․회화

89) 조ㆍ중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경제지대 공동개발계획 요강(20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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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개발하여 관광문화산업을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셋째, 현대시설 농업방
안은 양국이 이 지역에 우량품종 생산기지를 건설하여 곡물 생산량을 늘리
고, 분수식관개 및 특정한 관개시설을 이용하여 고효율 물절약 농업시범기지
를 건설하는 동시에 현대적인 태양에너지 방식을 이용하여 온실․채소․과
일․화초 생산기지를 건설하고, 현대 농업기술연구센터를 건설한다는 내용이
다. 넷째, 피복가공업 발전방안은 피복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이 지역에 피복
공장 건설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이 지역에서 피복과 장식제품을 생산하도
록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표 3-7. 황금평 지대 공동개발계획 개요 ❚
구분

항목

주요 내용

- 신의주, 단둥과의 연계 특성을 발휘하여 정보산업, 관광문화사업, 현대시설
개발 중점 항목
농업, 경공업 발전
목표
발전 목표 - ‘1중심 4단지’의 지식밀집형 신흥경제구역으로 건설

상업센터

- 단기: 북·중 공동시장
- 장기: 쇼핑, 휴식, 사무, 전람, 금융봉사 등이 결합된 첨단 상업센터 건설

산업 정보산업 - 단둥시와 연계, 소프트웨어 주문 서비스
발전 관광문화
- 아리랑 등 문화공연, 만화, 영화음악, 공예품, 회화, 관광기념품
방향과 사업
산업 현대시설 - 우량품종 육종, 관개시설 정비, 태양에너지 온실·채소·과일·화초 생산기지 및
배치
농업
농업기술 연구교류센터 건설
피복
가공업
기초
시설
(SOC)
건설

- 피복 공장을 유치하여 주문생산, 유연성 강화. 장기적으로 자체적인 피복
상표 개발

항구

- 황금평, 신의주 사이의 여객 및 화물부두 건설
- 단둥 대동항을 이용

도로

- 그물망 형식으로 도로건설, 단둥과 2개 출입도로 건설

기타

- 단둥공항 이용, 단둥에서 전력공급, 오수 처리시설·인터넷망·통신망 건설

자료: 라선 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경제지대 공동개발 총계획요강; 민족 21(2011. 7) 참고.

북한 당국은 라선지역과 마찬가지로 황금평 지역에서도 중국과 공동지도
위원회-공동개발관리위원회-투자개발공사 등 세 단계의 협조체계를 통해 개
발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라선과 마찬가지로 황금평 지역에 외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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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 수출입관세 면제 △ 외국인투자자의 자
유로운 송금, 소득세 및 토지이용 특혜 △ 외국은행 설립 △ 인민폐․북한원
또는 별도로 규정하는 화폐사용 인정 △ 외국인 장기체류 허용 △ 기업․노
동자 간 자율적 노동계약제도 도입 △ 투자자산 등의 자유로운 양도․상속
△ 시장원칙에 따른 파산ㆍ청산 등 다양한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하기로 결
정하였다.

나. 창지투 선도구 개발계획과 라선 개발
최근 북한의 외자유치 및 경제특구 관련해서 가장 주목되는 것이 라선특
구에 대한 북․중 공동개발이다. 특히 라선특구 개발은 중국의 창지투 개발
계획과 연계되어 추진된다는 점에서 성공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
으로 평가받고 있다.
두만강지역은 지린성 정부의 두만강개발계획, 2001년부터 추진한 서부대
개발 전략, 2003년부터 추진한 동북진흥전략 등 다양한 정책적 혜택을 받았
지만, 그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에 중국정부는 국가 차원에서의
보다 전폭적인 지원을 결정하였다. 지난 30여 년간 개혁개방을 통해 자신감
을 얻은 중국은 두만강지역 개발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2009년 8월
30일 국무원이 ｢중국 두만강지역 합작개발 전망계획요강: 창춘-지린-두만강
지역을 개발개방선도구｣로 승인하였다.90) 같은 해 11월 18일 ｢중국 두만강
지역 합작개발 전망계획요강｣ 원문이 발표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
었고, 그 결과 두만강지역의 개발은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다.
중국 국무원의 ‘개발계획’에 의하면 창춘(长春)−지린(吉林)−투먼(图们)을

90) 창지투선도구에는 두만강지역의 핵심지역, 즉 지린성 범위 내의 창춘시와 지린시의 부분지역 및 옌
볜 조선족자치주, 훈춘시, 투먼시, 룽징시, 둔화시, 안투현, 허룽시, 왕칭현 전역 등 11개 시와 4개 현
이 포함된다. 즉 창춘, 지린, 옌볜을 포함한 두만강지역 3개 지역이 포함되기에 ‘창지투’로 약칭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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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및 개방의 선도구로 삼아 노후 산업기지인 동북3성의 ‘동북진흥’을 추
진함과 동시에 계속 추진되어 온 두만강구역 합작개발을 새로운 단계로 끌
어올린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두만강구역과 지린성의 창춘․지
린․투먼을 ‘일체화 전략’을 통해 개발하는 전략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창지
투’ 선도구를 우선적으로 개발함과 동시에, 주변국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확
대하기 위해 러시아와 북한의 접경지역인 훈춘시를 개방창구로 하고, ‘연길
(延吉)−용정(龙井)−투먼(图们)’ 삼각지를 개방의 전진기지로 하며, 창춘과
지린 양대 대도시를 직접적인 배후지로 하여 개발 및 개방의 파급효과가 국
내외로 흘러갈 수 있는 통로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 표 3-8. 창지투 선도구 개발계획의 개요 ❚
구분

주요 내용

대상지역

- 장춘시의 부분적 지역(장춘시 도시지역,덕혜시,구태시와 농안현),길림시의 부분적
지역(길림시 도시구역, 교하시와 영길현), 연변조선족자치주 등 7만 3,000㎢가 그
대상으로 지린성면적의 39%를 차지(인구는 1,090만 명으로 40%)

발전목표

- 1단계(2012년까지): 2008년 경제총량(3,640억 위안)의 2배, 삼림피복률 60%
이상 유지
- 2단계(2020년까지): 경제 총량의 4배 이상, 삼림피복률 68% 이상유지

개발구도

- 훈춘을 창구로, 연길-용정-도문을 최전방으로, 장춘-길림을 엔진으로,
동북후배지를 버팀목으로 한다는 구상

8대
중점공정

- 두만강지역 국제자유무역지대 건설, 장길도 국제내륙항구 건설, 과학기술
창조지역 건설, 국제협력산업지역 건설, 현대물류지역 건설, 생태여행지 건설,
최첨단 서비스업 집중지역 건설, 현대농업모범지역 건설

자료: 배종렬, ｢두만강지역 개발사업의 진전과 국제협력과제｣, ｢수은 북한경제｣(수출입은행, 2009년 겨울호),
p. 61.

창지투 ‘개발계획’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창지투’ 선도구의 일체화
발전을 위한 산업체계 구상이다. 발전계획에서는 △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 현대농업 및 특색농업을 기초로 하며 △ 선진제조업과 △ 현대서비스 산
업을 주력산업으로 하는 산업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지
린성에 ‘두만강합작개발은행(주)’ 설립을 연구하여 조건이 충족되는 대로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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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설립을 인가해주기로 되어 있다. 창업투자 기금 마련을 위해 두만강합작개
발신탁기금을 조성하고, 해외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선도구 내에 지사 설립을
독려하며,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관들을 유치할 계획이다. 또한 신형 공업기
지 건설 구상하에 핵심경쟁력을 갖춘 △ 자동차 △ 석유화학 △ 농산품가공
△ 전자정보 △ 합금건재 △ 장비제조 △ 생물 △ 신재료 8개의 새로운 공
업기지를 구축키로 하였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전통산업이었던 자동차 및 석
유화학 산업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그림 3-1. 창지투 선도구 개발계획 ❚

중국정부는 우선 ‘일체화 발전’ 전략 추진을 위한 교통기반시설 구축에 주
력할 방침이다. 발전계획에서는 적절한 시기에 국경을 넘는 교통운수프로젝
트 합작건설을 시작하여, 조기에 동북지구 동부변경철로와 고속도로를 개통
하고 점차 중국 동북지구의 새로운 국제통로를 만든다는 구상이 포함되어
있다.91) 러시아 접경인 헤이롱장성 둥닝현에서 수이펀허를 거쳐 북러 접경

91) ‘동북지구동부변경철로’는 원래의 노선계획이 헤이롱쟝성의 무단쟝시(牡丹江市)에서 시작하여, 지린성
의 투먼과 통화(通化) 및 랴오닝성의 단둥, 좡허(庄河)를 통과하여, 남쪽으로 다롄시에 이르는 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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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 훈춘시를 잇는 3개 통상구를 연결하는 황금통로(도로)가 2009년 말
에 개통되었으며, 2011년에는 이 구간의 철도 건설을 시작하여 2014년에 완
공할 예정이며, 이는 동북지구동부변경철로와도 연결된다.
발전계획은 중몽대통로(中蒙大通道)로 불리는 중국-몽고 간 대륙횡단철로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새롭게 건설될 중국-몽고 간 대륙횡단철로는 중국 내
몽고의 얼싼(阿尔山, Erxan)에서부터 몽고 쵸발산(乔巴山, Choybalsan)에 이
르는 구간으로, 중국 내 기존의 개통구간과 연결되면 전 구간은 ‘유럽-몽고중국의 씽안멍(兴安盟)-바이청(白城)-송위엔(松原)-창춘-지린-연변-러시아-북한동해’가 되며, 중간에 투먼시와 훈춘시를 통과하게 된다. 창춘에서 지린에
이르는 고속철로가 건설 중이며, 지린에서 투먼에 이르는 고속철도가 2010
년에 착공될 예정이다. 계획대로 중국-몽고 간 대륙횡단철로가 개통되면 중
국 동북지역과 유럽을 관통하는 새로운 대동맥이 될 뿐만 아니라, 두만강 지
구의 개발 및 동북 노후공업기지 진흥을 촉진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92)
이와 같은 중국측의 창지투 개발계획과 연계해서, 북한은 2010년 1월 4일
라선시를 특별시로 승격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발표했다. 이
는 2010년 신년 공동사설에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대외
시장의 확대와 무역활동의 적극적 추진’을 주문한 데 대한 내각의 첫 조처라
는 점에서 주목된다. 라선시를 둘러싼 변화의 전기는 2009년 12월에 김정일
위원장의 라선시 현지지도였다. 1991년 자유경제무역지대가 창설된 이후 김
위원장의 현지지도는 처음이었는데, 그는 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대외
시장의 확대를 주문하였다.
이와 같이 김정일 위원장이 라선시를 주목하게 된 것은 북․중 경제협력
과 중국의 대북정책에 기인하고 있다. 2차 핵실험 이후 대북제재에 서먹했던

1,380km의 노선이었다. 이후 동북3성이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보고하는 자리에서 계획노선보다 더
길어진 2,322km로 수정되면서 동북3성의 동부변경 지역을 관통하는 교통대동맥이 되었다.
92) KIEP 북경사무소(2010. 2), ｢중국의 제3차 두만강구역 합작개발계획｣, 중국경제현안브리핑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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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관계는 2009년 10월 원자바오 총리 방북으로 개선의 전기를 마련하였
다. 또한 중국이 2009년 하반기부터 창지투 개발계획을 공식 발표하면서, 양
국은 공동의 경제적 이익창출 가능성에 주목하게 되었다. 또한 김 위원장으
로서는 라선지역 개발을 바탕으로 외자유치와 무역확대를 도모하여 당면한
경제난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었다. 게다가 김일성 주석의 유훈중의 하나가
라선지구 개발이라는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중국이 창지투 개발계획을 공식 발표한 것은 북한으로서는 호재였다. 지난
1990년대 라선개발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자력
으로 라선개발이 불가능하고, 핵문제로 인해 미국이나 서방권 국가들의 투자
유치가 어려운 가운데 중국의 자본과 기업투자를 유치해서 라선지역을 개발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국이 대북정책 전환을 통해 북한체제
를 적극 옹호하고 경제난 극복을 위한 경제적 지원과 협력에 적극성을 보이
고 있는 것도 라선시 개방 및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93)
현재 라선지역 개발에 있어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것이 라진항이다. 항구
가 부족한 중국 동북3성 입장에서는 동해로의 출구이자 물류의 중심지인 라
진항 개발과 투자에 관심을 표명하였다. 인근 중국의 다렌항과 단둥항이 이
미 물류가 포화상태이고, 지린성과 헤이롱장성 나아가 몽골까지도 상대적으
로 라진항으로의 물류이동이 유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라진항 개발을 통해 동북3성의 물류효율성을 제고하고, 동해로의 해양물류망
을 확보함으로써 동북아 경제협력의 주도권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
다고 보고 있다.
실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라진항 개발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 2020년까
지 400만 TEU의 물동량 처리가 예상되며, 이는 4억 3,000만 달러 규모의
부가가치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라진항의 경우 주변의 선봉항과

93) 배종렬(2010), ｢라선특별시 지정배경과 개발과제｣, 수은 북한경제, 여름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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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진항으로의 확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경제적 잠재력이 매우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94)

❚ 표 3-9. 동북3성과 다렌항 및 라진항 육로 거리 ❚
(단위: km)

다렌

라진

선양(랴오닝성)

355

525

창춘(지린성)

1,033

735

허얼빈(헤이롱장성)

1,659

506

자료: 최성근(2010), ｢북한 나선특별시 개발전망과 시사점: 나진항, 동북3성 개발과 연계된다｣, ｢경제주평｣,
현대경제연구원, p. 5.

최근 라선지역에 대한 북․중 양국간 개발협력도 본격화되고 있다. 2011
년 3월 북한 조선합영투자위원회(이하 합영위)는 라선시 개발과 관련해 중국
국유기업인 상지관군투자유한공사(商地冠群投資有限公司, 이하 상지공사)와
20억 달러의 투자 계약을 체결하였다.95) 북한은 라선지역을 ‘강성대국 선구
지역’으로 지정하고 중국과 협력하여 이 지역을 시장경제원리가 적용되는 거
점 산업벨트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한과 중
국이 공동으로 작성한 ｢조중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경제지대 공동개발계
획 요강｣에 따르면, 양국은 라선지대를 대외교류의 시험지역, 강성대국의 선
구지역, 북․중 경제협력 시범지역으로 지정하였다. 또한 이 지역에 △ 원자
재공업 △ 장비공업 △ 첨단기술공업 △ 경공업 △ 서비스업 △ 현대고효율
농업 6대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96)
단기적으로 북한과 중국은 라선경제무역지대에 라진-선봉-웅상-굴포로 이
어지는 산업벨트를 조성하고, 10개의 공업단지를 설립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

94) 최성근(2010), pp. 8~9.
95) 연합뉴스(2011. 3. 30).
96) 조중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경제지대 공동개발계획 요강(201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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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0개 공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양국이 계획한 발전구상을 살펴보면, 양
국은 라진에 △ 창고보관․물류 △ 장비제조 △ 첨단기술 △ 피복․식료품
가공 4대 공업단지를 건설할 계획이며, 구체적으로 장비제조와 관련해서 수
만 톤급 도크 건설 및 선박수리․제조시설 구축, 첨단기술 산업과 관련해서
는 전자공업과 의약품, 약초재배 산업육성을 계획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라선지역을 국제적인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한편 북한과 중국은 라선지역의 산업발전을 현실화하기 위해 이 지역에
육․해상 교통로 및 전력공급, 통신망 등과 관련된 사회기반시설도 함께 구
축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교통로와 관련하여, 북한과 중국은 라선지
역에 ‘1중추, 3방향, 5통로’ 방식의 개방된 교통망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북한은 라선특구 개발이 성공할 수 있도록 중국과의 공동운영체계를 마련
하고, 라선지역 투자와 관련된 법률을 개편하는 동시에 라선시를 특별시로
승격하면서 책임급에 대한 인사개편를 단행하였다. 북한과 중국은 라선특구
공동운영을 위해 정부간 협조체계인 공동지도위원회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공동개발관리위원회, 투자개발공사 등 3단계 협조체계를 마련하였다.
중국의 창지투 개발에 자극받아 지난 20여 년간 정체되어 있던 라선특별
시가 본격 개발된다면, 북한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향후 북한의 대외개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현지를 방문
했고, 북․중 양국 정상간 합의된 협력사업이라면 사업의 정상적 추진 가능
성이 높다. 특히 중국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인프라 및 개발금융에 적극 나설
경우 개발성공 가능성이 한층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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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0. 라선경제무역지대 공동 개발계획 개요 ❚
구분

항목

개발
목표

중점 항목

주요 내용
- 중국, 러시아의 연계 특성 발휘하여 기초시설, 공업단지, 물류망, 관광의
공동개발과 건설

발전 목표 - 선진제조업기지, 동북아 지역 국제물류중심, 지역적인 관광중심으로 건설
- 적지배치, 산업집약, 대상 집중의 원칙하에 ‘1대 4편 10구역’
연해벨트산업지대 형성
- 라진: 창고보관 및 물류, 장비제조, 첨단기술, 피복 및 식료가공
산업배치
- 선봉: 원자재공업, 방직피복, 장비제조, 농수산물 가공
- 웅상: 종합목재가공단지
- 굴포: 현대적인 고효율 농업시범구
원자재공업
-

원유화학공업: 원유 가공공장(승리화학)의 정상화
야금공업: 광물자원 개발 및 가공
건재공업: 시멘트, 유리, 건축도자기
산림공업: 목재가공공장, 제지공장, 가구공장, 연필공장, 합판공장

- 자동차 및 기계: 단기적으로 선봉지역에 트럭공장, 금속제품, 건설용
산업
금속자재, 자전거 등 경공업 기계, 장기적으로 건설기계, 농업기계
발전 장비공업
- 조선업 및 배수리: 라진조선소, 창평배수리공장
방향과
산업
- 전자공업: 컴퓨터, 통신(전화기), 가전(세탁기, 냉장고, TV 등)
첨단
배치 기술산업 - 생물의약: 인삼, 녹용 등 자원 활용한 고려의학기술 개발, 약초 재배기지

경공업

- 임가공, 보상무역 등을 발전시켜 경공업 산업기초 형성, 국내 수요 및 수출
확대
- 방직피복: 피복, 신발, 모자
- 식품가공업: 농수축산물 가공, 주류 및 광천수 생산

- 창고보관 및 물류: 라진항 활용, 수출입물류, 동북아 중계무역
- 관광: 조·중·러 국경지역 동시관광,
서비스업
연변·라선·청진·칠보산·금강산·블라디보스토크·사할린·니가타·삿포로·속초·부산
등 국제관광

현대
- 현대농업시범구 창설(굴포지구)
고효율농업

기초
시설
(SOC)
건설

1중추
3방향
5통로

- 라선(라진, 선봉, 웅상항)이 중추
- 북 방향: 중·러/ 남방향: 청진 / 동방향: 동해
- 육상통로 4개(훈춘, 도문, 핫산, 청진), 해상통로 1개(동해)

항구

- 라진항: 종합화물항, 1~3호 부두 개조, 5만 톤급 이상 정박 가능, 컨테이너
전용부두 건설
- 선봉항: 원유화학제품, 벌크화물항
- 웅상항: 목재 등 벌크화물항

도로

- 단기: 원정-라진, 선봉, 웅상항 도로망 정비, 원정-권하 국경다리 및 관광도로
개조
- 장기: 라진-원정 고속도로, 라진-청진 고속도로, 라진-두만강 고속도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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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0. 계속 ❚
구분

기초
시설
(SOC)
건설

항목

주요 내용

철도

- 단기: 라진-선봉-남양 철도 건설
- 장기: 훈춘-훈용 철도 건설, 라진-남양철도와 라진-청진 철도 기능 확장

공항

- 청진시 삼해리에 민간공항 건설

전력

- 단기: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 장기: 100만㎾ 발전능력 조성

정보 통신 - 전화통신망 강화, 광섬유망 연결, 국제연계 실현
자료: 라선 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경제지대 공동개발 총계획요강; 민족 21(2011. 7) 참고.

4. 평가 및 전망
북․중 경제협력이 2000년대 들어 급격히 확대되기 시작한 것도 바로 동
북진흥계획이 추진된 시점과 맞물려 있다. 동북지역의 경제개발이 본격화되
면서 에너지원과 광물자원 등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대되면서, 중국 기업
들의 북한 광물자원에 대한 수입이 늘어났고, 에너지원의 확보를 위한 북한
광산에 대한 대북 투자도 증대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동북진흥계획 추진과
북․중 경제협력의 확대와 관련해서 가장 주목되는 것이 SOC 부문에 대한
투자 활성화이다. 중국은 동북지역의 경제발전에 필요한 철도, 도로, 발전소,
항만, 공단조성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였으며, 이는 북․중 경제협력 확
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시기 북․중 경제협력은 양측의 직접적 수요가 있는 광물자원, 식량,
에너지원 및 생필품 등의 단순 물자교역이 주를 이루었다. 이로 인해 양국간
무역량의 증가효과를 거두긴 했지만, 북․중 간의 경제적 연계성 강화나 경
제협력의 시너지 효과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최근 중국정부는 북․중 경제
협력의 물리적 연계성을 강화하는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중국의 단둥과 신의주를 연결하는 제2압록강교
건설에 양측이 합의하여 금년 중에 착공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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닝성의 ‘연해개발전략’(랴오닝성 다롄, 단둥 등 발해만 연안의 5대도시의 공
업지구 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단둥-신의주 연계발전 방안도 양측이 심
도있게 논의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97)
그러나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최근 북․중 경제협력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이 ‘창지투 선도구 개발계획’과 라선특별시의 개발이다. 지금까지 북․중
경제협력의 중심이 단둥-신의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지린
성과 두만강 연안의 경제협력은 정체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최근
북․중 경제협력의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중국은 2005년부터 ‘하나의
핵과 두 개의 축’(하나의 핵이란 중국 지린성 훈춘시를 국제물류단지 및 선
진개방형의 변경세관도시로 건설한다는 것이며, 두 개의 축이란 러시아에 대
한 ‘도로ㆍ항만ㆍ세관’과 북한에 대한 ‘도로ㆍ항만ㆍ구역’의 물류통로를 지칭
함) 건설을 돌파구로 삼아 두만강지역 개발과 관련된 5대 프로젝트를 진행하
고 있다. 5대 프로젝트 중에서 북한과 관련된 것이 바로 훈춘-라선 ‘도로ㆍ
항만ㆍ구역 일체화’ 프로젝트이다. 이미 중국기업이 라진항에 대한 10년간의
사용권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중국 지린성의 입장에서 볼 때 라진
항의 확보는 자신들의 숙원사업인 ‘차항출해(借港出海)’를 성사시킨 것이다.
북한의 입장에서도 1990년대 초반에 라선지역을 최초의 경제특구로 지정
하였지만, 이후 핵문제를 비롯한 국제정치적 요인과 투자환경 미비 등의 경
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통해 라선지역의 경제개발 효과를 볼 수 있다면 북한이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김정일 위원장이 2009년 말 라선지역을 현지지도 하고, 2010
년 1월에 이 지역을 특별시로 지정하면서 경제무역지대법을 개정한 것도 향

97) 북한은 지난 2002년 신의주를 특별행정구로 지정하고, 중국 기업인인 양빈을 행정장관으로 임명하
였다. 그러나 당시 북한의 시도는 2002년 10월 2차 북핵문제의 대두와 중국의 비협조로 인해 좌절
되었다. 따라서 최근 북․중 경제협력의 확대 속에서 북한 신의주특구의 개발 가능성이 다시 주목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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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본격적인 개발과 대외개방을 대비한 조치로 보인다. 그 결과 2011년 6월
에는 라선지역 공동개발 착공식이 개최됨으로써, 이 지역의 개발이 본격화되
었다.
이와 같이 최근 북․중 경제협력이 양측 경제의 상호 연계성을 제고한다
는 점에서, 북․중 경제협력에 따른 북한경제 발전효과도 중요한 고려사항이
다. 기본적으로 특정 국가와의 대외경제협력 확대가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효
과를 갖고 있지만, 현재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및 지경학적 관계를 고려
할 때 그 파장 및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2009년 11월말
화폐개혁을 단행하였고, 12월에는 외자유치 및 경제발전을 주도할 국가개발
은행과 대풍그룹을 조직하였다.
북한은 경제 정상화의 유력한 수단으로 외자유치 및 대외경제협력 확대를
제기하고 나섰다. 사실 북한의 핵문제가 남아 있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이
루어지지 않는다면 북한에 투자할 국가는 중국 외에는 없다. 최근 북한의 투
자유치 방향을 살펴보면 우선 투자대상국은 핵문제 해결 이전에는 중국기업
을 집중 유치하고, 핵문제 해결 및 북․미 관계 개선이후에는 서방권 국가로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둘째, 투자대상은 우선 교통, 전력, 통신 등 사업인프
라를 우선 개발하고, 이후 외자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려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투자지역은 라선, 신의주 등의 기존의 경제특구에서 시작하여, 이후 평
양, 남포, 원산 등 추가 개방지역으로 확대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창지투 개발계획이 본격화되면서 북․중 경제협력이 과거와 달리 전
면적․포괄적으로 확대될 경우 남․북 경제협력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의
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가 경
색되면서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는 한층 심화되고 있다. 북한은 과거부터 한
국가에 자신들이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을 경계하여 왔다. 냉전시기에는 중국
과 구소련 간의 균형을, 2000년대 이후에는 북․중 경제협력과 남․북 경제
협력의 균형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북한이 이러한 균형보다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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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과 발전’에 보다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경제 발전과정에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남한 단독으로 이를 실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북․중 경제협력과 이를 통한 북한
경제의 발전은 한반도 전체입장에서 볼 때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그러나
북․중 경제협력의 확대에 비례해서 남․북 경제협력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
다면 중장기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중국기업들이 이미 북
한의 광물자원과 토지개발사업에 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북한산업에 필
요한 자본재나 원부자재가 중국산으로 고착될 경우 결국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가 ‘구조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한반도 경제공동체 또는 동북
아 경제협력에서 주도권은 중국이 장악하게 될 것이며, 향후 북핵문제의 평
화적 해결과 이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본격화될 북한 경제개발 효과도 남
한보다는 중국의 동북3성 지역이 독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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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북‧일 경제관계
이찬우

1. 문제제기
1980년대말 세계 냉전질서의 해체와 더불어 동북아시아 지역도 냉전후시
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북한과 일본의 과거청산과 국교수립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있었다. 그러나 1991~92년간 여덟
차례에 걸친 북․일 국교정상화교섭이 실패한 후 한반도 핵위기 발생과
북․미 관계 대립이라는 신냉전구조가 발생하면서 동북아의 안전보장 환경이
개선되지 못하는 한계에 봉착하였다.
1990년대에 일본에서는 안전보장 측면에서는 미ㆍ일 동맹 강화를 더 적극
적으로 추진하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러시아, 중국, 한반도, 일본
으로 둘러싸인 환동해지역에 대한 관심이 학계, 경제계와 동해안권 지방정부
를 중심으로 달아올랐다. 환동해 경제권이라고 불린 동해안권역의 국제적 경
제공동체 구상은 소련 해체후의 러시아, 사회주의 시장경제로의 변환이 급속
해진 중국, 경제개방정책을 모색하는 북한을 주요 대상으로, 경제적인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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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두만강지역개발사업과, 정치적인 측면에서 북․일 국교정상화를 포함하
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1990년 이후 20년간 이 두 가지는 성과를 내지 못
했는데, 그 핵심에는 북한과 미국 사이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북한과 일본의 국교정상화는 2002년의 정상회담으로 경제협력방식을 통한
과거청산이라는 구체적인 합의까지 이루어낼 수 있었으나, 뒤이은 일본국내
의 납치문제 정치화와 북․미 간의 제2차 핵위기 발생으로 인해 국교수립으
로 까지 이어지지 못하였다. 이후 일본정부는 2006년 10월에 북한의 핵실험
에 대한 대항조치로 북한국적선의 입항금지, 북한으로부터의 모든 수입금지,
북한국적자 입국금지 등의 경제제재조치를 취한 후, 2009년 6월에는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수출금지조치를 실시하면서 현재까지 북․일 경제관계는 동결
되어 있는 상태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북한과 일본의 경제관계에 대해 2000년대 이후를 중심으
로 살펴보고 향후 국교정상화를 전제로 한 경제협력의 가능성과 그 내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 북한과 일본의 경제관계
가. 북 ․ 일 무역관계의 현황
북한은 1948년 건국 이후 1990년 소련의 붕괴에 이르기까지 약 50년간
대외무역에 있어서는 소련을 중심축으로 사회주의권과의 협력을 통한 경제건
설을 추진하여왔다. 북한의 전력, 제철, 제련, 화학부문은 일본이 남겨 놓은
기반을 바탕으로 소련의 기술로 재건 및 건설을 해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대외경제관계에서 일본 등 서방권과의 관계는 1970년대 전반, 북한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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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년 계획시기에 집중적으로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60년대의 중소대
립과 함께 북한과 중국, 북한과 소련의 관계가 소원해진 결과 중국과 소련으
로부터의 경제원조가 급감한 상황에서, 미국의 대중관계 개선 등 데탕트 정
책은 북한이 서방권과 관계 개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리하여
서독, 프랑스, 일본 등 서방권으로부터 차관 및 플랜트 설비 도입이 추진되
었다. 일본과의 무역관계도 이 시기부터 급속한 성장을 시현하였다.
그러나 1973년의 석유위기에 따른 에너지부족과 수입설비가격의 상승, 아
연 등 비철금속류의 국제가격 폭락으로 북한은 외화획득에 실패하고 차관상
환과 수입대금 결제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1970년대 후반에
는 사실상 무역파산국가로 되었다. 일본기업들은 무역대금에 대한 상환을 연
장하면서 북한과는 신용거래보다는 현금거래로 무역에 관여하게 되었다.
1980년대 북한은 대외무역의 다각화와 다양화를 추진하면서 1984년 9월에
는 합영법을 제정하여 대외경제개방의 의사를 공식화하였다. 그러나 이 정책
이 본격화되지 못한 채 1990년 소련의 붕괴를 계기로 1990년대 북한경제
위기가 도래하였다. 1990년대 일본과의 관계정상화교섭이 실패하면서 북․
일 경제관계는 북한의 수출능력 감소에 일본의 대북수출 감소로 경제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하였다. 북한의 광물과 수산물, 저렴한 북한노동력을 활용한
위탁가공무역에 대한 일본 시장의 수요는 존재하였지만 그 규모는 미미하였
고, 북․일 정치관계가 냉각하면서 북한에 대한 일본정부의 경제제재로 북․
일 경제관계는 얼어붙게 되었다.
2002년의 북․일 정상회담으로 북․일 간에 관계정상화와 함께 경제관계
의 전면적인 발전이 기대되었지만,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한 일본사회의 대북
태도 악화와 북․미 간 제2차 핵위기 발생, 2006년 북한의 핵실험 등이 이
유가 되어 북․일 간의 수교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2006년 말에 일본정부가
각의결정으로 북한에 대해 수입전면금지 조치를 취하였다. 2009년 6월 18일
부터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수출금지조치(1년 단위 연장 중)도 실시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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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북․일 간의 경제관계는 통계로는 제로 상태이다. 이러한 대북경제제재
는, 2006년 7월의 ‘북한의 미사일발사에 대한 일본정부의 제재조치’, 같은
해 10월의 유엔안보리결의에 바탕한 ‘북한핵실험에 대한 일본정부의 제재조
치’의 내용으로서 북한산 전산품의 수입금지, 북한선박의 일본입항금지, 북한
국적자의 일본입국 금지, 소고기, 양주, 담배, 승용차 등 사치품목 24종류의
대북수출 금지 등을 실시한데 이어, 2009년 4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5월
제2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안보리결의로서 북한 화물에 대한 공해상에서의
검사실시, 인도적 목적을 제외한 신규의 융자 및 원조 금지, 모든 무기의 금
수, 송금규제 강화 등 일련의 경제제재조치에 부응하고 또한 독자적인 전면
수출금지까지 실행하는 셈이다. 그동안 북․일무역에 종사하였던 일본의 무
역상사나 재일동포 무역상사들은 북한과의 무역에서 손을 떼고 회사를 접거
나 새로운 무역상대를 찾아 나설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었다.
일본기업은 1980년대까지는 무역을 중심으로 북한과의 경제교류에 적극적
이었다. 그 이유는 북한으로부터 광산물을 중심으로 1차산품을 수입하려는
수요가 일본 내에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의 기계와 설비에 대한 북한
측의 수요도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산 금속류 및 광물에 대한 일본 내
수요가 점차 줄어들고 일본이 수출한 기계설비 대금을 북한이 갚지 못하는
채무결제 불이행 사태가 발생하면서 일본기업의 북한에 대한 경제적 관심은
식어졌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북한과 일본 간의 정치적 관계가 정상화되지
않는 조건하에서 일본기업의 북한에 대한 관심은 회복되지 않았다.
북․일 무역의 시대적 경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제1기 : 1950년대 중반 ~ 1960년대 말
북․일 무역의 여명기. 중국의 대련 또는 홍콩을 경유한 간접무역
제2기 : 1970년대 전반기
북․일 간의 직접무역 개시. 일본기업의 대북 플랜트설비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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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 1970년대 후반기
북한의 무역대금상환 불이행 발생. 총련계 무역상사가 무역중개
제4기 : 1980년대
현금결제 중심의 무역
제5기 : 1990년대
총련계 동포기업의 합영, 임가공 중심 무역
제6기 : 2000년대
임가공무역 감소와 수산물과 수송기기의 무역. 일본의 경제제재
2009년 6월 북․일 무역이 전면 중단되기 이전까지의 북․일 무역 내용
을 살펴보면, 2007년 이후 북한의 대일수출은 중단된 반면 일본의 대북수출
은 감소하면서도 이어져왔다. 먼저 북한의 대일수출은 2000년 2.6억 달러
수준으로부터 감소하여 2006년 7,600만 달러 수준으로 되었고 2007년 이후
중단 상태이다. 그리고 일본의 대북수출은 2000년 2.1억 달러 수준에서 감
소하여 2006년 4,400만 달러 수준으로, 2008년에는 760만 달러, 2009년 1
월~6월간에 270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중단 상태이다.
북한은 북․일 무역이 정상적인 무역관계로 본격화한 1970년대 이후
1986년까지 일본에 무역적자를 보여오다 1987년 이후 2006년까지 무역흑자
를 실현하였다. 1972년 이후 1986년까지의 무역적자총액은 3770억 엔(15.3
억 달러), 1987년 이후 대일수출이 중지된 2006년까지의 무역흑자총액은
1764억 엔(14.9억 달러)으로 1970년대 이후만을 보면 북한이 일본엔 기준으
로 약 2000억 엔(달러기준 약 4,000만 달러)의 무역적자를 실현하였다.
북․일 간의 무역품목을 보면, 북한은 2006년까지 주로 수산물, 알루미늄
괴․아연괴․선철 등의 금속제품, 무연탄․마그네시아크링커․모래․천연흑
연 등의 광물, 전기기기와 방직용 섬유제품의 임가공, 송이버섯 및 약용식물
등의 농산물 등을 일본에 수출하였다. 일본은 주로 버스․승용차․트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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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거 등의 수송기기, 섬유제품 및 전기기기의 임가공원료, 내연기관․에어
콘․냉장고․건설기계 등의 기계류, 플라스틱․고무제품, 화학공업제품, 기타
구두, 담배, 냉동소고기, 위스키 등 소비제품을 북한에 수출하였다. 소비제품
중 담배, 소고기, 위스키 등 사치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은 2006년 12월부터
수출이 금지되었으며 2009년 7월부터는 전면적인 수출금지로 되었다.
북한의 수출품 구성에서는 1980년대까지 주요 수출품이었던 금속제품과
광산물의 수출이 1990년대 이후 대폭 줄어들고, 수산물의 수출이 2002년까
지 늘어나다 그후 다시 줄어들었으며, 섬유제품의 임가공은 1990년대 중반
피크를 이루다 그후 감소하였다. 북한의 2006년 대일수출품목구조를 보면
조개류 등의 수산물 32%, 아연괴 등의 금속제품 21%, 무연탄 등 광산물
13%, 전기기기임가공부품 12%, 섬유임가공제품 10%의 순이었다.
한편 일본의 수출품 구성에서는 기계류의 수출이 1986년 이후 대폭 줄어
든 반면 1990년대 이후 섬유류와 수송기기의 수출이 늘어났다. 1990년대에
섬유제품의 임가공이 북․일 무역의 중심적인 지위를 차지하였으나 2000년
대 들어 섬유제품의 임가공은 감소하였다. 2000년대에는 수송기기 및 기계
류, 화학제품의 수출이 중심으로 되어있다. 수송기기는 2006년에 버스 501
대, 승용차 1,468대, 트럭 2,938대, 특수자동차 43대, 자전거 1만 4,269대가
수출되었으나, 2008년에는 버스 1대 자전거 4만 8,491대로 감소하였고,
2009년은 6월까지 한 대의 수송기기도 수출되지 않았다. 한편 화학공업제품
은 주로 의약품, 백신, 페인트, 비누 등이다. 일본의 마지막 대북수출이었던
2009년 6월의 수출품목은 의료용 왁찐, 방직용 섬유, 석유조제품, 유리제품,
부동액 등 합계 4,045만 엔(약 42만 달러)였다.
이상과 같이 2009년 7월 이후 완전히 중단된 북․일 무역 관계지만 2000
년대를 중심으로 그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본다.
먼저 2000년대 북․일 무역의 성과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첫째로 북한의 대일본 수출에서 일본이 필요로 하는 수산물의 수출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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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으로 이루어져 북한의 외화가득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
둘째로 1990년대에 진행된 의류 임가공사업이 북한의 의류봉제기술의 발
전에 기여하면서 남․북 간 그리고 북․중 간의 의류 임가공사업발전에 토
대가 되었다.
셋째로 일본의 대북한 수출에서 북한이 필요로 하는 생산재, 특히 산업기
계설비, 전기기기, 수송기기(중고 트럭, 승용차 등)의 수출이 임가공사업과
함께 양대 축이 됨으로써 북한에서 현대적 고급설비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이다.
다음으로 2000년대 북․일 무역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첫째로 북․일 간의 무역구조가 전형적인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의 비교
우위에 따른 무역구조, 즉 북한이 1차산품 수출, 일본이 생산재 수출이라는
구조에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한 임가공 무역구조가 고착되었다.
둘째로 북․일 간에 국교가 없는데다 관계악화가 일본의 대북경제제재로
이어지면서 무역이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환경에 좌우되었다.
셋째로 북․일 무역에 참여하는 일본기업이 거의 소멸되고 총련계 무역상
사가 무역을 대행하는 구조가 고착되어 북․일 간의 무역이라기보다는 조-조
무역의 형태가 되었다.
넷째로 일본시장에서 북한산품, 특히 철광석, 비철금속 등 광물과 무연탄
등의 경쟁력이 감소하여 일본시장 자체가 북한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게
되었으며, 북한의 수입규모도 일본기업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수준으로 발
전하지 못한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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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
3,030
3,033
5,906
9,349
19,170
490
40,977
1980
6,487
4,079
10,654
7,173
24,644
4,440
13,685
13,784
84,946
125,924

1986
1,289
3,869
6,216
4,683
11,166
2,050
29,273
1986
946
578
3,873
3,323
6,302
2,179
4,421
9,417
31,039
60,312

1990
5,850
7,718
6,555
5,515
16,894
764
43,296
1990
600
327
1,422
2,094
5,886
2,159
2,463
10,431
25,382
68,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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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일본재무성 통관통계.

북한의 수출
섬유제품
식물성산품
동물성산품
광산물
금속제품
전기기기
기타
합계
일본의 수출
섬유류
광물제품
수송기기
전기기기
기계류
플라스틱, 고무
금속제품
재수출
기타
합계
총합

1996
13,498
4,427
6,118
3,354
2,569
940
798
31,703
1996
8,196
2,908
2,845
1,889
1,785
1,067
1,003
2,209
2,793
24,695
56,397

❚ 표 4-1. 북․일 무역의 품목별 추이 ❚
2000
7,400
2,826
9,644
2,306
1,964
2,494
1,062
27,695
2000
4,814
1,030
4,305
3,212
1,854
664
559
3,914
1,928
22,279
49,975

2001
7,191
555
12,513
2,690
1,049
1,905
708
26,612
2001
4,847
67
3,566
2,341
2,107
923
594
1,060
1,664
17,169
43,781

2002
6,828
1,354
14,148
2,474
1,451
1,666
793
28,715
2002
4,143
69
4,692
2,140
1,688
847
473
942
1,561
16,554
45,269

2003
4,310
1,065
9,043
1,685
1,550
1,830
652
20,135
2003
2,545
42
3,343
1,277
941
604
233
495
1,119
10,599
30,734

2004
2,804
1,008
7,712
1,502
2,287
2,032
292
17,637
2004
1,707
51
3,717
782
739
493
281
396
1,369
9,635
27,272

2005
1,491
1,875
4,002
2,436
2,770
1,658
172
14,403
2005
905
27
3,001
533
454
331
223
284
1,125
6,883
21,285

2006
877
822
2,806
1,102
1,895
1,101
270
8,872
2006
521
22
2,476
465
292
179
164
215
753
5,088
13,960

2007
2007
74
8
359
39
152
70
41
11
341
1,096
1,096

(단위: 백만 엔)
20089 2009(1~6월)
2008 2009(1~6월)
54
19
91
38
100
92
77
40
282
793
793
-

❚ 그림 4-1. 북․일 무역의 추이 ❚

자료: 일본재무성 통관통계.

❚ 그림 4-2. 북한의 대일 수출품목별 추이 ❚
(단위: 백만 엔)

자료: 일본재무성 통관통계.

❚ 그림 4-3. 일본의 대북 수출품목별 추이 ❚
(단위: 백만 엔)

자료: 일본재무성 통관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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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2. 북․일 무역의 추이(일본 기준) ❚
일본엔 기준(천 엔)
연도

일본의
일본의
합계
무역 수지
수입
수출
1961 1,431,259 1,777,810 3,209,069 346,551
1962 1,639,250 1,721,082 3,360,332
81,832
1963 3,394,893 1,925,063 5,319,956 ▲1,469,830
1964 7,283,226 4,062,106 11,345,332 ▲3,221,120
1965 5,300,300 5,941,902 11,242,202 641,602
1966 8,169,123 1,805,810 9,974,933 ▲6,363,313
1967 10,658,020 2,293,164 12,951,184 ▲8,364,856
1968 12,2581,420 7,469,185 19,720,605 ▲4,782,235
1969 11,586,920 8,697,208 20,284,128 ▲2,889,712
1970 12,389,169 8,403,798 20,792,967 ▲3,985,371
1971 10,542,791 10,025,357 20,568,148 ▲517,434
1972 11,799,877 28,780,569 40,580,380 16,980,758
1973 19,607,139 27,072,887 46,680,026 7,465,748
1974 31,695,229 73,516,042 105,211,271 41,820,813
1975 19,283,273 53,331,814 72,615,087 34,048,541
1976 21,243,401 28,570,042 49,813,443 7,326,641
1977 18,103,313 33,761,091 51,864,404 15,657,778
1978 22,256,057 37,947,080 60,203,137 15,691,023
1979 32,709,660 61,945,691 94,655,351 29,236,031
1980 40,977,411 84,946,420 125,923,831 43,969,009
1981 30,670,410 63,625,019 94,295,429 32,954,609
1982 37,510,497 78,071,510 115,582,007 40,561,013
1983 29,955,452 77,620,655 107,576,107 47,665,203
1984 34,299,772 60,317,360 94,617,132 26,017,588
1985 43,200,874 59,049,551 102,250,425 15,848,677
1986 29,272,806 31,039,362 60,312,168 1,766,556
1987 34,885,998 30,842,493 65,728,491 ▲4,043,505
1988 41,588,737 30,593,201 72,181,938 ▲10,995,536
1989 41,115,107 27,204,597 68,319,704 ▲13,910,510
1990 43,296,175 25,381,712 68,677,887 ▲17,914,463
1991 38,284,300 30,245,795 68,530,095 ▲8,038,505
1992 32,675,604 28,282,862 60,958,466 ▲4,392,742
1993 27,942,808 24,223,694 52,166,502 ▲3,719,114
1994 32,728,663 17,400,145 50,128,808 ▲15,328,518
1995 32,107,865 23,731,600 55,839,465 ▲8,376,265
1996 31,702,683 24,694,659 56,397,342 ▲7,008,024
1997 36,535,244 21,630,387 58,165,631 ▲14,904,857
1998 28,703,607 22,782,826 51,486,433 ▲5,920,781
1999 22,844,519 16,650,998 39,495,517 ▲6,193,521
2000 27,695,413 22,279,274 49,974,687 ▲5,416,139
2001 26,611,977 17,169,233 43,781,210 ▲9,442,744
2002 28,714,503 16,554,280 45,268,783 ▲12,160,223
2003 20,135,027 10,599,383 30,734,410 ▲9,535,644
2004 17,637,241 9,635,142 27,272,383 ▲8,002,099
2005 14,402,594 6,882,722 21,285,316 ▲7,519,872
2006 8,872,320 5,087,975 13,960,295 ▲3,784,345
2007
0
1,096,089 1,096,089 1,096,089
2008
0
792,577 792,577
792,577
2009
0
262,210 262,210
262,210
2010
0
0
0
0

주: 1)
2)
3)
4)

미국달러 기준(천 달러)
연도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일본의 일본의
무역
합계
수입
수출
수지
3,976 4,938 8,914
962
4,553 4,781 9,334
228
9,430 5,347 14,777 ▲4,083
20,231 11,284 31,515 ▲8,947
14,723 16,505 31,228 1,782
22,692 5,016 27,708 ▲17,676
29,606 6,370 35,976 ▲23,236
34,032 20,748 54,780 ▲13,284
32,186 24,159 56,345 ▲8,027
34,414 23,344 57,758 ▲11,070
30,059 28,907 58,966 ▲1,152
38,311 93,443 131,754 55,132
72,318 100,160 172,478 27,842
108,824 251,914 360,738 143,090
64,839 180,630 245,469 115,791
71,627 96,056 167,683 24,429
66,618 125,097 191,715 58,479
106,862 183,347 290,209 76,485
152,027 283,848 435,875 131,821
180,046 374,305 554,351 194,259
139,476 290,995 430,471 151,519
152,026 313,162 465,188 161,136
126,149 327,077 453,226 200,928
145,218 254,719 399,937 109,501
179,293 247,069 426,362 67,776
173,229 183,971 357,200 10,742
241,744 213,739 455,483 ▲28,005
324,649 238,883 563,532 ▲85,766
298,678 197,001 495,679 ▲101,677
300,282 175,900 476,182 ▲124,382
283,574 223,993 507,567 ▲59,581
258,560 223,025 481,585 ▲35,353
252,351 219,654 472,005 ▲32,697
322,684 170,780 493,464 ▲151,904
339,680 254,957 594,637 ▲84,723
290,745 226,480 517,225 ▲64,265
301,796 178,942 480,738 ▲122,854
219,489 175,137 394,626 ▲44,352
202,564 147,839 350,403 ▲54,725
256,891 206,760 463,651 ▲50,131
225,618 141,229 366,847 ▲84,389
235,313 132,192 367,505 ▲103,121
173,078 91,012 264,090 ▲82,066
163,119 89,057 252,176 ▲74,062
131,814 62,818 194,632 ▲68,996
76,437 43,874 120,311 ▲32,563
0
9,304 9,304 9,304
0
7,586 7,586 7,586
0
2,747 2,747 2,747
0
0
0
0

적용환율
(엔/달러)
대북
대북
수입
수출
360.00 360.00
360.00 360.00
360.00 360.00
360.00 360.00
360.00 360.00
360.00 360.00
360.00 360.00
360.00 360.00
360.00 360.00
360.00 360.00
350.74 346.81
308.00 308.00
271.12 270.30
291.25 291.83
297.40 295.25
296.58 297.43
271.75 269.88
208.27 206.97
215.16 218.24
227.59 226.94
219.90 218.65
246.74 249.30
237.46 237.32
236.20 236.80
240.95 239.00
168.98 168.72
144.31 144.30
128.10 128.07
137.66 138.09
144.19 144.30
135.01 135.03
126.38 126.81
110.73 110.28
101.43 101.89
94.52 93.08
109.04 109.04
121.06 120.88
130.77 130.09
112.78 112.63
107.81 107.75
117.95 121.57
122.03 125.23
116.33 116.46
108.12 108.19
109.26 109.57
116.07 115.97
117.81
104.48
95.44
-

1996년부터 일본대장성(현 재무성)은 북․일 무역에 달러표시를 폐지하였음.
1996~2001년의 달러 표시액은 World Trade Atlas의 표시액임.
2002년 이후의 달러 표시액은 일본세관장공시 평균환율을 적용하였음.
2001년 및 2004년의 북한의 수입(일본의 수출)에는 ‘식량지원’을 포함하지 않음. 무역수지액은 일본
기준임.
자료: 일본재무성 통관통계.

136│ 북한의 대외경제 10년 평가(2001~10년)

❚ 그림 4-4. 북한의 대일 수출품목구조 ❚

자료: 일본재무성 통관통계.

❚ 그림 4-5. 일본의 대북 수출품목구조 ❚

자료: 일본재무성 통관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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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북 ․ 일 경제협력관계의 현황
1) 대북 합영사업의 현황
북한은 1984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제10호 결정으로 ｢합영법｣
을 제정한 이후 외자유치 활동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의 개혁
개방실시로부터 받은 자극 때문이었지만, 국내적인 요인도 있었다. 즉 북한
은 1970년대 외환부족으로 인해 신규투자를 억제하는 방침을 바꾸어 철강,
곡물, 전력, 석탄, 비철금속, 시멘트, 화학비료, 섬유, 어업, 간척지 개척 등
모든 기간산업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였다. 이러한 사업을 시행
하기 위해 북한은 무역의 확대와 외자도입을 적극 추진하게 되었다. 자본조
달을 위한 새로운 방식으로서 외국인직접투자제도(합영법)를 도입하는 데 이
르게 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시장경제를 인정하는 경제체제 개혁은 추진
하지 않은 채 중앙계획경제의 통제하에서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는 정도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따라서 합영법을 제정하고 나서도 실질적인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지지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98) 이에 따라 북한이 합영투자의 상대로 눈을
돌린 곳이 일본이었다. 북한이 일본에 요청한 주요한 합영대상 분야는 수산
물 가공, 비철금속 가공, 경공업 등이었다. 그러나 북한과 일본과의 합영사업
추진은 북한의 대일채무문제가 걸려 구체적인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하였
다.99) 동시에 1986년은 북한이 경제개혁개방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서 외자유치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으로 변한 해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북한은 경제개혁에 대한 부담 없이 외자를 유치할 수 있는 방

98) ｢합영법｣에 의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제1호는 프랑스의 베르날 깡쁘농(Bernard Campenon)사와 조
선제일설비수출입회사 사이에 맺어진 양각도 호텔(50층) 건설 프로젝트였다. 그러나 이 사업은 프랑
스측이 북한 측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건설 도중 철수함으로써 중단되었다(마이니치신문, 1985.
1. 11).
99) 동아시아무역연구회(1987), pp. 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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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으로 일본에 있는 재일 총련계 동포상공인의 대북 투자 유치에 관심을 갖
게 되었다.100) 1986년 2월 28일 김일성 주석은 평양을 방문한 재일본조선
인상공연합회 결성 40주년 기념 방문단에게 “재일상공인이 돈을 많이 벌어
일본에서의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조국과의 합영을 실현시켜야 합니
다. 총련 동포상공인들은 힘이 있는 사람은 힘을 내고, 돈이 있는 사람은 돈
을 내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식을 내어, 조국 인민과의 합영, 합작을 더욱
힘차게 펼쳐, 사회주의조국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의 향상에 적극적으로 기
여해야 합니다. 총련 동포상공인이 조국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은 숭고한 애국심의 발현입니다”라고 호소하였다(이
른바 ｢2.28교시｣). 이에 따라 같은 해 6월에 총련에 ‘합영사업연구회’가 만들
어졌다.101) 이어 같은 해 9월에 북한의 ‘조선합영경제대표단’(단장: 김성환
조선합영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이 일본을 방문하여 총련합영사업연구회 대표단
과 ｢조선국제합영총회사 창설에 관한 합의서｣에 합의하였다. 이 가운데 양측
은 피복, 타일 및 위생도기, 피아노, 소형 변압기, 검은콩 가공, 넥타이, 칼라
TV, 녹음기, 열연압연강판, 양잠을 원료로 한 제사 및 견직물 등에 대한 합
영사업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모델 합영사업으로서 북한의 ‘은하무역총
회사’와 총련계의 공화상사(共和商事) 주식회사 사이에 지성피복(至誠被服) 합
영회사(연간 30만 벌 생산규모)의 설립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었다.102)
당시 총련 동포 1세 상공인들은 조국에 대한 애국심, 북한의 산업을 일으
키려는 신념, 그리고 북한에 귀국한 자녀에 대한 배려 또는 일본내 자손들의
민족의식 제고 등을 생각해 투자를 개시하였다고 한다. 당시 ‘총련합영사업

100) 1999년 개정 이전의 합영법 제2조는 “국화국령역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과도 합영기업을 창
설하고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합영법이 해외동포들의 대북 투자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되
어 있었다.
101) ‘합영사업연구회’는 1987년 4월 ‘총련합영사업추진위원회’로 개편되었으며, 2001년 8월 ‘재일조선합
영경제교류협회’로 변화되었다.
102) 일조무역회(1986), pp.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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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는 북한의 경제발전을 재일동포기업들이 앞장서서 하자는 일념으
로 합영회사 직원을 10만 명까지 늘릴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1989년
4월에는 북한과의 사이에 ‘조선합영은행’이 설립되어 합영사업에 대한 금융
체계도 확립되었다. 1986년에 총련계 재일동포상공인과 북한 사이에 설립
된 ‘조선국제합영총회사’가 합영사업의 실무문제를 조정하는 기관으로 정립
되어 이후 25년간 경공업, 중화학공업, 수산물, 식품, 전자기기 등의 생산 및
가공, 각종 피폭제품, 식당, 백화점 및 골프장 건설, 합영은행 등의 분야에서
사업을 전개하였다. 이 과정에서 북한에 새로운 설비와 관리시스템, 기술이
도입되고 기술인재가 배양되어 북한에 중요한 무역자산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다.103)
그러나 북한의 경제관리체계는 공장당위원회가 지도의 중심으로 되어 있
는 소위 ‘대안의 사업체계’이었기 때문에, 총련계 동포 상공인과의 합영사업
은 외자의 합영투자라기보다는 해외동포의 애국적 기업투자로서 북한 측이
경영을 일방적으로 좌우하는 경향을 보였다.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에 대한 외국인투자유치가 본격화되기 전인 1993년
말까지 북한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그 대부분이 총련계 재일동포상공인의
합영사업이었다. 북한은 이러한 재일동포의 투자를 중심으로 140여건, 약 1
억 5,000만 달러의 외자를 유치한 것으로 추정된다.104) 북한의 외자유치실
적 추세와 특징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직접투자건수의 대부분이 총련계 동포에 의한 투자이다.
둘째, 투자분야는 섬유, 희토류, 엔진, 염화비닐, 피아노, 제사공업 등 광범
위한 부문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업종별로는 식료품, 피복 등과 같은 경공

103) 재일조선합영경제교류협회 려성근 회장, ｢합영교시 20년을 맞이하여｣(조선경제교류협회, 협회통신
제32호, 2006년 3월 29일).
104) 통일부의 추정에 따르면, 1993년 12월말 현재 133～144건(계약기준)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통일원,
｢북한의 합영사업 추진실태｣, 1994,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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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분야가 많고 그 다음으로 백화점, 커피숍, 식당 등과 같은 서비스분야로서,
경공업과 서비스분야에 투자가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합영사업도 1990년대 중반 북한의 경제난(전력, 식량, 원료 등의
공급부족)과 대외경제합영사업의 운영미숙(납기미준수, 거래처 임의변경, 단
가 변경 등)으로 인하여 총련계 동포상공인들조차 합영에서 철수하거나 합영
을 단순임가공 사업으로 변경하였다.
참고로 2002년 3월 7일 재일조선합영경제교류협회가 밝힌 자료에 의하면,
북한에서의 총련계 상공인의 합영․합작․가공무역의 현황은 [표 4-3]과 같다.

❚ 표 4-3. 총련계 상공인의 대북한 투자의 내용 ❚
사업부문

내용

비중

화학공업부문

희토류, 재생수지, 도료, 재생타이어 등

7%

기계공업부문

방전가공기, 엔진, 건설기계수리 등

8%
10%

전기전자부문

음향기기, 권선가공, 하네스가공, 컴퓨터소프트가공

광물금속건재부문

흑연, 연, 아연, 고순도크링커, 대리석 등

8%

경공업부문

피복, 피아노, 포장재, 섬유, 자수,광천수, 장식품 등

37%

농업부문

다다미 등

5.5%

수산부문

수산물가공, 진주 등

5.5%

서비스부문

합영은행, 골프연습장, 의료, 수송, 택시, 식당

19%

자료: 동아시아무역연구회(2002), 동아시아경제정보, 3월호.

한편 일본기업의 북한의 투자는 전무하였다. 1994년 10월 북한과 미국간
의 핵문제를 둘러싼 제네바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일본정 부는 북한에
대한 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정책을 취하지 않았다. 일본정부는
대북 식량 및 의료 지원 등 인도적인 지원 이외에 경제협력은 국교정상화
이후로 하는 입장을 현재까지도 견지하고 있다.
일본에서 일본기업의 협회로서 대북 경제관계의 창구역할을 하는 민간단체
로 ‘동아시아무역연구회(East Asia Trade Research Board)’가 있다. 1980년
북한에 무역채권을 갖고 있는 무역상사와 대기업계 상사를 중심으로 설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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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체는 1993년에 기존의 ‘일조무역회’의 해산에 따라 일조무역회의 기능
을 인수하여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의 산하단체로 되어 북한과의 경제관
계에 유일한 창구역할을 하고 있다. 동아시아무역연구회가 공개한 연혁과 사
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혁】
“동아시아무역연구회는 일본과 국교가 없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경제관계의 정상화와 경제교류 확대 및 상호이해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80년 7월 정･관･재 각계의 지원을 받아 설립되고, 당시 일본무역회 회장
이였던 고･미즈까미 다쯔조(水上 達三)를 동아시아무역연구회 초대 회장으로
서 출발했습니다. 그후 우리나라 대기업들을 중심으로한 회원들의 지원을 받
고, 한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측으로서는 주로 무역성, 국제무역촉진위원
회,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카운터파트너(Counter Partner)로 하여 양국
간의 경제교류확대 및 상호이해의 촉진에 진력하여 왔습니다.
한편 일․조 간의 무역관계단체로서 일조무역회는 1956년 3월의 설립이
래 활동해 왔지만 일･조 간의 경제관계에 있어서도 새로운 질서에 적합하도
록 하는 것이 요구되어 1993년 7월 동아시아무역연구회는 일조무역회를 통
합했습니다.
오늘에 와서는 동아시아무역연구회는 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일본
측 경제계의 유일한 창구로서 양국간의 무역경제거래의 확대 및 경제교류의
촉진을 위한 여러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
“우리나라 경제계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경제교류의 확대와 상호
이해 촉진을 위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 무역, 산업, 자원 등에 관한 자료수집, 연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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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역촉진 및 경제제휴 추진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미션(사절단) 파견 및 받아들임
(4) 일･ 조 간 무역거래에 관한 양국간의 약속
(5) 무역･경제거래의 알선
(6) 거래상의 문제점 처리, 분쟁의 조정, 중재의 알선
(7) 연구회, 간담회, 강연회 등의 개최
(8) 정보지 동아시아경제정보(월간) 발행
(9) 국제전시회의 개최 및 참가
(10) 기타 본 연구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동아시아무역연구회는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였
다. 1996년 9월과 1998년 10월에는 나진선봉지대에서 개최된 국제투자포럼
에 참가단을 파견하였고, 2001년과 2002년에 평양에서 열린 ‘평양 국제전람
회’에는 일본기업들과 함께 참가하였다. 2001년의 전람회(2001. 5. 7~10)에
일본기업은 10개사가 참가하였으며, 주요 출품 품목은 제봉용 미싱, 가정용
잡화, 종묘 자동차, 광산기계, 풍력발전(판넬 및 영상전시) 등이었다. 2002년
의 평양 국제전람회(2002. 5. 6~9)에 일본기업은 공업용 미싱, 의약품, 종묘
등의 상품전시와, 자동차, 건설기계, 식품가공기계, 농업기계, 산업폐기물재처
리설비 등에 대한 영상 및 카타로그 선전을 행하였다.105) 이러한 전람회를
통해서 북․일 간의 경제협력에 대한 상담이 늘어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결실을 맺은 사례는 없다.
북한과 일본 사이의 합영, 합작, 위탁가공무역의 일본 측 파트너는 총련계
재일조선상공인기업이 대부분이어서, 북․일 간의 일반무역이 조-조무역으로
불리우고 합영사업도 조-조합영으로 불리웠다. 일본기업이 관여하는 것은 총

105) 동아시아무역연구회(2002), pp.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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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계 기업에서 제품을 조달받는 일본 내 거래일 뿐이었다.
2000년대에 들어 총련계 동포상공인의 대북합영사업은 축소되거나 중단되
고 있다. 기존의 피복, 전기기기, 광물가공, 음식업 등 서비스 분야에서 일부
진행되고 있는 합영사업은 일본과의 무역이 막힘에 따라 중국과의 임가공무
역으로 전환되거나 북한 국내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다. 나진
선봉지역에 대한 총련계 동포상공인기업의 투자는 2003년까지 상업, 서비스,
관광, 수산물 가공 등의 분야에 8건, 약 320만 달러로 집계되고 있다.106)

❚ 표 4-4. 나선경제무역지대 외국인투자 현황(1996~2003년) ❚
투자국
중국

홍콩

대만
일본
(재일조선계）
호주
(재호조선계）
싱가폴
태국

분야
상업, 서비스, 관광
제조업
중계무역
소계
호텔, 서비스
도로건설
소계
담배
상업, 서비스, 관광
수산물가공
소계
염소농장, 서비스

수산물가공
통신
합계
자료: UNDP(2005), 라선경제무역지대.

투자건수
62
2
1
8
3
1
1
78

투자실행액
19,518
17,832
3,234
40,584
59,000
4,839
63,839
2,096
2,256
949
3,205
1,310
1,009
26,880
138,923

(단위: 건, 천 달러)
비중
29.21%
45.95%
1.51%
76.67%
2.31%
0.94%
3.25%
0.73%
19.35%
100%
-

총련계 동포상공인들의 대북합영사업이 2000년대 들어서 부진한 가운데
총련합영사업추진위원회는 2001년 8월에 ‘재일조선합영경제교류협회’(약칭,

106) 나선경제무역지대의 외자유치와 관련한 통계는 2005년 9월 장춘에서 개최된 두만강지역개발 정부간
회의에서 UNDP(유엔개발계획)이 발표한 통계가 가장 최근의 자료이다. 2011년 9월 장춘에서 열린
장춘동북아시아무역전람회의 ‘조선의 날’ 행사에서도 북한은 투자유치액 실적을 공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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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경제교류협회)로 개칭하면서 총련 산하조직으로부터 벗어나 일본에 법적
주소를 가진 기업과 개인이 참가하는 조직으로 탈바꿈하였다.107) 이 협회
규약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2조 본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본 및 다른 나라와의 합영, 합
작, 가공무역사업을 비롯한 경제교류사업의 추진을 기본목적으로 하여, 이를
위한 정확하고 신속한 조사연구사업과 서비스사업을 한다.
제3조 본회는 본회의 규약을 승인하는 재일동포상공인을 비롯하여 개인과
법인들로 구성한다.
제5조 본회의 회원은 일본의 법적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법인기업이나 개
인으로 구성한다.

이와 같이 북․일 합영사업에 대한 총련계 상공인들의 새로운 접근이 추
진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성과는 미미하며 일본기업이 이 협회에 직접 참가
하지는 않고 있는 실정이다. 2000년대에 새로운 총련계기업의 대북합영투자
사례로는 2005년에 후쿠이현 소재 장춘자씨와 평양한덕수경공업대학과의 합
영기업인 경춘(輕春)합영회사가 개업한 풍성식당(豊盛食堂)이 있다. 건물 1층
에 남녀 사우나, 마사지 및 미용실, 2층에 매점과 식당, 3층에 대연회장, 컴
퓨터소프트웨어개발실이 들어서 있다.108) 그리고 2010년에는 총련중앙위원
회가 직접 나서서 평양역 앞에 ‘역전총련식당’을 개업하기도 하였다.
총련계 동포의 대북합영사업의 북한 측 관리부서는 무역성 경제협조국이
었는데 2005년에 내각직속의 경제협조관리국으로 되었다.109) 무역성은 국제

107) 이 협회는 2003년 4월부터 월간지 협회통신을 발간하기 시작하여 2011년 10월까지 합계 89호를
발행하였다.
108) 조선경제교류협회(2005), 협회통신, 제24호. (5월 25일)
109) 내각 직속의 경제협조관리국은 2006년 11월에 경제협조지도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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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촉진위원회나 산하 상업회의소를 통해 대외무역부문에 집중하고 합영,
합작사업은 내각직속으로 관리하는 체제로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05년 7
월 조선경제교류협회와 경제협조관리국 간의 협의회(대련)에서는 재일동포의
합영, 합작사업에 대하여 토지임대료(사용료) 무료, 소득세 20%, 각종 세금
은 이익이 나올 때까지 면제라는 우대조치가 다시 확인된 바 있다.110) 2005
년 당시 북한 당국이 합영, 합작사업의 세율에 관하여 총련계 조선경제교류
협회측에 제시한 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표 4-5. 합영․합작 부문의 세율 자료(2005년)* ❚
구분

대상(예)

요율 변경

전기제품: 형광등, 전구류, 전압조절기
전동기, 발전기, 변압기

1. 거래세율
(생산부문에 적용,
판매수입금의 %)

70% 낮춤: 전기기기,
연료제품: 무연탄, 유연탄, 알탄
연료, 광물, 금속,
디젤유, 보빌유, 나프타
기계설비, 화학, 건재,
광물제품: 동정광, 연정광, 아연정광
고무, 신발, 전자기기,
금정광, 은정광, 니켈정광
농산물, 축산물
금속제품: 삼화철, 강괴. 전기동, 아연판
선철, 금강, 나선관

섬유제품: 일반방적실, 소모방적실
면천

50% 낮춤: 섬유,
식료품: 담배
일용제품,
술, 맥주
기타공업제품, 식료품,
당과류, 고기, 과일, 채소
수산물, 임가공
수산물: 조개류, 게, 새우류
해초류
2. 영업세율
(서비스, 건설부문에 40% 낮춤
적용, 수입금의 %)

건설부문(설계, 청부건설 포함)
금융 및 보험부문
급양부문
호텔

종전 변경
5
8

1.5
2.4

4
2

1.2
0.6

4
5

1.2
1.5

4
7

1.2
2.1

6
5

3
2.5

30
50
10

15
25
5

9
4

4.5
2

4
3
5
8

2.4
1.8
3
4.8

주: * 북한의 합영, 합작사업의 거래세와 영업세에 관한 자료는 2005년 이후로는 밝혀지지 않았음.
자료: 조선경제교류협회 내부자료.

110) 조선경제교류협회(2005), 협회통신, 제27호.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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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05년부터 중국을 중심으로 북한에 대한 투자건수가 늘어나면서 투
자내용에서도 상업서비스 부문으로부터 건설, 자원 부문에 대한 투자 등 규
모가 큰 투자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정부는 정부적 차원
에서 합영투자사업을 국가적 사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제도적 준비를 시작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2009년 12월 내각직속기관인 경제협조지도국을 합영투
자지도국으로 확대개편하였다. 그리고 2010년 7월 8일 내각전원회의 비준으
로 합영투자지도국을 합영투자위원회로 개칭하여 북한의 합영투자사업을 통
일적으로 지도관리하는 중앙지도기관으로 하였다.111) 이 조직 내의 투자기업
국에 그동안 총련 동포상공인과의 합영을 맡아왔던 조선국제합영총회사를 총
련과로 재배치함으로써 총련 동포의 합영사업을 합영투자위원회가 지도관리
하는 체제를 세웠으며, 무역사업은 기존과 같이 무역성 국제무역촉진위원회
에서 담당하도록 하였다. 무역부문에서는 1972년 2월에 북한이 주일본 무역
대표부 기능을 가진 조직으로 도쿄에 설치한 ‘주식회사 조일수출입상사(현
조일경제교류촉진회)’112) 가 존재하기 때문에 북․일 간(정확히는 북․총련
간)에는 무역관계와 합영투자관계가 분리된 조직체계가 성립하게 되었다.
이상으로 북․일 간의 경제협력분야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2000년대를 중
심으로 경제협력의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본다.
먼저 2000년대 북․일 경제협력의 성과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첫째, 북한에 대한 서방권의 경제협력이 미진한 가운데 일본에 있는 재일
동포 상공인들의 대북 투자 사업이 축소되면서도 그나마 명맥을 유지한 점
이다.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시 확대발전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이어나
갔다고 할 수 있다.

111) 합영투자위원회의 문건(비공개, 평양)에 따르면, 합영투자위원회가 설립되기 전까지(2009년까지) 기
업투자유치 총액수가 17억 달러이며 기업수는 430여 개라고 한다.
112) 조․일 수출입상사의 기능은 △ 북․일 양국의 무역거래를 촉진하고, 북․일 쌍방의 상사 간 연계를 도
모한다 △ 관계자의 왕래를 돕고 거리 상대를 알선한다 △ 무역에 필요한 자료를 연구하여 거래확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다는 세가지였다. 조일수출입상사는 2003년에 조일경제교류촉진회로 개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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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북한과 일본 양측이 경제협력사업에 대한 창구를 폐쇄하지 않고
향후의 환경변화에 대비하는 틀을 유지하였다. 북한은 무역성과 합영투자위
원회가, 일본은 동아시아무역연구회가 그 창구역할을 계속 유지하였다.
다음으로 2000년대 북․일 경제협력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일동포의 투자를 제외하고 북한과 일본 간의 실질적인 경제협력
(투자)사업이 전무하였다. 일본기업은 경제제재 이전에는 정치관계의 불안정,
북한의 무역채무상환 불이행, 북한의 시장경제체제미비 등을 이유로 북한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없었고, 경제제재 이후에는 법적으로 대북경제관계가 금
지되어버렸다.
둘째, 재일동포의 투자에 있어서도 북한이 경제적 곤난과 함께 합영에 대
한 운영미숙, 애국사업으로 해외동포의 헌납으로 인식하는 경향 등으로 인하
여 총련계 상공인들조차 합영에서 철수하거나 합영을 단순임가공 사업으로
변경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북한의 해외투자유치의 일반적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지만, 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인프라기반이 취약하고 북한사회가 외자를 ‘착
취’로 인식하는 경향성이 있고 국제경제관계의 인재양성도 취약한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산적한 북한이지만 2010년 이후 비로소 합영, 합작에
에 대한 재인식과 함께 외자유치를 본격화하기 위한 제도정비와 인재양성을
서두르고 있다. 1990년대 이후 20년간 일본과의 경제협력관계, 특히 재일동
포 상공기업과의 합영, 합작 사업을 통해 외국의 선진기술을 도입하여 경제
를 현대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경험한 것은 북․일 경제관계의
역사에서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2) 일본기업에 대한 북한의 투자요망 분야
1980년대 이후 북한이 일본에 대해 경제협력으로서 투자를 희망한 합영사
업분야는, 예를 들어 1985년 11월에 동아시아무역연구회와 조선아시아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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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회 사이에 기술교류와 북․일 합영에 대한 논의 중에서 북한의 희망 프
로젝트로서 다음과 같은 항목이 제시된 바 있다.
(1) 수산부문: 동해안-게, 광어 서해안-복어, 다시마 양식가공
(2) 농업부문: 과일가공 (사과, 배, 복숭아, 토마토)
(3) 필터담배 제조
(4) 연마기 및 공구 제조
(5) 연산 1만 톤 능력의 아연 가압․주조공장
(6) 기성복 제조설비
(7) 호텔, 관광사업(금강산)
또한 2002년에 동아시아무역연구회가 북한의 국제전람회에 참가하였을 때
북한 측이 일본에 대해 투자를 요청한 내용은 [표 4-6]과 같았다.

❚ 표 4-6. ‘평양국제전람회 2002’에서 북한 측이 일본에 요청한 투자 항목 ❚
구분

내용

합영․합작 광산설비, 운송기기, 플라스틱․목제완구공장, 티탄․철광석 채굴, 온실재배, 수산물 가공 등
위탁가공

피복, 사진, 볏짚가공품 등

대일 수출

잣, 수산물, 농산물, 향료, 비단제품, 인삼 등

대일 수입

건설기계, 중고전기기기, IT 제품, 중고 타이어, 중고 자전거 등

자료: 동아시아무역연구회(2002), 동아시아경제정보, 6월호.

2003년 이후 북한이 일본기업에 대하여 어떠한 투자항목을 요청하였는지
는 알려져있지 않다. 북․일 관계의 급속한 악화가 그 배경에 있다고 보이는
데 향후 북․일 관계 개선을 염두에 둔다면 상기의 투자항목이 고려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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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본 경제계가 보는 북․일 경제관계의 저해요인과 해결방안
1) 누적 채무문제의 현황과 해결방안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일본기업은 1970년대 북한의 무역대금 상환
불이행 이후 현재까지 채무문제 해결을 경제협력의 전제조건으로 제기하고
있다. 여기서는 무역채무문제 발생의 경과와 그 해결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1970년대에 들어 미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 등 ‘동서데탕트’라는 새로운 정
세하에 일본도 중국과 국교를 정상화하여 북․일 관계도 개선할 수 있는 환
경이 도래하였다. 일본정부는 한국정부에 대해 한ㆍ일 정기각료회의(1971년 7
월)에서 “앞으로는 북한과의 사이에 인적교류도 단계적으로 활발히 해갈 것”
이라고 하여 북한과의 교류추진을 정부레벨에서 확인하였다. 북한도 서방자본
주의권과의 무역을 통하여 특히 자본재 수입확대를 본격 추진하였다.
일본무역업계에서는 북한 경제대표단의 일본 방문과 일본수출입은행의 수
출융자 제공을 요구해왔는데, 일본정부가 이를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일본기
업으로서는 무역전문상사인 토코물산(東工物産), 토호상회(東邦商会), 쿄호통
상(協邦通商) 등과 더불어, 일본 대기업도 북한과의 무역에 적극 참여하였는
데, 마루베니(丸紅) 계열의 와코교역(和光交易), 스미토모(住友) 계열의 다이
카무역(大華貿易), 미츠비시(三菱) 계열의 메이와산업(明和産業), 이토츄(伊藤
忠) 계열의 신에츠통상(新越通商), 미츠이(三井) 계열의 싱와물산(新和物産)
등이 일본 대기업들이 사회주의권과의 무역을 위해 별도로 설립한 무역상사
로서 북한과의 무역에 참여하였다.
무역결제통화는 1973년 이후 국제적인 통화변동문제로 인해 영국파운드
기준에 스위스프랑을 보조통화로 했던 결제방식을 바꾸어 영국, 독일, 프랑
스, 스위스 등 유럽각국의 통화를 북․일 간 합의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전반기에 발생한 제1차 세계 석유위기 이후의 세계경제
불황에도, 북한은 기계, 설비, 플랜트 등의 수입을 대폭 늘렸으나, 이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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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비철금속의 국제가격이 폭락하여 수입과 수출의 균형
이 깨지면서, 북한의 외화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었다. 1974년부터 북한의 무
역결제지연이 나타났고 북한과의 무역에 참여했던 많은 중소규모 무역상사가
지불지연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이에 따라 1974년 12월에 일본수출입은행
은 수출융자 제공을 거부하고 통산성은 수출보험업무를 중단하였다.
1977년 3월에는 일본에 ‘일조무역결제협의회’가 구성되어 채무문제에 관
한 일본무역업계의 공동 대응이 시작되었다. 1979년 10월에 채무지불연기가
북․일 간에 합의 되었는데 그 내용은 미지불금 원금 약 800억 엔을 1980
년부터 1989년까지 10년간 분할상환(금리 LIBOR+1.25%)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1983년 6월까지 원금의 일부인 0.9억 서독마르크(약 100억
엔)과 금리를 합쳐 약 300억 엔을 상환한 것을 마지막으로 일본에 대한 채
무변제를 중지하였다. 1983년에 발생한 ‘富士山丸사건’ ‘버마랑군사건’에 대
한 일본정부의 대북제재조치가 무역채무상환 중지의 구실로 되었다. 일본의
북한에 대한 무역채권은 약 90%가 서독마르크 기준이며 나머지 약 10%가
영국 파운드기준으로 되어있었다. 서독마르크가 유로로 바뀌면서 원금은 2억
9,370만 유로와 295만 파운드로 2011년 초의 달러환율로는 약 4억 달러에
달한다. 1986년 9월 일본 무역회사들은 북한에서 받지 못하고 있던 수출대
금에 대한 수출보험을 정부에 구상 요청하여 통산성(현 경제산업성)이 약
300억 엔을 해당 기업에 지불하였다. 해당 기업들은 북한에서 채권을 회수
하여 보험당국에 갚아야할 의무를 지니게 되었다. 채무미상환에 따른 이자를
감안하면 2011년까지 북한은 원금 4억 달러와 금리 약 7억 달러로 일본에
약 11억 달러의 무역채무를 지고 있다.113)
채무상환문제에 관한 북한의 입장은, 일본이 수출보험과 수출금융, 연불수

113) 여기에 금리에 대한 금리까지 더해지면 그 규모는 20억 달러에까지 이를 것으로 추정되지만 손금리
(孫金利)에 대해서는 북․일 양국간에 논의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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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등을 재개하여 무역을 확대함으로써 채무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었다. 그
러나 일본 측은 더 이상의 채무문제 발생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기
존의 채무를 속히 상환하도록 교섭하는 것뿐이었다.
현재 일본채권기업이 고려하는 채무문제의 유일한 해결방안은 국교정상화
를 통한 경제협력과 연계하는 것이다. 이는 1965년 한ㆍ일 간의 국교정상화
시기에 활용하였던 방식으로 일본이 제공하는 경제협력자금에서 무역채무액
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방식이다. 일본정부도 이러한 입장에 서 있으며 북한
정부는 과거청산으로서의 경제협력과 무역채무문제는 별개라는 입장에 서있
다. 결과적으로는 한ㆍ일 방식이 북․일 간에도 적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2) 일본의 대북경제제재의 현황과 해결방안
2006년 북한의 핵실험 이후 북한에 대한 수입전면금지 조치와 북한선박의
일본입항금지, 북한국적자의 일본입국금지, 사치품목의 대북수출 금지 등을
실시한데 이어, 2009년 6월 이후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수출금지조치, 인도
적 목적을 제외한 신규의 융자 및 원조금지, 모든 무기의 금수, 송금규제 강
화 등 일련의 경제제재조치가 시행 중이다. 2006년 이전까지는 무역분야에
서 무역보험과 수출금융 비적용, 우대관세 혜택 비적용, 수출품목에 대한 캐
치올(Catch All) 제도 시행 등이 있었지만 이제는 무역자체가 금지되어 있
는 상황이다.
캐치올 제도는 바세나르협약에 따른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최종사용자가
수입품을 무기로 전용할 가능성을 캐치하여 그 위험성이 있는 경우 수출을
금지하는 제도)인데 일본정부가 이를 강화하여 2003년 4월 15일부터 캐치를
규제운용에 대량파괴무기 등 개발에 전용될 위험성이 높은 화물 30품목을
공표한 바 있다. 이들 화물을 수출하는 경우와 이 화물에 관한 기술을 제공
하는 경우에는 수입자가 대량파괴무기 등의 개발에 사용하지 않도록 수출업
자가 신중한 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외국환법과 외국무역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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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유출손해배상법, 개정해양오염방지법 등 법규정을 정비하여 북한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하도록 하였고 2003년 6월에는 북한국적선에 적용하는 것
을 상정한 ｢특정 선박의 입항금지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한 바 있다.

❚ 표 4-7. 대량파괴무기 등 개발에 사용될 위험성이 높은 화물(30개 품목) ❚
1. 인산트리프칠(ＴＢＰ)
3. 티탄합금
5. CNC 공작기계
7. 필라멘트와이딩 장치
9. 질량분석계 또는 이온
11. 원심력 시험기
13. 전압 또는 전류 변동이 적은 직류 전원장치
15. 내방사선 로봇
17. 방사선측정기
19. 인조흑연
21. 로터리인코더
23. 밀폐식 발효조
25. 동결건조기
27. 내식성 각반기
29. 내식성 증류탑 또는 흡수탑

2. 탄소섬유․유리섬유
4. 스피닝 가공기
6. 아시소스타틱 프레스
8. 주파수변환기
10. 진동시험장치
12. 내식성 압력계․압력센서
14. 대형 진공펌프
16. TIG 용접기, 전자빔 용접기
18. 미분말 제조가능 분쇄기
20. 자이로스코프
22. 대형트럭（트랙터, 트레일러를 포함）
24. 원심분리기
26. 내식성 반응기
28. 내식성 열교환기 또는 응축기
30. 내식성 충전용 기계

이와 같은 일본의 대북 경제제재는 세계에서 가장 강도 높은 경제제재인데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대응이라는 명분을 달고 있지만 일본 내에서는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한 대북강경책에 다름 아니다. 2009년에 실시한 1년 기한의 대
북 경제제재 조치를 일본 민주당 정부는 2011년에도 다시 연장하였다.
현재 일본이 고려하고 있는 대북경제제재의 해결방안은 북한이 핵무기개
발을 포기하는 국제협상의 요구조건을 받아들이고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재조사라는 타결책을 제시하는 것뿐이다. 그 이후 국교정상화를 통
한 경제협력과 연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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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 ․ 일 관계 정상화를 전제로 한 경제관계의 전망
가. 북 ․ 일 국교정상화 교섭과 경제협력에 대한 양국의 입장
1) 1990년대 이후 북․일 국교정상화 논의
1989년 1월 일본 자민당의 다케시다(竹下登) 내각은 ｢우리나라의 한반도정
책에 대하여｣라는 신정책을 발표하면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기 시작
하였다. 이 정책의 내용은 “북조선적대시 정책을 갖지 않고 있다”, “한ㆍ일조
약 제3조의 ‘한국은 유일합법정부’는 북조선에 해당되지 않는다(白紙이다)”라
는 것이었다. 그리고 1990년 9월 가네마루(金丸信)․타나베(田辺誠) 자민․사
회 양당방북단이 평양에서 조선노동당과 3당공동선언을 함으로써 1991년 이
후 북․일 정부간의 국교정상화교섭이 이루어지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북․일 간의 정부간 국교정상화 교섭은 다음과 같이 전개되었다.
(1) 제1시기(1990~92년)
이 시기 북․일 간에는 예비회담과 8차례의 본회담을 진행했는데 교섭에
서의 쟁점과 북한의 입장변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북한은 과거청산을 위해서는 일본의 사죄와 보상이 근본적인 것으로
주장하면서도, 북한의 관할권을 한반도 절반으로 한정하고 국교정상화
를 먼저 이루자는 적극성을 보였다.
② 일본은 배상 또는 보상에 응하지 않으며, 한ㆍ일 조약과 마찬가지로
재산청구권으로 해결하자는 주장에 변함이 없었고 핵문제 해결을 국교
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2) 제2시기(1995~2000년)
1995년 8월 15일에 사회당 출신의 무라야마 수상이 전후 50년 기념담화

154│ 북한의 대외경제 10년 평가(2001~10년)

를 발표하여, “국책을 잘못하여 전쟁의 길을 걸어 국민을 존망의 위기에 빠
뜨리고, 식민지지배와 침략으로 많은 나라들, 특히 아시아각국의 사람들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겼다”라고 하며 “다시금 통절한 반성의 뜻을 마음
으로 사죄의 뜻을 표명한다”라는 반성과 사죄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1998년 8월에는 북한이 다단계로켓 ‘광명성 1호’을 발사하고 이를 탄도미사
일로 간주한 일본여론은 북한에 대한 거부감이 강화되었다. 북․일 관계 정
상화 움직임은 1999년에 들어 재개되었는데 3월 20일에 일본의 오부치(小
渕) 수상이 “조선이 우리의 우려와 불안의 해소에 건설적으로 응할 용의가
있다면, 인도지원과 국교정상화를 향한 건설적인 대응을 할 용의가 있다”라
고 언급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8월에 대일관계에 관한 정부성명을 발표하
고, “일본이 과거청산을 통한 선린관계 수립의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이에 즐
거이 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 결과로 2000년에 세 차례(9~11차회
담)의 국교정상화회담이 열렸다. 북한은 제1시기에서 전쟁배상과 전후보상
요구를 거둔데 이어 제2시기에서는 일본의 공식문서에 의한 사죄와 식민지
지배 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일본은 1995년 무라야마 수상의
‘사과’에 근거한 대북한 사죄와 경제협력방식에 의한 과거청산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양측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합의 없이 결렬되었다.
(3) 제3시기(2002~06년)
2002년부터 2005년까지의 제3시기는 북일정상회담을 통해 경제협력방식
의 국교정상화 합의가 이루어진 시기이다. 일본은 북한과의 국교정상화의 방
식에 대해 ‘일괄해결, 경제협력 방식’을 내놓았는데, 이는 일본외무성의 해석
에 따르면,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근거한 양국 및 그 국
민 모두의 재산 및 청구권을 상호 포기하고, 이에 따라 소위 위안부, 강제연
행 등의 문제를 포함하여 식민지지배에 기인하는 금전지불을 포함하는 모든
청구는 법적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함과 동시에 이에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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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8. 제3시기(2002~05년)의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 ❚
① 제1차 북일정상회담 및 북․일 평양공동선언 (2002년 9월 17일, 평양)
a.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의한 ‘납치’ 사죄
b. 청구권의 상호포기, 국교정상화후에 무상자금협력력 경제협력
- ｢일괄해결, 경제협력방식｣
② 납치피해자 5명의 귀국(2002년 10월 15일)
③ 제2차 북일정상회담(2004년 5월 22일, 평양)
납치피해자 가족 8명 귀국
④ 북․일 실무자 협의(2004년 8월, 9월, 11월)
⑤ 북․일 정부간 협의(2005년 11월, 12월)
｢납치문제 등 현안사항에 관한 협의｣, ｢핵문제, 미사일문제 등 안전보장에 관한 협의｣,
｢국교정상화 교섭｣등 포괄적 협의틀을 설정
⑥ 제1회 북․일 포괄병행회의(2006년 2월, 북경)

하여 일본이 조선에 대하여 경제협력을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
다. 그러나 북한은 일본이 해석하는 ‘일괄해결’에 합의하였다는 것을 부정하
였다.
두 차례의 북ㆍ일 정상회담 이후 정부간 실무협의(2004년 8월, 9월, 11
월) 및 북․일 정부간 협의(2005년 11월, 12월)를 거쳐 2005년 12월에 양국
정부간에 △ ｢납치문제 등 현안사항에 관한 협의｣ △ ｢핵문제, 미사일문제 등
안전보장에 관한 협의｣ △ ｢국교정상화 교섭｣ 등 3개 협의를 포괄적으로 병
행하여 논의한다는 틀이 마련되었고, 이에 따라 2006년 2월에 북경에서 제1
회 북․일 포괄병행회의가 개최되었다. 북한은 과거청산이 경제협력만으로 변
형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로서 문화재 반환과 보상, 개인의 인적, 물적 보상
을 요구하였으며, 일본은 납치문제, 안전보장상의 문제를 최우선 해결과제로
한다는 입장에 굽힘이 없었으며, 국교정상화에 있어서는 ‘일괄해결, 경제협력
방식’에 대한 설명과, 경제협력의 효과에 대해 설명하는 자세로 되었다.
제3시기까지 전반적으로 일본은 사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되 “먼저 현안
을 해결하고 나중에 국교정상화와 경제협력”이라는 원칙을 유지하였으며, 북
한은 ‘사죄와 보상’의 원칙을 유지하는 외에는 일본의 요구를 들어준 과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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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경제협력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논의를 요구하였
고 일본은 경제협력의 조건으로 되는 안전보장과 납치문제를 먼저 논의할
것을 요구하였다.
(4) 제4시기(2007년 이후 현재까지)
2006년까지의 북․일 양국간의 정부간 국교정상화 교섭은 실질적인 진전
이 없이 중단되었다. 한편 2002년 10월 이후 제2차 한반도핵위기문제를 처
리하기 위한 6개 관련국(남, 북, 미, 중, 러, 일) 간의 협의구조인 6자회담이
2003년 8월부터 가동되면서 2005년의 ‘9․19 공동선언’과 2007년의 ‘2․
13합의’가 이루어져, 북한의 핵시설 폐쇄와 불능화, 핵사찰 수용, 중유지원
100만 톤 상당의 경제적 지원 등이 합의되고, 한반도 비핵화, 북․미 관계
정상화, 북․일관계 정상화, 경제와 에너지 협력, 동북아 평화와 안전에 관한
기구 등 5개 실무그룹협의구조(작업부회)가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2007년부터 북․일 간의 정부간 협의는 양자간 직접협상의 틀
에서 6자회담이라는 다자간 협상틀 내의 양자간 협의구조를 활용한 관계정
상화 협의로 진행되었다. 2007년에 열린 두 번의 ｢북․일 국교정상화를 위
한 작업부회｣에서는 북한이 경제협력 이외의 보상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일본
은 ‘일괄해결, 경제협력방식’으로 과거청산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
는 입장에 변함이 없었다. 경제협력 방식에 대한 북한과 일본의 견해차이가
분명해졌다고 할 수 있다. 이후 2008년 6월과 8월에 중국(북경, 심양)에서
두 번의 북․일 실무자회의가 개최되어 납치문제에 대한 일본의 최우선해결
원칙에 대해 북한이 재조사 수용이라는 양보를 하였으며 일본도 인적왕래
규제 해제와 항공전세기 취항규제 해제 용의를 밝혔지만, 결국 일본의 경제
제재 조치는 2008년 10월에 재연장되고 북한도 납치 재조사 무기한 연기로
대항을 하면서 국교정상화교섭은 다시 난관에 부딪치고, 2011년까지 실질적
인 변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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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일본 민주당 정권에서 국회의 초당파 ‘일․조 국교정상화추진의원연맹’
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점은 특기할 만한 일이다.
2008년에 자민당 야마자키 타쿠(山崎拓) 의원을 회장으로 70여 명의 국회의
원으로 구성된 이 의원연맹은, 북․일 간의 납치문제 등 현안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서도 2002년 북․일 평양선언에 근거한 양국간 교섭을 추진해야 한
다는 입장으로 북․일 국교수립을 조기실현하자는 입장을 표방하였다. 야마
자키 의원의 낙선으로 2009년 이후 2년간 활동을 중지했던 이 의원연맹은
2011년 6월, 회장을 자민당 에토 세이지로(衛藤征士郎, 전 방위청장관) 의원
으로 교체한 후,114) 11월에 에토 회장이 의원연맹 의원들과 함께 북한의 초
청을 받아 방북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납치피해자 가족회 등의 반발로
이 계획은 무산되었지만, 일본 정계에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움직
임이 재개되고 있다는 것으로 앞으로 일본정부의 북․일 교섭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2) 일본의 대북한 경제협력 논의의 본질
일본정부는 1991년의 제1차회담 시기부터 경제협력방식의 국교정상화 입
장을 고수하고 있었으며 이를 2002년 북․일 평양공동선언에서 양측이 해석
은 다르지만 전체적으로는 경제협력방식에 합의한 바 있고, 2006년의 제1차
북․일 포괄병행회의에서 일본은 경제협력방식의 구체내용에 대해 언급하였
다고 한다.
일본정부의 대북한 경제협력방식의 국교정상화 정책에 대해 한국과의 수
교협상에 비추어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은 한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

114) 일․조 국교정상화추진의원연맹의 임원은 2011년 11월 현재 총 13명으로 민주당 5명, 자민당 4명,
공명당 1명, 사회민주당 1명, 국민신당 1명, 일본공산당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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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한국과의 마찰 없이 북한과 수교 여지를 남겨두었다.
둘째, 한국에 대하여 전쟁배상 또는 보상을 하지 않은 것은 국제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며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접근하였다.
셋째, 경제협력방식의 수교는 한국과 중국에 적용한 바 있으며 북한에 대
해서도 일괄해결을 전제로 한 경제협력방식을 관철하며 일본경제에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는 먼저 일본은 한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 없다는 점인데, 한․일 수교조약은 UN 총회결의 제195호(Ⅲ) ｢1948. 12.
12｣인 38도선 이남 한반도지역에서의 합법정부의 수립 인정을 확인하는 것
으로 서, 38도 이북 한반도지역은 공백상태로 남겨둔 것이었다. 따라서 북․
일 간의 국교수립이 한ㆍ일 간의 수교조약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었다.
넷째, 일본이 한국이나 북한에 대해 ‘전쟁배상’ 또는 ‘보상’을 하지 않게
된 국제법상의 근거는 1951년 9월 18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명한 일본과
연합국 간의 평화조약(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다. 이 조약에서 연합국은
일본에 대해 전쟁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고, 한국(Korea)은 연합국의 성원이
아니었으므로 이 조약의 체결 대상국에 해당되지 않는 대신, 조약의 수혜국
으로서 “일본이 한국(Korea)의 독립을 승인하고 한국(Korea)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청구권을 포기(제2조a)”하라는 조치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 조약
의 제21조 별도 규정에 따라 한국(Korea)은 청구권 중에서 배상청구권은 해
당이 없고 ‘재산청구권’만을 보장받게 되었다. 재산청구권이란 일본정부 및
국민에 대해 한국(Korea) 측이 소유하는 재산(채권 포함)을 돌려 받기 위한
청구권이다.
한국과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한일수교조약의 전문에 명기하고
이에 따라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에서 일본은 재산청구권 해결에 근거한 경제협력의 형태
로 양국이 청구권을 상호 포기하는 대신 일본이 한국에 대해 무상 3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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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 2억 달러의 정부간 경제협력(한국정부는 이를 청구권자금으로 명칭)과,
민간상업차관 3억 달러를 제공함으로써, 한ㆍ일 간의 청구권문제가 ‘완전하
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다시 말하면 한ㆍ일 간의 수교조약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규정에 근거한
것이었고, 일본정부는 이를 북한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하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북한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배상’과 불법적 식민지 지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해왔다. 북․
일 평양공동선언의 경제협력 내용에 대한 해석에서 양측의 입장이 다른 것
도 이러한 때문이다.
셋째로, 북한과의 수교에 따른 경제협력자금 제공은 일본경제에 유리한 방
향으로 진행한다는 것이다.
일본이 한국에 제공한 무상자금 3억 달러는 이 금액에 상당하는 일본의
생산물과 일본인의 용역을 협정발효일로부터 10년간(1966~75년)에 걸쳐 제
공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금액에서 협정당시 한국의 일본에 대한 무역채
무 4,573만 달러를 같은 기간에 걸쳐 무이자로 상계하도록 하였다. 유상자금
2억 달러는 10년간에 걸쳐 일본의 산업시설과 기계류 등을 공공차관으로
7년 거치 13년 분할상환, 연리 3.5%로 제공하는 것이었다. 일본의 경제협력
자금 대부분은 일본산 자본재와 원자재 구입비용으로 사용되었다. 한국의 산
업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일본의 생산물과 일본인의
용역으로 제공한다는 원칙이 철저히 구현됨으로써 한국경제의 대일본 의존
(특히 자본재 부문에서)이 구조화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일본은 북한에 대해서도 한ㆍ일 방식을 원칙으로 내세우는 것이다. 수
교자금도 현금이 아닌 생산물과 용역으로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자금규모에 대해서 일본정부가 구체적인 수치를 제
시하였다는 정보는 없지만, 대체로 5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 사이의 규모
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2000년 10월에 도쿄신문은 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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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교자금으로 1조엔(당시 기준 약 90억 달러)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보
도한 바 있다(2000. 10. 26). 그 내용으로는 무상공여 50억 달러, 유상차관
30억 달러 대북채권 상계 10억 달러로 되어있다. 또한 일본경제신문은 한․
일 수교 시의 5억 달러를 참고로 이후의 일본 내 물가상승률과 환율변동을
고려할 때 2000년 8월 현재 약 67.2억 달러가 된다는 추정치를 보도한 바
있다(2000. 10. 18). 미국의 의회조사국도 50~100억 달러의 자금협력이 예
상된다(의회조사국 보고서, 2000. 6)고 보고하고 있다.

나. 북 ․ 일 국교정상화와 경제협력의 전망
일본과 북한은 청구권의 상호포기와 경제협력을 합의하였고, 내용에 있어
서도 한일수교방식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어, 정부개발원조 방식으로서 무
상원조와 엔차관의 공여, 무역보험과 수출금융의 적용, 직접투자 허용이라는
형태의 경제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상기 동경신문이 보도한 1조엔 (2011년 기준 약 80억 달러) 경제협력자
금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북․일 간의 무역채권을 2011년 기준으로 약 11
억달러로 책정하면 이를 상계한 69억 달러가 경제협력자금으로 된다. 이를
일본이 한국에 대해 시행한 바와 같이 북한에 대해서도 10년간 분할제공하
는 경우 매년 6.9억 달러의 대북한 경제협력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겠다.
이 규모를 북한의 경제규모와 비교해보면, 2009년 GDP 280억 달러의
2.5%,115) 정부예산 32억 달러의 21.6%, 2010년 무역액 (한국과의 교역포
함) 60.8억 달러의 11.3%를 차지한다. 이 규모는 북한으로서 경제개발에 새
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하겠다.
또한 국교정상화에 따라 정부간 경제협력과 동시에 무역에 있어서의 장벽

115) 북한의 2009년 GDP는 미국 CIA자료(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
geos/kn.html)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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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던 관세차별이 해소되고, 무역보험과 수출금융 및 해외투자금융의 적용,
직접투자 개시와 같은 형태의 전반적인 경제협력이 가능하게 된다. 관세에
있어서는 일본의 ｢관세잠정조치법｣ 제8조의 2(특혜관세 등)에 따라 그동안
북한에 적용해왔던 국정세율 대신에 개발도상국에 적용하는 특혜세율을 적용
하게 된다. 독립행정법인 일본무역보험이 관할하는 무역보험에 대해서는
1975년 이후 북한에 대한 무역보험인수기준이 ‘보험인수 정지’ 또는 ‘미설
정’으로 되어 있었고, 단기보험에 한해 ‘특정제한국’116)으로 되어 있어 사실
상 무역보험을 중지하였던 방침을 바꾸어 부역보험을 인수하는 방침으로 변
화하게 된다. 그리고 수출금융은 무역보험의 부보가 전제가 되어 무역보험이
재개되면 수출금융도 재적용될 수 있게 된다. 또한 해외투자금융도 국교정상
화 이후 직접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북․일 간의 국교정상화에 따른 경제협력의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아
직까지 일본정부 내에서 명확히 정리된 바가 없다. 다만 한국에서 한 경험과
1990년대 이후 북한경제의 실상에 비추어서 다음과 같은 우선분야가 설정될
것으로 생각된다. 즉 △ 긴급지원성 협력분야 △ 산업생산정상화 분야 △ 산
업인프라 정비협력 분야 △ 인재육성, 지적 교류분야 △ 생활기반시설 및 환
경협력 분야 등이 고려될 것이다. 특히 인재육성 및 지적교류분야, 생활기반
시설 및 환경협력분야는 세계은행과(IBRD) 아시아개발은행(ADB) 등과 같
은 국제금융기관의 투융자에서 중시되는 분야이며 일본의 ODA정책에서도
중시되고 있어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의 주요한 분야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의 경제협력분야는 산업시설 현대화, 인프라 정비와 환경협력을 세 축으
로 인도적 지원과 인재육성 지원 등이 결합된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그중에서도 인프라 정비가 우선이고 다음으로 산업시설 현대화, 그

116) 특정제한국 적용이란, 북한과의 무역에서 제3국 일류은행이 발행하거나 또는 확인하는 취소불능신용
장(ILC)에 의한 결제조건의 수출계약 또는 정부개발원조계약 등에 해당하는 수출계약(2년 미만의 결
제조건)이 이루어진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인수방침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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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9. 남북경제통합시기의 일본의 대북한 진출 분야 ❚
구분
A. 장기적으로 수요증가예상분야
건설, 농업, 서비스
B. 북한지역의 선도산업
경공업분야, 가전 등 조립산업, 광업, 시멘트,
비철금속, 건자재, 제지․인쇄, 관광, 운수, 숙박
C. 남북한 상호보환성 경쟁력 분야
자동차, 조선, 철강, 전자, 석유화학
D. 북한지역에 수요 확대 분야
통신(유선, 무선), 컴퓨터, 보험, 금융, 부동산개발

일본의 진출분야
건설기술, 서비스

비철금속, 운수

경쟁분야이나 한국기업에의 지분참여 가능
금융, 부동산 개발

자료: 필자 작성.

리고 환경보호 및 인재육성 등의 순서로 자금이 분배될 것으로 보인다.117)
인프라 정비에서는 발전소의 재건설과 송배전 등의 관리시스템 개선, 철도
및 도로, 항만 정비, 통신 시스템 효율화 등이 중요하며, 산업시설 현대화에
있어서는 새로운 수출산업의 육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비철금속, 시멘트,
조선 및 선박수리, 수산물가공 등이 주요한 현대화 대상으로 될 것으로 보인
다. 그 내용으로서는 [표 4-10]과 같은 구상이 가능하다.
그리고 국교정상화 후 중단기의 북․일 간 경제협력에서는 다국간의 경제
협력 틀도 확대될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두만강지역개발계획(GTI) 정
부간 회의에 일본이 공식으로 참가하는 것과, 북한에 대한 다국간 ‘지원조정
그룹(Aid Coordination Group)’을 설립하여 재원조성과 지원분야의 조정을
하거나, 북한을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토록 지원하여 국제공적자금 도입을 추
진하는 것 등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한반도의 남북간 관계 개선과 북․일 국교정상화를 연계하여 고려할
경우, 일본은 [표 4-9]에 예시한 바와 같이 한국과 협력하여 남북경제통합시대

117) 일본대학 미즈노 교수는 대북한지원의 50%를 인프라 구축에, 30%는 기존 산업재건 및 신흥산업개
발, 수출산업장려, 정보기술산업 강화에, 나머지 20%는 농업개혁, 환경보호 및 재해예방, 기술협력
에 분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63

제4장 북 ‧일 경제관계 │

❚ 표 4-10. 북․일 경제협력의 주요 분야 및 대상지역 ❚
구분
인도
지원

식량
지원

식량,
농업생산

전력
발전정상화
생산

내용

주요대상지역

식량, 종자개량기술, 비료 등 지원,

전 지역

송배전설비 개선, 소형자가발전기 제공, 발전용
중유제공

전 지역

섬유,
석유화학,
원자재
건설자재, 석유화학공업원료, 플라스틱, 철강, 종이,
금속,
제공
기계부품, 전기기기부품
전기전자,
산업
건설
생산
자본재 광업, 금속,
광석채굴설비, 탐사장비, 수송기계, 공작기계,
정상화
제공 기계, 화학
산업기계
농업기술 지원, 비료공장개량, 수해방지대책기술,
농업, 축산 농업용수개발, 농업기계화 지원, 축산기술 지원 및
농수산
사료공장 건설
개발

전 지역
감자생산기술:
함경도, 강원도
비료공장: 흥남

어선, 어업장비개량, 수산물가공공장건설

수산물가공공장:
나진, 청진, 원산

수력발전소 개축 및 보수, 석탄발전소 건설

수력: 수풍, 함경도
석탄: 나진

철도

철도시설현대화, 역사정비, 시스템전산화

전지역

도로

도로포장, 도로 신설

전지역

어업
전력 발전소정비
생산
및 건설

산업
항만정비, 하역설비현대화, 공항정비
물류,
인프라
해상항로:원산-니이가타,
교통 항만, 공항
개발
항로개설 나진-청진-니이가타-마이즈루, 원산-사카이미나토,
남포-마이즈루항공로: 평양-도쿄, 원산-오사카
통신
공업단지
인재
육성
지적
교류

전 지역

유선통신정비, 통신시스템 효율화

항만: 나진, 청진,
원산
공항: 평양, 청진
전지역

나선시 등의 기반시설정비（용수, 전력, 통신, 교통),
나선, 청진, 원산
청진, 및 원산 항주변 공업단지 정비, 제도 정비

기술교육

기술전문학교 설립, 학교실험시설 정비

평양, 원산

지적교류

각종 연구소설비 및 자료 제공

평양, 원산

상하수도 정비, 폐기물처리시스템정비,
의료시설정비, CO2삭감, 유해물질배출억제 등
환경보호사업

전지역

생활기반시설, 환경협력

자료: 각종 인터뷰 등을 통해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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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맞춘 대북한 경제협력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일본과 한국의
경합분야인 자동차, 조선, 철강, 전자, 석유화학분야에서는 한국기업에의 지
분참여 방식으로 기술협력 및 시장확보에 참여할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본과 북한 간의 경제협력관계에서는 특히 동해안 지역에 대한 투
자협력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즉 북한광물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인프라 정비, 항만설비 및 능력의 현대화, 동해안 육상 및 해상 운수망의 국
제물류망에의 연결, 동해안 도시지역의 부동산 개발, 나진, 청진, 원산을 중
심으로 조선 및 철강, 화학 단지에 대한 개발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다. 북 ․ 일 수교 전 북 ․ 일 경제협력의 가능성과 전망
일본에서는 북한과의 국교정상화 이전에도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을 추진
하고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하는 움직임도 있어 왔다. 그중 한
사례로서 2000년 7월에 가나모리위원회(金森委員会; 동북아시아경제포럼 일
본 측 위원회)의 대표단이 방북한 후 그 결과를 ｢북․일 국교촉진 및 경제교
류 활성화에 대한 제언｣(2000년 7월 31일)으로 정리하여 일본정부와 경제계
관련기관에 제출한 바 있다. 그 가운데 국교정상화 이전단계에서의 경제교류
협력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안하였다.
① 북․일 양국간 무역에 대해 무역보험적용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것. 또
한 다국간 무역을 통한 북․일 무역 활성화를 검토할 것.
② 인프라 정비를 위한 NGO 활동과 BOT 방식 등 다양한 자금조달에
협력할 것.
③ 민간기업에 의한 통합적인 투자조사단 파견, 기업가조사 실시, 잠정적
인 투자보호의 방식에 대해 정부와 민간이 검토를 서두를 것.
④ 전문가의 한ㆍ일 협정 등에 관한 북․일 공동 검토를 지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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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일본은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의 개발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
⑥ 농업의 구조와 식량문제의 근본적인 개혁으로 이어지는 다국간 국제원
조방식을 검토할 것.
⑦ 일본은 아시아개발은행(ADB), 세계은행,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
(APEC) 등 아시아의 지역조직에 북한의 가입을 지지하고 추진할 것.
⑧ 북한이 세계무역기구(WTO), 국제통화기금(IMF)에 가입하는 것을 지지
하고, 그 전제로 되는 경제, 사회통계의 정비 등에 대해 전면적으로 협
력할 것.
⑨ 동북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정비를 위한 동북아시아개발은행의 설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⑩ 동북아시아 지역의 에너지 안정적 확보를 위해 동시베리아, 사할린으로
부터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부설, 특히 한반도를 종단하여 일본해(동해)
를 환상으로 연결하는 천연가스파이프라인망을 부설하는데 전면적으로
협력할 것.
⑪ 북․일 간의 학술교류, 연구기관의 공동연구 등 상호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
위의 내용은 국교정상화 이전에 가능한 북․일 경제협력에 대해 그 항목
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북․일 경제관계 개선을 국교정상화 이후로
미루지 않고 국교정상화 이전에라도 가능한 경제협력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상과 같은 방안이 제기되었다는 것은 일본 경제계에도 북한과의 경제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흐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 북한에 대해 무역금지 제재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국교정상
화 이전에라도 북․일 교섭을 통해 해제할 수 있다. 경제제재이전의 북․일
무역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과 함께 무역장벽 중의 하나인 관세차별을 해소
하고 무역보험과 수출금융 등의 적용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해외투
자금융이 국교정상화전 단계에도 제도적으로는 가능하게 되어 있으므로 국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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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화 이전에라도 북․일 간의 경제협력을 통해 직접투자가 이루어진다면
해외투자금융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에서 해외투자금융은 [표 4-11]과 같은 투자에 대한 자금지원으로서
활용되고 있다.

❚ 표 4-11. 일본의 해외투자금융 ❚
일본기업에 대한 국내융자 경우의 융자대상
①

출자자금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의 출자금 또는 외국법인의 주식 취득에 필
요한 자금

②

융자자금

해외현지법인 또는 합영 파트너 등에 대한 융자에 필요한 자금

③

해외사업자금 외국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해외에서 직접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

외국에 직접 융자하는 경우
일본계 합영기업에 대해 사업에 필요한 장기자금(장기운전자금 포함)을 직접 융자. 또한 일본계
합영기업에 출자 및 융자를 하는 상대국 정부 등에 융자를 함으로써 상대국측의 자금조달을
측면에서 지원
자료: 국제협력은행 홈페이지.

그러나 북․일 국교정상화 이전의 북․일 경제협력이라는 구상은 일본정
부와 주류사회를 바꾸지는 못하였다. 경제협력은 국교정상화 이후로 미루어
지고 말았다. 다만 경제제재의 해제가 국교정상화 이전에 일본이 할 수 있는
최대의 관계개선책으로 되어버린 형편이다.

4. 맺음말
이상으로 북한과 일본 간 경제관계와 국교정상화교섭시의 경제협력 전망
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북한은 일본에 대해 과거역사 청산이 경제협력으로
치환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강제연행문제, 위안부 문제, 재일동포
법적지위 문제, 문화재 반환문제 등 인도적 문제에 대한 해결이 별도의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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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제기하고 있다.
다만 북․일 국교정상화를 계기로 나타날 경제협력을 북한이 어떻게 활용
할 것인가 하는 점은 향후 북한의 경제정책을 진행하는 데서 중요한 지렛대
로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어떤 국가가 외국과의 경제협력을 추구하기 위해
서, 특히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자국이 먼저 법, 제도, 인프라 등
투자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런데 북한은 1980년대 이후 외자유
치에 대한 법, 제도의 정비는 진행해오면서 인프라 정비는 재정상의 문제로
투자자에게 일임하는 양상을 보여왔다. 북한과 중국 간의 접경지역(라선경제
무역지대와 압록강 하구 황금평경제지대) 개발에 대해서도 북․중 공동개발,
공동관리가 2011년부터 진행되고 있지만 그 내용도 중국이 북한의 인프라
정비를 담당하는 것이다. 북한의 취약한 재정능력을 감안한다면 외자유치를
통한 인프라 정비는 어쩔 수 없는 형국이다, 이러한 점에서 북․일 간의 국
교정상화로 인한 일본의 경제협력자금은 북한의 재정능력을 높이고 사회인프
라 정비에 공헌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향후 다가올 일본과의 수교에 대비한 경제개발정책의 청산
진을 그려야할 것이며, 일본은 경제협력자금이 북․일 간 그리고 동북아 지
역의 경제협력의 틀에서 어떠한 공헌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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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북‧미 경제관계
김지연

1. 문제제기
북․미 관계는 북핵문제에 민감히 반응하며 변화해왔다. 2000년대 북․미
관계는 크게 부시 행정부 1기, 부시 행정부 2기, 오바마 행정부로 구분된다.
각 시기의 대북정책은 입장과 전략에서 조금씩 차이를 보이나, ‘한반도 비핵
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근본 목표에는 변화가 없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외교정책과 경제정책을 일직선상에 놓고 하나로 묶어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북․미 경제관계가 활성화되는 것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시도해왔
다. 그 가운데서도 주요하게 채택, 적용된 전략 중 일부는 일방적인 경제제
재와 조건 없는 경제지원이었다. 일방적인 경제제재는 분명 북한을 국제사회
에서 고립시켜 북한의 대외경제협력 규모를 축소시키는 동시에 북한의 경제
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그러나 그 시도는 기대처럼 북한의

169

제5장 북 ‧ 미 경제관계 │

변화를 유도하고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대신 북한의
무역구조가 중국이라는 특정 국가에 편중되는 부작용을 야기하였다. 반대로
원칙이 결여된 일방적인 대북지원 역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고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실패하였다. 오히려 일방적인 대북지원이 이
루어지던 시기에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감행하며 한반도 내
안보위협을 극도로 고조시켰다. 일련의 사건들은 일방적인 대북제재나 원칙
없는 경제지원이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를 갖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2. 북한ㆍ미국의 경제관계
2000년대 미국의 대북정책은 북핵문제 해결과 직결되어 있으며, 이는 크
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부시 행정부 1기의 ‘선(先) 비핵화 실현, 후
(後) 보상’ 정책이고, 둘째는 부시 행정부 2기의 ‘포괄적 접근방식(Broad
Approach)’이며, 셋째는 오바마 행정부의 ‘핵감축 협상과 비확산 레짐 강화’
양자접근 방식이다.
부시 행정부 1기로 구분되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미국의 대북정책은
강경기조를 유지하는 신보수주의(Neo-Conservatism)에 기반을 두고 추진되
었다. 1970년대 중반 탈냉전 시대에 출현한 신보수주의 이념은 부시 행정부
1기의 대북정책을 포함한 외교정책과 국가안보전략에 기반을 제시하였다. 신
(新)보수주의 이념이 추구하는 중심 사상은 국제사회에서의 미국의 헤게모니
(Hegemony) 유지와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 등 미국이 추구하는 가치들의
전 세계 확산 등에 있다.118) 신보주수의자들은 미국의 패권유지를 위해 안보
강화와 군사력 증강을 강조하고, 미국의 민주적 가치와 제도의 전(全) 세계

118) Skidmore(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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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을 위해 필요시 군사력 사용을 허용하며, 대량살상무기의 개발ㆍ확산 또
는 국제테러에 대한 지원으로 미국의 안보와 국제평화에 위협을 주는 국가들
에 대해서 무력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신(新)보수주의자들은 국제사회에
서 다자협력보다는 미국의 핵심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시에만 동맹관계를
활용하고 이외에는 일방적인 군사력을 사용한다는 입장이다.119) 이러한 신보
수주의 이념은 2002년 9ㆍ11 테러 이후 ‘부시 독트린(Bush Doctrine)’으로
불리면서 부시 행정부의 중심 전략으로 자리 잡았고, ‘미 국가 안보전략(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tied States of America)’ 보고서에
도 포함되어 있다.120)
부시 행정부 1기의 대북정책은 강력한 압박(Pressure)이 중심 전략으로 작
용하였다. 이 시기 부시 행정부는 북한 핵개발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를 추구
했으며, 이를 타협할 수 없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규정하였다.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핵심은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해체(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하는 것이며, 이는 세계평화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일이기 때
문에 이러한 북한의 행동에 대해 미국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부시
대통령은 2002년 1월 29일 연두교설(The Union Address)에서 북한을 이라
크, 이란과 함께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규정하고, 미사일과 대량살상
무기로 세계안보를 위협하는 북한, 이라크, 이란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나타냈다.121) 또한 국방부는 그 해 1월 ‘핵태세 검토보고서(The
Nuclear Posture Review)’를 미 의회에 제출하고 북한을 포함한 핵무기 사
용 국가에 대한 미국의 단호한 대응의지를 천명했다. 이후 북․미 관계는 더
욱 경색되었고, 미국의 강경한 대북 압박정책은 2005년 7~8월 제4차 6자회

119) Ikenberry and Kupchan(2004), pp. 38-79.
120) The White House(2002); Wikipedia(2011).
121) New York Times(January 3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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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이 열리기 전까지 지속되었다.
부시 행정부 2기로 구분되는 2005년 9월부터 2009년 1월까지 미국의 대
북정책은 현실주의(Realism)를 기반으로 추진되었다. 현실주의 이념은 신보
수주의와 마찬가지로 국가안보를 최고의 가치로 간주한다. 또한 현실주의자
들은 자국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국력을 극대화하고, 미국의 패권유지를
위해 경제력과 군사력, 물리적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나 신보수주의와 달리 현실주의는 외교정책의 우선순위를 이념적이거나
도덕적 가치보다는 안보유지, 패권 장악, 경제성장 등 국가이익과 직결된 부
분에 둔다. 또한 현실주의자들은 미국의 이념적 가치를 국제사회에 파급, 확
산시키는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따라서 현실주의자들
은 미국안보를 위협하는 적국에 대해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은 찬성인 반면
안보 이외 목적으로 군사개입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더욱이 현실주의자들은
미국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적대국가의 정권변화를 위한 군사
개입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현실주의자들은 미국의 안보이익이 달려 있는 경
우에도 군사력 및 물리적 수단을 동원해 문제를 해결하려하기보다는 ‘당근과
채찍(Carrot and Stick)’을 통한 외교적 해법을 선호한다.122)
부시 행정부의 압박정책은 2005년 9월 9ㆍ19 공동성명이 발표된 이후로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2005년 7월 26일부터 8월 7일, 9월 13일부터
9월 19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4차 6자회담에서 회담 대표들은 9
ㆍ19 공동성명을 채택, 발표하였다. 공동성명에서는 △ 북한이 보유한 모든
핵무기와 북한의 핵무기 개발계획 포기 △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Nuclear Proliferation Treaty) 및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에 복귀 △ 미
국의 대북 불가침 의사 확인 △ 대북 중유, 에너지 지원 약속 △ 회담 참여
국과 북한과의 무역, 투자 등 경제협력 증진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123) 그

122) 김 현(2008), pp. 12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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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미국은 9ㆍ19 성명을 채택ㆍ발표함과 동시에 방코델타아시아(BDA) 은
행의 북한계좌를 동결하였다. 또한 미국은 자국의 모든 금융기관들이 BDA
와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며, 8개 북한회사를 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업
체로 지정하여 이 회사들의 미국 내 보유자산을 동결하였다. 이와 함께 미국
은 지정된 북한회사들과 미국기업ㆍ기업인들과의 모든 거래를 금지시키는 조
치 등을 취하며, 미국의 강경한 대북정책 기조를 재확인시켰다. 즉 9ㆍ19 공
동성명으로 북․미 관계가 개선되기 시작했으나, 이것이 곧바로 미국의 대북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은 아니었다. 2007년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고 적성국교역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 전까지 미국이 적용
한 대북경제제재에는 [표 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성국교역법, 대외활동
수권법, 국제금융기관법, 방위산업법, 수출관리법, 브레튼우즈협정법, 수출입
은행법, 무역협정연장법, 대외지원법, 무기수출통제법, 핵확산금지법, 북한위
협감소법, 해외지원법, 국제종교자유법,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강경기조를 보이던 부시 행정부는 △ 이라크 전(戰)에서 미군 사상자
수 증대 △ 이란의 핵개발 계획 발표 및 북한의 핵실험 등에 따른 미국 내
외교정책에 대한 비난여론 증대 △ 2006년 11월 공화당의 중간선거 패배
등을 원인으로 대북정책 방향을 선회하였다.124)
2007년 ‘2ㆍ13 북핵합의’ 체결을 계기로 미국의 대북정책은 과거 일방적
이고 강압적인 외교정책과 경제제재 중심에서 상호 주고받기 식 외교협상과
북․미 관계정상화를 추진하는 관여정책으로 변화되었다. 2007년 2월 베이
징에서 열린 제5차 6자회담에서 회원국들은 ‘2ㆍ13 합의’를 체결하였는데,
여기에는 △ 60일 이내로 북한 내 핵시설을 폐쇄ㆍ봉인 △ 원자력국제기구
요원들 복귀 △ 이에 대해 60일 이내로 중유 5만 톤 상당의 긴급에너지 대

123) 외교통상부(2007).
124) 홍현익(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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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1. 미국이 부과하는 주요 대북 경제제재 종류와 내용 ❚
근거

관련법

발효
연도

적성국 무역법
(Trading with the 1917
Enemy Act of 1971)

주요내용

특이
사항

해외자산 통제규정을 실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

2007년
해제

미국의
방위산업법
국가
타국의 대미 투자가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할 경우
(Defense Production 1950
안보를
그 투자를 차단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
Act of 1950)
위한
수출관리법
제재
(Export
북한에 대한 제재와 수출통제 정의
1979
미 대통령은 동법에 따라 통제국가 목록 작성
Administration Act
of 1979)
브레튼우즈협정법
공산국가에 대한 제재조항 포함
(Bretton Woods
1944 공산국가에 대한 IMF, World Bankd의 원조 반대
의무화
Agreements of 1944)
수출입은행법
사회 (Export-Import Act
of 1945)
주의
국가에
무역협정연장법
대한 (Trade Agreements
제재
Extension Act of
1951)

1945

수출입은행을 통한 공산국가와 거래금지

1951

공산국가에 대한 최혜국대우 부여 금지
북한의 경우 일반특혜관세 공여 금지

대외지원법
공산, 테러지원, 인권침해국가 등에 대한 지원, 원조
(Foreign Assistance 1961
금지
Act of 1961)

국제
테러를
지원
하는
제재

대외지원법

1961

공산, 테러지원, 인권침해국가 등에 대한 지원, 원조
금지

수출관리법

1979

북한에 대한 제재와 수출통제 정의
미 대통령은 동법에 따라 통제국가 목록 작성

수출입은행법
무기수출통제법
(Arms Export
Control Act of
1976)

2007년
테러지원국 명단에 있는 국가는 이 법의 통제대상이 해제
되는 무기를 판매, 구입할 수 없음
1976 원조중단(인도지원 제외), 미국의 군수품 수입일체
금지, 금융지원 금지, 국제금융기관 지원 반대,
미국내 모든 은행의 해당국가 차관제공 금지 등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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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을 통한 공산국가와 거래금지

❚ 표 5-1. 계속 ❚
근거

관련법

발효
연도

주요내용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에 대한 계속적인 명백한
국제금융기관법
위반행위와 관계되는 국가는 국제테러를 범하는
국제
개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국가에 대해
(International
Financial
1988
테러를
국제금융기관의 미국집행이사들은 어떠한 대출이나
지원 Institution Act of 1988)
금융지원 및 기술지원 연장에 대해 반대
하는
제재
미국의 원조, 채무경감, 수출입은행을 통한 원조, 차관,
대외활동수권법
신용, 보험, 보증을 전면 금지
대량
살상
무기
수출,
확산에
관한
제재

기타

무기수출통제법

핵확산금지법

1976

미국의 원조, 채무경감, 수출입은행을 통한 원조, 차관,
신용, 보험, 보증을 전면 금지

대량살상 무기와 관련해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 개인에
대해 미국 정부 모든 거래 중단
2006 (수출입 허가나 군수물자 계약을 전면 금지, 미국의
대북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나라도 북한과의 거래정황
포착되면 제재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음 등)

북한 위협감소법

-

북한과의 거래 금지

해외지원법

-

북한에 대한 원조 금지

2001년 북한을 특별우려대상국(Country of Particular
국제종교자유법
(International Religious 1998
Concern)으로 지정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적용
Freedom Act of 1998)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

2000

2003년 북한을 최고 심각한 위반그룹(Tier 3)로 분류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모든 해외지원, 문화교류,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지원 금지

자료: Rennack(2006), North Korea: Economic Sanctions. CRS Report Congress; 조명철 외(2009).
pp. 87~88. 도표 재구성.

북 지원 전달 △ 북ㆍ미, 북ㆍ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양자대화 개시 △ 모든
핵계획 완전신고 및 현존하는 핵시설 불능화 △ 불능화 기간 중 중유 100만
톤 상당의 대북 경제ㆍ에너지ㆍ인도적 지원 제공 △ 6자회담 내 한반도 비
핵화, 북․미 관계 정상화, 북․일관계 정상화, 경제ㆍ에너지협력, 동북아 평
화ㆍ안보체계를 위한 5개 실무그룹 구성 △ 6자 장관급 회담 개최 △ 직접
관련 당사국 간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125) 즉 부시
행정부는 2ㆍ13 합의를 통해 기존의 북․미 간 양자협상 거부 및 강경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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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정책 입장을 철회하였고, 과거 김정일 정권을 변화시키려던 입장에서 김정
일 정권과의 관계정상화를 추진하는 노선으로 전환하였다. 이와 함께 부시
행정부는 1기에서 북한의 핵 포기를 마땅한 행위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보
상을 전면 거부한 데 반해, 2ㆍ13 합의 이후 2기에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
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과 북한과의 경제협력, 수교
등을 약속하였다. 북한은 미국의 변화된 대북정책에 상응하는 조치로 2008
년 6월 핵 신고서를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하고, 영변원자로 냉각탑
을 폭파하였다. 이에 대해 2008년 10월 미 국무부는 북한을 적성국교역법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였다. 2011년 미국이 북한
에 적용하고 있는 주요 경제제재는 △ 방위산업법 △ 수출관리법 △ 브레튼
우즈협정법 △ 수출입은행법 △ 무역협정연장법 △ 대외지원법 △ 무기수출
통제법 △ 핵확산금지법 △ 북한 위협감소법 △ 해외지원법 △ 국제종교자
유법 △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 12가지이며 이들은 크게 △ 미국의 안보를
위한 제재 △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제재 △ 대량살상무기 수출 및 확산에
관한 제재 △ 기타로 구분된다. 미국의 안보를 위한 제재로 북한에 적용되는
경제제재에는 방위산업법과 수출관리법이 있으며, 사회주의 국가라는 명목으
로 적용되는 경제제재에는 브레튼우즈협정법, 수출입은행법, 무역법, 대외지
원법 등이 존재한다. 대량살상무기 수출 및 확산을 근거로 적용하는 경제제
재에는 무기수출통제법과 핵확산금지법, 북한 위협감소법이 있으며, 이 외에
도 해외지원법, 국제종교자유법,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 등이 존재한다.
2009년 1월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하고, 미국의 대북정책은 부시 행정부와
다소 차별성을 보였다. 오바마 행정부가 비(非)핵확산 정책에 대해서는 기존
의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면에서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유사한 반면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대화와 타협,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125) 외교통상부(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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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신보수주의 및 현실주의를 채택했던 부시 행정부와 차이점을 나타낸다.
오바마 행정부의 비확산 정책은 러시아와의 추가적인 핵감축 협상과 핵비확
산 정책 강화 두 가지 노선으로 진행되고 있다. 러시아와의 핵협상은 전략무
기감축조약(START: 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을 체결하면서 완료
되었다. 핵무기 비확산 정책은 △ 핵확산 및 핵 테러리즘 예방(Prevention
nuclear proliferation and nuclear terrorism) △ 미국 안보전략에서 미국이
보유한 핵무기 역할 축소(Reducing the role of US nuclear weapons in
US national security strategy) △ 축소된 핵전력 수준에서 전략적 억지력과
안정성 유지(Maintaining strategic deterrence and stability at reduced
nuclear forced levels) △ 지역 억제력 강화 및 미국의 동맹관계 강화
(Strengthening regional deterrence and reassuring US allies and partners)
△ 안전하고 효과적인 핵보유고 유지(Sustaining a safe, secure, and
effective nuclear arsenal) 5가지 주요 전략을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다.126)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정책으로
표현되며, ‘대화와 제재‘라는 이중전략을 동시에 추구한다. 과거 북한에 대한
일방적이고 압박하는 정책을 시도했던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과는 달리 오
바마 행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창은 열어놓되 북한의 변화가 가시화, 현실화되
기 전까지 먼저 반응을 보이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군사
적 선제공격 대신 원칙을 갖고 대화로 북한을 설득한다는 입장이다.127) 또
한 오바마 행정부는 북핵문제를 북․미 양자관계 대신 다자협력 틀 안에서
풀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128) 구체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 핵문
제를 6자회담의 틀 내에서 국제사회와의 연합(International Coalition)을 통
해 풀어가되, 지속가능하고 직접적이며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통해 해결해갈

126) US Department of Defense(2010, April); 이상현(2011), pp. 19~37.
127) Snyder(2009).
128)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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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임을 천명하였다.129)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오바마 행정부는 비핵확산 정
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대북제재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즉 오바마 행정부는
양면적인 외교정책을 구사해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오바마 행정부는 유엔안
보리 1718호와 1874호를 이행할 뿐만 아니라, 2008년 6월에 발표된 대북제
재 행정명령 13466호에 이어 2010년 9월 행정명령 13551호를 발표하였다.
간략히 행정명령 13466호는 북한을 핵확산 위험국가로 지정하고, 북한의 재
산을 동결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130) 오바마 행정부는 행정
명령 13466호의 효력을 매년 연장하고 있으며, 행정명령 13466호에 이어
2010년 9월 행정명령 13551호도 발표하였다. 행정명령 13551호는 오바마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의 비자금 조달을 어렵게 하기 위해 제정한 행정명
령으로 이는 사치품 조달과 돈세탁, 현금밀수, 마역거래, 화폐위조 등 북한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제재조치이다.131) 오바마 행정부는
행정명령 13551호의 효력을 2011년에도 1년 연장하였으며, 이와 함께 2011
년 4월에는 행정명령 13570호를 추가로 발표하였다. 행정명령 13570은 기
존의 두 행정명령들뿐만 아니라 유엔결의안 1718호와 1874호, 무기수출통제
조항(The Arms Export Control Act)을 모두 포괄하여 상품, 서비스, 기술
제공 등 북한과의 직간접 거래를 모두 금지하고, 자금거래도 전면 금지하는
조치이다.132) 종합하면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라는 보스워스 특별대사의 표현처럼 원칙을 겸비하되 유연성을 갖
고 접근하는 단호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133)

129)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n.d.). Barack Obama. Retrieved on November 8, 2011 from
http://www.cfr.org/experts/world/barack-obama/b11603.
130)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2008).
131)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2010).
132)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2011).
133) New York Times (2011, January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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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ㆍ미 경제협력 현황 및 특징
가. 무역
2000년대 북한과 미국 간의 무역 현황은 [그림 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몇 가지 특징을 보인다. 첫째는 북한의 대미 무역구조가 수입 위주인 동시에
그 규모도 작다는 점이고, 둘째는 북한의 전체 무역액에서 대미 무역이 차지하
는 비중이 낮다는 점, 셋째는 무역 규모도 양국간 정치ㆍ외교 관계에 밀접한
영향을 받는다는 점, 넷째 북한의 대미 무역 품목을 살펴보면 수출품목과 수입
품목에서 차이를 보이며, 이는 북한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 그림 5-1. 북ㆍ미 수출ㆍ수입액 ❚

자료: World Trade Atlas 각 연도 자료 인용.

첫째, 2000년대 북한의 대미 무역은 수입을 위주로 이루어져왔으며, 거래
규모도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해왔다. [그림 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3
년과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북한의 대미수출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반면
북한의 대미수입은 2006년을 제외하고 매년 진행되어 왔다. 또한 모든 기간
북한의 대미수입액은 대미수출액 보다 많았다. 이는 북한의 대미 무역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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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2. 북ㆍ미 무역액 및 무역구조 ❚

북․미 수출
북․미 수입
총액
무역수지

2001
0.03
0.7

2002 2003 2004
0.07
0
1.5
25
8
23.8

2005 2006 2007
0.003
0
0
5.8
0
1.7

(단위: 미화 백만 달러)
2008 2009 2010
0
0
0.01
52.2
0.9
1.9

0.73
-0.67

25.07
-24.93

5.803
-5.797

52.2
-52.2

8
-8

25.3
-22.3

0
0

1.7
-1.7

0.9
-0.9

1.91
-1.89

자료: World Trade Atlas 각 연도 자료 인용.

가 수출보다는 수입 위주임을 나타내는 증거로 작용한다. 이와 함께 북한의
대미 무역은 매우 소규모로 진행되어 왔다. [표 5-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지난 10년간 연평균 북․미 무역액은 1,216만 달러
를 기록한다. 이는 같은 기간 한국과 미국과의 연평균 무역액 713억 4,000
만 달러와 비교하면 거의 1/7000에 해당하는 규모이다.134)
둘째, 북한의 전체 무역액에서 대미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불규칙하며,
그 수준도 낮다. [그림 5-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북
한의 전체 무역액에서 대미 무역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역총액에 따라 불규
칙하며, 그 수준도 매우 낮다. 2001년부터 최근 10년간 북한의 무역총액에서
대미 무역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연평균 0.4%이며, 이는 같은 기간 북한의 대
중무역이 차지하는 연평균 56.7%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135)
셋째, 북한의 대미 무역은 양국간 정치ㆍ외교 상황에 민감히 반응하고 있
다. 2002년 북한은 핵 동결 해제를 선언하고, 영변 폐연료봉 저장시설의 봉
인을 제거하며, 감시카메라를 무력화하였다. 동시에 북한은 연료봉을 재장전
하고, 국제원자력기구 사찰관을 추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이처럼 북
핵문제로 인해 북․미 관계가 악화되자 다음 해인 2003년 북한의 대미수출은

134) 한국무역협회(2011. 11. 09).
135) KOTRA(2002, 2004, 200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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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2. 북한의 전체 무역액에서 대미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 ❚
(단위: %)

자료: 북한의 무역총액은 KOTRA,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 각 연도 자료; 미국의 수출ㆍ수입액은 World
Trade Atlas 각 연도 자료 인용.

[표 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면 중단되었다. 또한 2005년 북한이 6자회담
참여를 거부하고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선언하자 미국은 북한을 유엔안보리
에 회부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발언을 하였고, 이에 대해 북한은 다시금 유엔
안보리회부는 선전포고로 간주한다며 맞대응하였다. 일련의 사건들을 통한
북․미 관계 악화는 곧바로 양국간 경제협력에 영향을 미쳤고, 이는 2005년
양국간 수출입이 모두 중단되는 결과는 야기하였다. 2006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역시 2007년 북한의 대미수출을 차단하는 계기로 작용하였
다. 한편 2007년 2․13 합의문이 채택되고 북․미 관계가 회복됨에 따라 양
국간 무역액도 증대되었다. 구체적으로 2007년 2․13 합의에 따라 북핵시설
폐쇄 및 검증문제 등이 양국 대표 간 협의되고, 9․19 공동성명 2단계 조치
가 합의됨에 따라 5만 톤의 대북․중유 지원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이 재개되었고, 이는 2008년 북한의 대미수입액 증가에도 영향을 미쳤다.
넷째, 북한의 대미 무역에서 품목을 살펴보면, 주요 수출품과 주요 수입품은
차이를 보이며, 이는 북한의 경제상황을 반영하는 지표로 활용 가능하다. 2001
년부터 2010년까지 북한의 주요 대미수출품은 △ 유기화합물(HS29), △ 예술
품 및 골동품(HS97) △ 의류(HS61, HS62) △ 전기기기ㆍTVㆍVTR(HS85)
△ 철강제품(HS73) △ 서적ㆍ신문ㆍ인쇄물(HS49) △ 비금속제공구ㆍ스푼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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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크(HS82)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 곡물(HS10) △ 낙농품ㆍ조란ㆍ천연꿀
(HS04) △ 과실ㆍ견과류(HS07) △ 동식물성 유지(HS15) △ 곡물ㆍ곡분의
주제품과 빵류(HS19) △ 채유용 종자ㆍ인삼(HS12) △ 곡물의 분과 조분밀
가루ㆍ전분(HS11) △ 육과 식용설육(HS02) △ 채소ㆍ과실의 조제품(HS20)
△ 토석류ㆍ소금(HS25) △ 지와 판지(HS48) △ 서적ㆍ인쇄물, 신문(HS49)
△ 기타 섬유제품ㆍ넝마(HS63) △ 항공기(HS88) △ 광학ㆍ의료ㆍ측정ㆍ검
사ㆍ정밀기기(HS90) △ 가구류ㆍ조명기구(HS94) △ 동과 그 제품(HS74)
△ 알루미늄과 그 제품(HS75) △ 연과 그 제품(HS76) 등이다. 북한의 대미
수입품은 대체로 식량 및 생필품과 연결된 제품들이며, 이는 북한의 식량공
급 및 경제상황을 반영하는 지표로 해석할 수 있다.136)

나. 투자
북한의 대미 투자와 미국의 대북 투자는 국제사회 및 미국이 적용하는 대북
경제제재로 인해 극히 제한된 상황이며, 이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자료 역시 거
의 전무한 실정이다. 2000년 대 미국의 대북 투자는 라선지역을 중심으로 조
금씩 시도되고 있으며, 그 규모도 매우 영세한 실정이다. 주요 투자업종은 의
료기, 신발 등 제조업이 중심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일부는 북한과의 합
작형태로 다른 일부는 세계은행과의 공동 프로젝트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137)

다. 지원
미국의 대북지원은 인도적 지원형태로 이루어져왔으며, 이 역시 북핵문제
와 연결되어 지원여부 및 그 규모가 결정되었다. 미국의 주요 대북지원 품목

136) World Trade Atlas(2011), World Trade Atlas(2011).
137) 중국 현지 인터뷰(2011. 10. 26) 중 일부 내용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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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3. 미국의 대북지원 규모 및 종류 ❚

연도
(FY*)

식량지원(FY)

KEDO지원
(CY**,
백만 달러)

6자회담 관련 지원 의약품ㆍ의료
(FY, 백만 달러)
기기 지원
총액
(FY,
(백만 달러)
연료 핵불능화
백만 달러)

메트릭톤

생품가치
(백만 달러)

2001

350,000

58.07

74.9

-

-

0

132.97

2002

207,000

50.4

90.5

-

-

0

140.9

2003

40,200

25.48

2.3

-

-

0

27.78

2004

110,000

36.3

0

-

-

0.1

36.4

2005

25,000

5.7

-

-

-

-

5.7

2006

0

0

-

-

-

0

0

2007

0

0

-

-

-

0.1

45.1

2008

148,270

93.7

-

25

20

0

224.7

2009

21,000

5.6

-

106

25

4

24.6

2010

-

2.9***

-

15

-

0.6

3.5

총계

901,470

278.15

167.7

146

45

4.8

641.65

주: * FY: Fiscal Year, ** CY: Canlender Year, *** 예산에 잡힌 금액을 의미.
자료: Manyin and Nikitin(2011), Foreign Assistance to North Korea. CRS Report for Congress,
p. 2. 표 재구성.

은 에너지. 식량, 의약품ㆍ의료기기 등으로 요약된다. 첫째, 미국의 대북 에
너지지원은 [표 5-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대 중반 이후로 현격히 감
소하였다. 1994년 세워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통해 중유지원을
해오던 부시 행정부는 2002년 북한이 은밀하게 우라늄 핵 프로그램을 개발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2003년부터 중유지원을 중단하였다. 미국의 중유지원
은 6자회담에 대한 성과가 나타난 2007년부터 재개되었다. 둘째, 2000년대
미국이 북한에 지원한 총 식량규모는 90만 1,470톤이며, 미국의 대북식량지
원은 세계식량기구(WPF)와 비정부기구(NGO)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대북식량지원은 북핵 위기가 고조된 2006년에 중단되었으며, 미국
비정부기구가 북한에 식량지원 및 분배에 대한 모니터링을 요구한 2009년에
도 중단되었다. 2009년 미국 비정부기구들은 대북식량지원이 군량미가 아닌
일반 주민들에게 분배되는지 북한 당국에 모니터링을 요구하였다. 북한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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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힘과 동시에 미국 비정부기구들의 식량지원 쿼터를
차단하였다.138) 이로 인해 미국 비정부기구를 통한 식량지원은 2009년 이후
전면 중단되었으며, 2010년 미 의회는 대북 식량지원비용을 예산으로 책정
하였으나, 실제 전달된 식량은 없다. 셋째, 미국의 대북 의약품ㆍ의료기기 지
원은 불규칙적이고, 매우 소규모로 이루어져 왔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미국이 지원한 대북 의약품ㆍ의료기기 지원액은 480만 달러로 조사되며, 이
는 주로 지방병원에 대한 의약품 지원, 전자ㆍ의료기기 제공, 의료기술 훈련
등의 형태로 전달되었다.139)

4. 성과와 문제점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북․미 양국관계에서 도출된 주요 성과는 크게 3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는 미국의 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다양한 대북 경
제제재가 추진되는 상황에서도 미미한 수준이나마 북․미 양국간 경제협력이
그 맥을 이어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양국관계가 상황에 따라 진전과 정체
를 반복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조금씩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표로 이
해할 수 있다. 특히 121.6억 달러를 기록한 2000년대 북․미 무역총액은
29.3억 달러를 기록한 1990년대 클린턴 시대의 무역총액과 비교해 4배 이상
증가했는데, 이러한 증가가 다양한 경제제재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졌
다는 점은 향후 북핵문제가 구체적인 해결구도에 진입했을 시 양국간 경제
관계는 급속히 호전될 것을 알리는 긍정적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140)
둘째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10년간 9․19 공동성명이 발표되고

138) Manyin and Nikitin(2011).
139) Ibid.
140) 남궁영(2001), pp. 18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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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합의와 10․3 합의가 체결되는 등 북핵문제 해결과 연관된 일련의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다는 점이다. 북한과 미국과의 경제관계는 단순히 경제
협력을 넘어서 정치ㆍ외교ㆍ군사 관계로 까지 연결되어 있다. 특히 북한의
핵문제는 북한과 미국 간의 정치ㆍ외교ㆍ국방 관계뿐만 아니라 경제관계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부시 행정부 1기의 일방적이고 강경한 대북정책, 다
양한 대북 경제제재는 북․미 양국관계를 냉각시켰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 부정적 결과를 야기하였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 2기
의 북핵문제 접근방식에서의 변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양자간 노
력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 10․3 합의 도출이라는 일련의 긍정적
성과를 도출하였다.
셋째는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중 일부가 해제되었다는 점이다. 9․19 공동
성명에 따라 미국은 북한을 침공할 의지가 없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다. 이는
양국간 신뢰관계를 한 단계 강화하는 조치로 작용하였다. 이와 함께 북한은
2․13 합의에 따라 영변의 핵시설을 폭파하고, 핵개발 일지를 6자회담 의장
국인 중국에 넘기는 등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하였다. 미국
은 2․13 합의와 10․3 합의의 후속조치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
제하고, 북한에 대한 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철회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미
재무부는 2005년 9월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을 북한의 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목하고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내 북한계좌를 동결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
로 인해 은행 내 보관되어 있던 북한 자금 2,500만 달러가 동결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2007년 6월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내 북한계좌
동결을 해제하였고, 동결되었던 북한 자금은 미국의 해제조치를 취한 직후
러시아 은행을 통해 북한으로 송금되었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10년간 북․미 관계에서 나타난 주요 문제
점으로는 △ 미국의 대북경제제재로 인한 양국간 경제협력 위축 △ 핵문제
를 기반으로 미국의 대북한 일괄적 접근방식 △ 상대방에 대한 양국간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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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 등 크게 3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는 북․미 양국간 경제협력규모를 대폭 수축시
키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2007년을 기점으로 북한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
는 일부 철회되었다. 구체적으로 2007년 북한은 미국의 적성국교역법 대상
에서 제외되었고 테러리스트 명단에서도 삭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
도 불구하고 미국이 적용하는 대북제재의 종류는 크게 차이가 없다. 이는 적
성국교역법과 테러지원국 명목으로 적용하는 다양한 경제제재들이 다른 범주
에 중복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과 미국의 대북경제제재는 크게 변화되지 않
았으며 이는 곧 양국간 경제협력을 극도로 위축시키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실제 미국의 대북경제제재는 양국간 수출입, 투자, 미국의 대북지원을 거의
차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대부분의 나라들과 북한과 경제협력을
차단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표 5-2]에서 살펴보았듯이 북․미 무역거래는
매우 저조한데 이는 미국이 북한 상품에 부과하는 높은 관세율과, 수많은 수
출입 금지품목, 그리고 이외 다양하게 부과한 경제제재로 인해 생긴 결과이
다. 실제 베트남 사례를 비교해보더라도 1988년부터 1993년까지 5년간의
연평균 대외무역액은 56억 달러였던데 반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
고 미국의 경제제재 조치가 해제된 1993년 이후 1995년까지 2년간 미국-베
트남 연평균 대외무역액은 119억 달러로 2.1배 증가하였다. 이는 미국의 경
제제재가 해당국과의 경제협력을 위축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을 나타내
는 단서가 되며, 동일하게 미국의 다양한 대북 경제제재가 양국간 무역, 투
자, 지원을 축소시키는 주요 원인임을 지적할 수 있다.
둘째, 미국은 외교안보 문제인 핵문제를 북한과의 모든 관계에 적용해 정
경(政經)이 합치된 대북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즉 미국은 북핵문제 해결을
대북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이를 정치ㆍ외교ㆍ군사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양국간 경제적 협력분야로까지 확대적용하고 있다. 미국의 대북경재
제재가 극대화된 효과를 낳기 위해서는 북한의 최대 지원국인 중국의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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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동참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중국은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채택, 적용
하는 것에 대해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선ㆍ황금
평 개발 등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북한의
미사일발사, 핵실험에 대해 UN 안보리 이사국이 결의안을 채택하는 과정에
서 미국과 일본은 강력한 제재를 요구해온 반면 중국은 이를 중재하는 입장
을 표출해왔다. 이러한 중국의 태도와 더불어 2000년대 북․중 무역액은 꾸
준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1년 북한의 전체무역액에서 중국과의 무
역이 차지하던 비중은 32.6%였던 반해,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는 2004년
48.5%로 15.9% 증가했고, 2007년에는 67.1%까지 높아졌으며, 급기야
2010년에는 83%까지 증대했다.141) 즉 미국을 포함해 국제사회가 추진하는
대북 경제제재는 북한의 태도변화와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근본적인 문제해결
대신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고립을 심화시켜 북한의 대중의존도를 높이는 결
과를 야기하였다. 현재 오바마 행정부는 ‘전략적 인내’ 기조 하에 대북정책
을 추진하고 있다. 즉 미국은 자국의 안보강화와 한반도 비핵화라는 기본 목
표에 도달하기 위해 중국과의 협력범위를 확대하고 그 내용을 구체화하는
대신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만 강화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근본적 변화를 유
도하기 보다는 자칫 북핵문제를 별다른 성과 없이 장기화시키는 결과를 가
져올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의 근본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대북제재
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거나 북핵문제에 대한 접근방법, 북
한에 대한 외교 전략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북한과 미국은 상호신뢰가 부족한 상태에서 문제해결에 대한 서로
다른 접근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북․미 관계의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는 양
자간 상호신뢰가 매우 낮다는 점이다. 이는 상대방에 대한 이해부족, 특히
상대방의 다름(Difference), 또는 다른 체제(Different System)에 대한 이해

141) KOTRA(2002, 2004, 200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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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에 연유한다. 북한과 미국은 서로 매우 다른 정치ㆍ경제체제 및 문화를
갖고 있으며, 양국은 각기 다른 체제와 문화 속에서 국가를 운영해왔다. 북
한은 자국만의 독특하고 독자적인 이념과 철학, 원칙, 제도 등을 갖고 국가
를 운영해왔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 내
에서도 매우 차별화된 국가로 평가된다. 반면 미국은 국제사회의 다른 국가
들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폭넓은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며 국제사회 질서를
이끌어가는 영향력 있는 국가 중 하나로 평가된다. 문제는 서로 다른 북한과
미국이 각자의 기준을 갖고 동일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구체
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통된 목표를 갖고 미국은 ‘선 비핵화, 후 상응
조치’를 요구하는 반면 북한은 ‘선 상응조치(북․미 관계 정상화), 후 비핵
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북한은 북핵문제 해결방식에 있어서 북․
미 양자대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반면 미국은 6자회담이라는 다자협력
틀에서 해결하고자 한다. 이는 근본적으로 서로에 대한 신뢰부족과 문제해결
방식에 있어 각자의 방식만 고수하는 태도에서 발생한 문제들이다. 따라서
양국이 상호신뢰를 구축하고, 서로에 대한 차이를 인식해 합의점을 찾기 전
까지 북핵문제의 현실적이고 근본적 해결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양국은 서로에 대한 차이를 인식하고 합의점을 찾기 위해 한발씩 양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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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후 전망 및 과제
가. 향후 전망
앞으로의 북․미 관계는 두 가지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으로 변화할
것이 예상된다. 첫째는 북핵문제가 실제 해결구도에 진입하여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는 상황이고, 둘째는 북핵문제가 현재와 같이 정체된 상황이다.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이 폐지되고 북한에 있는 핵무기들이 CVID 형태
로 해체ㆍ이전되기 시작하면 북․미 관계는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미국을 포함해 국제사회의 다양한 대북제재 해제로 이어져 북․미 경제협력
규모를 포함해 국제사회의 대북무역, 투자, 지원액은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과거 베트남 사례를 통해서도 예상할 수 있는 변화로 분석된
다. 간략히 베트남 사례를 정리해보면, 첫째 베트남의 대외무역 정상화 과정
은 1993년부터 2006년까지 총 13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이는 크게 4단계
로 구분된다. 미국의 경제 봉쇄 해제시기로 구분되는 1994년부터 1995년까
지 베트남의 연평균 대외무역액은 119억을 기록했으며 이는 미국의 경제제
재 조치가 해제된 1993년 이전 5년간의 연평균 대외무역액 56억 달러보다
2.1배 증가한 수치이다. 미국과의 국교 정상화시기로 구분되는 1996년부터
2001년까지 베트남의 대외무역액은 1993년 미국의 경제제재조치가 해제되
기 이전의 5년 전에 비해 4.3배 증가하였고, 미국과 양자간 무역협정 체결시
기로 분류되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무역액은 1993년 이전 5년 규모
에 비해 10.5배 증가하였다. 미국과 항구적 정상적 교역관계를 수립하고 세
계무역기구에 가입한 2007년 베트남의 무역총액은 1993년 이전 5년 평균액
보다 19배 증가한 1,063억 달러를 기록하였다.142) 둘째 베트남의 외자유치

142) 현대경제연구원(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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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살펴보면, 1991년부터 1992년까지 2년간 연평균 3억 700만 달러에 그치
던 국제사회의 대베트남 투자규모는 [그림 5-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의
경제제재가 해제된 1993년 5억 2,300만 달러를 기록하며 1.6배의 성장세를
보였고, 미국과의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진 1995년에는 23억 3,600만 달러로
7배 이상 증가하였다.143) 2006년 미국과 베트남 간 항구적 정상 교역관계가
수립된 이후 2007년 베트남의 외자유치 규모는 67억 3,900만 달러를 기록
하였으며, 2008년에는 80억 5,000만 달러까지 증가하였다.144) 셋째, 국제사
회의 대베트남 공적개발자금 지원도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 이후 현격한 증
가추세를 보였다. 1993년 미국의 대베트남 경제제재 해제가 있기 5년 전까
지 국제사회의 베트남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액은 연평균 3억 5,000만 달러
였던데 반해, 1994년부터 1995년까지 2년간 평균액은 5억 9,000만 달러로
1.6배가량 증가하였다.145) 미국과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진 1997년을 전후로
1996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국제사회의 대베트남 연평균 경제지원액은
11억 3,000만 달러로 증대하였고, 미국과 항구적 정상 교역관계가 수립된
2006년 국제사회의 대베트남 지원액은 18억 4,990만 달러로 증대하였으며,
이는 2007년 24억 9,650만 달러, 2009년 36억 6,490만 달러까지 늘어났
다.146) 이는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가 국재사회의 대베트남 공적개발지원 자
금규모를 늘리는 핵심요인이 되었음을 나타내는 주요 증거자료로 작용한다.
따라서 북․미 관계에 있어서도 미국이 대북한 수출입과 관련해 적용해온
다양한 제재조치를 해제하면서 대미 무역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북한의 무역구조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고 북한의 무역 대상국이
한층 다양해지는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의 대북 투자 및 북한

143) UNCTAD(1997, 2001).
144) UNCTAD(2010).
145) 현대경제연구원(2008).
146) 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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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3. 국제사회의 대베트남 투자액 변화 추이 ❚
(단위: 백만 미국달러)

자료: UNCTAD(1997, 2001, 2003, 2007, 2009, 2010).

의 대미 투자 역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미국의 대북 투자는 단
기적으로는 정부가 주도하는 형태로 북한 인프라시설 개발에 집중될 것이
예상되며, 이는 점차 민간기업의 참여로 확대될 것이 예상된다. 특히 미국
민간 기업들의 대북 투자는 북한이 중점 개발하고 있는 나진ㆍ선봉 지역과
황금평 지역, 기타 북한 내 경제특구들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 예상된다.
미국의 대북지원도 활발히 전개될 것이 예상되는데, 특히 미국의 대외원조
금지가 철폐되어 선진국의 대북한 공적 개발원조 공여가 가능해지고, 북한이
국제금융기구들로부터 공적개발자금을 차관 받아 다양한 경제개발 사업들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북핵문제가 현(現) 상황에서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는다면 북․
미 관계는 침체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더 많은 대북경제제
재를 마련하여 적용할 것이 기대되는 반면 북한은 이를 거부하며 또 다른
미사일발사와 핵실험 등을 감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 북․미 양국간 무
역, 투자, 지원은 현재와 같은 매우 저조한 수준이거나 또는 추가로 적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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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제재로 인해 더욱 위축될 것이 예상된다. 반대로 북․중 경제협력은 더
욱 활성화되어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도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 과제
북․미 관계개선을 위해 한국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현실상 매우 제한되
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북․미 관계를 개선하고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중개자로 그 위치를 확보하고 이에 따른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한국정부의 정책과제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한국정부는 이성과 감성을 조화한 지혜로운 대북정책을 구사하여 북한
과의 관계 개선을 유도할 수 있다. 한국정부는 현실적 감각과 이성을 통해
북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구축하되 북한과의 정치ㆍ경제ㆍ외교관계는 한층
유연하고 관여하는(engaged) 태도로 구축ㆍ강화해갈 수 있다. 특히 한국정부
는 일방적인 방법보다는 냉온전략을 이중으로 구사하여 북한과의 관계 개선
을 유도할 수 있다. 원칙을 갖고 북핵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바람직한 태도이다. 그렇다고 한치의 양보나 유동성(flexibility) 없이 원리원
칙만 고집하거나 지나치게 일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피해야할 태도이다.
한국정부는 부시 행정부 1ㆍ2기의 경험을 통해 일방적인 압박정책보다는 대
화를 통한 관여정책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한층 효과적이었다는 점
을 상기할 수 있다. 현재 남북관계는 냉각되어 있으며 이는 양국간 대화를
거의 차단시켰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고 양국간 관계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 시도하되, 이는 원칙과 분명한 목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한국정부는 민간 기업이나 비영리기구, 국
제기구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국정부는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
지와 역할을 강화하는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 한국이 북핵문제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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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적인 이해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를 미국과의 양자관계에서 해결
하려고 꾸준히 시도해왔다. 2000년 초반에 처음 추진된 6자회담은 2007년
제6차 회담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이며, 이후에도 북한은 미국
과 끊임없는 대화, 접촉을 시도하며 핵문제를 논의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6자회담 당사국들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북핵문제의 직
접적 이해당사자는 북한 혼자가 아니라 한국과 북한 공동임을 주지시켜야
한다. 이에 따라 북핵문제 해결주체 역시 북한과 미ㆍ중 일부 강대국이 아닌
한국과 북한, 미국이나 중국, 기타 주변국들임을 확인시키는 작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한국정부는 국제사회가 대북지원을 계획, 추진할 때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그 형태는 직접지원이 아닌 미국이나 유럽과
같이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지원 형태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정부가 국
제기구나 비영리기구를 통해 북한을 지원할 때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한
국정부의 대북지원이 일방적 지원이 아닌 비핵화라는 뚜렷한 목표와 원칙을
갖고 추진되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중요한 사실은 과거 노무현 정부 때의 대
북지원 규모가 이명박 정부 때의 지원규모보다 훨씬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2006년과 2007년 미사일발사와 핵실험을 감행하며 한반도 안보를
위협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원리원칙에 입각해 대북경제지원을 전
면 차단하는 것도 북한과의 관계를 경색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
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준수하되 인도적 차원에서의
대북지원은 지속하여 북한과의 대화가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정부는 주변국들을 포함하여 국제사회 다른 국가들과 균
형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북핵문제는 결코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북핵문제 해결은 추진과
정에서 뿐만 아니라 향후 후속조치 차원에서도 다자간 협력체제 틀 내에서
논의, 진행되어져야 한다. 한국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과의 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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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급격히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는 필요하고 바람직한 현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북ㆍ중 양국간 정치ㆍ경제ㆍ외교 등 다방면의 협력관계가
꾸준히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한국정부는 미국과의 협력뿐만 아니
라 중국과의 협력관계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6
자회담의 다른 참가국들과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국제사회 다른 국가들로부터
북핵문제 해결에 필요한 협력과 지지를 이끌어내는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 종
합하여 정리하면 한국정부는 특정 국가와 협력관계를 구축ㆍ강화하기보다는
다양한 국가들과 균형 있는 협력관계를 구축ㆍ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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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북‧EU 경제관계
김지연

1. 문제제기
EU의 대북정책은 1990년대 마련된 신(新)아시아 전략에 기초하여 추진되
어 왔다. EU는 아시아 지역의 안보와 인권개선, 민주주의 이념 확산, 경제
협력을 통한 아시아 내 입지 강화를 신아시아 전략의 핵심 이념으로 추구하
고 있다. EU의 대북정책은 북핵문제 해결을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 북한과
EU 회원국 간의 경제협력 확대, 그리고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개선에 초
점을 맞추고 있다.
EU의 대북접근 방식은 미국과 다르게 정경분리 원칙에 근거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EU는 북한의 핵문제나 인권문제들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반면 경제협력, 특히 인도적 지원에서는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
다. EU는 북한의 핵문제를 국제사회의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규정하고
미국, 일본 등과 함께 북한에 대한 안보리 경제제재 적용을 찬성하였다. 또
한 EU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으며,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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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필요시 국제사회에 대북제재도 요청한
다는 입장이다.
한편 안보ㆍ인권 분야와는 다르게 EU의 대북지원은 꾸준히 전개되어 왔
으며, EU 기업들의 대북 투자 활동도 2000년 중반 잠시 활기를 보였다. 그
러나 EU가 요구하는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은 북한 최고
지도부의 정권유지를 위협하는 민감한 요인으로 인식되기 쉽다. 따라서 EU
의 대북노선은 북한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하거나 북한의 궁극
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

2. 북한ㆍEU의 경제관계
EU의 대북정책은 EU 아시아정책의 연장선에서 추진되고 있다. EU의 아시
아정책은 1990년대 아시아 국가들의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
지고 국제사회에서 이들의 영향력이 점차 증대됨에 따라 EU 집행위원들이 아
시아에 대한 접근전략을 재점검하는 과정에서 수정되었다. EU 집행위원들은
아시아의 변화를 주목하며 21세기 아시아에서 유럽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아시아 국가들과 정치, 경제협력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147) 정치협력과
관련하여 EU는 아시아 지역의 안보강화와 민주주의 확산을 주요 협력방향으
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EU는 아시아 국가들과 대화채널을 구축하면서 협력
범위를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U가 아시아 국가들과 논의하는 주요 주
제는 크게 △ 무기통제(Arms Control) △ 핵비확산(Non-proliferation) △ 한
국, 카시미르 등과 같은 지역분쟁(Regional Dispute) 등이다. 경제 분야에서
는 EUㆍ아시아 국가 간 △ 무역 △ 투자규모 증대가 강조되고 있으며, 구체

147) European Commission(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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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 EU 기업들의 아시아 지역으로의 진출확대 △ 투자확대 및 투자
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증대 △ 과학기술(IT), 연구개발(R&D)분야 중심의
협력 강화 △ 개도국에 대한 경제정책자문 및 시장경제 지식전달 △ 빈곤퇴
치를 위한 다양한 경제지원프로그램 실시 등의 전략이 마련되었다. 이외에도
EU는 아시아에 대한 대외정책의 일환으로 △ 인권과 △ 마약문제를 채택하
였다. EU는 아시아 지역에서 민주주의가 확산되고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
며, 근본적 자유가 보장되는 환경이 안정적으로 마련ㆍ정착되는 것을 돕기
위해 인권문제를 대외정책의 일환으로 채택하였다. 이와 함께 사회의 안정을
해치는 마약밀수와 마약제조 등 아시아 내에서의 마약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EU 집행위원회는 마약퇴치를 아시아에 대한 대외정책의 일환으로 채택하였
다.148)
이후 EU는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범위를 점차 확대해가는 조치를 취했을
뿐만 아니라 협력내용도 한층 구체화하였다. 2000년대 중반 EU의 대(對)아
시아 대외정책은 1990년대 대외정책에서 연결되어 △ 아시아 지역에서의 안
보강화 및 평화유지 지원 △ 아시아 국가들과의 무역, 투자 증대 △ 아시아
지역의 빈곤퇴치를 위한 개발지원 △ 인권보호, 민주주의 확산 △ 환경보호
△ 아시아ㆍEU 지역 간 협력체계 공고화 등이 강조되었다. 특히 2005년 발
표된 유럽집행위원회 보고서(Strategy Paper and Indicative Programme for
Multi-Country Programmes in Asia 2005-2006)는 △ EU와 아시아 국가
들과의 무역, 투자협력 규모 증대 △ 아세안과의 협력강화 및 아세안에 대한
지원 강화 △ 서아시아지역협력체(SAARC: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on)와의 협력을 통한 서아시아 국가들의 경제통합 지원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149)

148) European Commission(1994).
149) European Commission(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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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아시아 접근전략은 EU의 대북정책에도 상당부분 반영되어 있다.
2011년 11월을 기준으로 27개 회원국150) 가운데 북한과 수교를 맺은 나라
는 프랑스와 에스토니아를 제외한 25개 국가들이다.151) 북한과 EU 회원국
간의 수교는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 사이에 추진되었으며, 이러한 추
세는 EU의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범위 확대 및 동맹 강화를 보여주는 실
례로 평가된다.152)
EU가 추진해온 대북정책 기조는 ‘조건적 포용정책’으로 정리되며, EU의
대북정책은 크게 △ 한반도 비핵화 △ 대북경제지원 △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먼저 EU의 대북정책은 한반도 비핵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EU는
북핵문제에 대해 원칙 있는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EU는 북한의 핵
개발․보유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EU는 북한의 핵확산방지
조약(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탈퇴에 대해 반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연평도 포격사건 등 국제사회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
재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153) EU는 북핵문제에 대해 대화와 제재라는 두
가지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 EU는 북핵문제를 북한과의 대화 및 협상을 통
해 외교적․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기본입장을 견지하면서, 동시에 국제사회
가 추진하는 경제제재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EU는 북핵문제 해결을 북한과
의 대화를 통해 외교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그러나 EU
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감행 등 국제사회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150)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151) Wikipedia(2011).
152) Ibid.
153) RIA Novosti(2010); EurActiv(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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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강력히 비판하면서, 이에 대해 경제제재로 대응하고 있다.154) 2011
년 11월 현재 EU가 북한에 대해 적용하는 경제제재에는 UN 안보리 결의안
1695(UNSCR 1695)호와 결의안 1718(UNSCR 1718)호, 결의안 1875
(UNSCR 1875)호 등이 있다. EU는 UN 안보리제재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대북제재를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EU 차원에서 별도로 경
제제재를 마련하여 적용하지는 않는다. 한편 북핵문제 해결구도에 있어서
EU는 미국과 입장을 같이하는데, EU는 북핵문제가 6자회담 틀 내에서 해
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155)
둘째, EU의 대북정책은 인도주의적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EU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정치․외교․경제156)협력과 인도주의 지원을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EU는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국제사
회가 적용하는 다양한 경제제재를 북한에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EU는
북한과의 정치, 외교관계에서 엄격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
자간 무역거래에서도 제한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인도주의 지원과 관련해 EU
는 보다 개방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EU는 인종, 종교, 해당 정부의 정치적
이해관계나 긴장관계를 초월하여 필요한 국가에 인도주의 지원을 실시한다는
기본원칙을 갖고 있다.157) EU의 인도주의 지원은 대체로 유럽 인도주의 원
조사무국(ECHO: European Commission-Humanitarian Aid and Civil
Protection)이나 유엔 산하기구, 적십자사 등 국제기구와 협력하는 형태로 추
진된다. EU가 지원하는 주요 인도주의 지원 프로그램은 △ 식량전달 △ 의
약품지원 △ 병원설립 및 의료기구․장비 제공 △ 구조팀 파견 △ 임시통신
시스템 설치 등이다. 이러한 EU의 인도주의 지원 정신은 EU의 대북정책에

154)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2006, 2009).
155) The Delegation of European Union(2011).
156) 북․EU 간의 무역협력을 의미.
157)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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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반영되어 있다. EU의 대북식량지원과 의약품지원, 그리고 기타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은 1990년대 이후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며, 이는 국제
사회의 북핵 위기가 고조되던 2000년대에도 지속되었다. EU의 대북지원은
1995년 북한이 홍수로 약 57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자 이들에 대한 국제
적 지원을 요청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1990년대 EU의 대북지원은
식량지원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는 2000년대 들어 북한의 경제자립능
력 강화 및 농업기술 향상을 통한 식량 확보능력 강화 지원형태로 전환되었
다.158) EU의 대북지원은 2011년 11월 현재까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EU
가 추진하는 대표적인 대북지원 사업에는 △ 식량지원 △ 의약품 및 의료장
비 지원 △ 안전한 식수공급 △ 영유아 보건사업 △ 임산부, 수유자, 노약자
지원사업 △ 개인위생 △ 농업기술향상 지원 △ 경제개혁을 위한 인프라 구
축 △ 시장경제 교육 등이 포함된다.159) 이 외에도 EU는 연합국 차원을 넘
어 개별국 차원에서도 대북한 인도․기술적 지원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러한
EU의 대북지원 정책은 EU의 ‘신(新)아시아 전략’ 내 아시아 지역의 빈곤퇴
치 및 경제개발 지원전략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EU가 북한과 대화채널을
유지하는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
셋째, EU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인권개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EU
는 이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U의 외교정책 가운데 인권증
진은 EU가 추구하는 주요 가치 중 하나이며, 이는 EU의 대북정책에서도 반
영되어 있다.160) EU는 인간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자유를 보장하며, 민주주
의 이념을 확산하는 일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EU는 고문, 공개처형, 사
상․양심․종교․이동의 자유 억압, 외국인 납치 등 북한 내부의 처절한 인
권유린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동시에 북한의 변화를 위한 국

158) The Delegation of European Union(2011).
159) Ambassador Brian McDonald(2007. 3. 27).
160)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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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회의 개입과 북한정부의 입장변화를 촉구해오고 있다.161) 2002년 4월
EU는 북한에 △ 남북 이산가족 재회 △ UN 인권협약을 포함해 다양한 국
제 인권조약 준수 등을 요구하며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활동범위를
확대하였다. EU는 국제사회가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 인권규약을 준수하고
인권 상황을 개선하도록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3. 북 ․ EU 경제협력 현황 및 특징
가. 무역
2000년대 북한과 EU 간 무역현황은 몇 가지 특징을 나타낸다. 첫째, 북․
EU 무역총액은 [그림 6-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감을 반복하나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1년 3억 2150만 달러를 기록하던 북․EU 무역
총액은 2005년 19.7% 감소한 2억 6,85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다시
2010년 2억 3,110만 달러로까지 감소하며 2001년 대비 39.1% 감소율을 나
타냈다.
둘째, [그림 6-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대 북한의 대EU 수출액은
증가추세를 보이는 반면 EU로부터의 수입액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표 6-1]과 같이 양자간의 무역구조를 적자구조에서 흑자형태로 전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000년대 초반 적자를 기록하던 북한의 무역수지는
2006년 이후 2009년을 제외하고 흑자로 돌아섰으며, 이는 북한과 EU의 무
역거래에서 수출액은 증가한 반면 수입액은 수출액 증가규모 대비 감소한
데 기인한다.

161) Banks, M(September 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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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1. 북․EU 무역액(2001~10년) ❚
(단위: 백만 미국달러)

자료: World Atlas Trade. 각 연도 자료 인용.

❚ 표 6-1. 북․EU 무역액(2001~10년) ❚
(단위: 백만 미국달러)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북→ EU 수출

86.1

75.8

74.8

145.2

139.9

북→ EU 수입

235.4

290.4

265.7

175.8

202.2

총액

321.5

366.2

340.5

321

268.5

-149.3 -214.6 -190.9 -30.6 -135.9

38.3

구분

무역수지

66.3

195.7

86.9

152.6

70.7

157.4

78.6

144.4

100.1

91.2

353.1

165.5

297

170.8

231.1

8.3

8.2

-29.4

48.7

자료: World Atlas Trade 각 연도 자료 인용.

셋째, 북․EU 간 무역활동은 꾸준하며 그 총액 간 격차는 전반적으로 변
동폭이 적다. 북․미 간 무역규모는 [표 5-1]과 같이 최대 무역액과 최소 무
역액 간의 격차가 심한데 반해 북․EU 간 무역거래는 비교적 안정적이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2000년대 최저를 기록한
2006년 북한과 미국 간 무역거래는 발생하지 않았던 데 반해 2000년대 최
고치를 기록 2008년 양국간 무역액은 5,2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2000년대 최저치를 기록한 2002년 북․EU 무역규모는 최고치
를 기록한 2007년의 45.1%이다. 이는 양자간 거래가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이루어져왔음을 보이는 증거이다. 이러한 양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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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원인에는 EU의 대북제재가 미국과는
달리 개별국 차원으로까지 확대되기 보다는 국제사회가 부과한 경제제재에
동참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졌고, EU가 개별국이 아닌 27개국 연합체라는 특
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6-2]와 [표 6-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7개 회원국이 모두 북한과 활발한 무역거래를 한 것은 아니며 사이프러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등과 같은 국가들은 2000년대 북한과의 무역거래가
매우 저조한 국가들로 분류된다. 반대로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그리스
등은 EU 회원국 중 북한과 무역거래가 활발한 국가들로 구분된다.

❚ 그림 6-2. EU 개별 회원국들의 북한과의 무역추세(2001~10년) ❚

자료: World Atlas Trade 각 연도 자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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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2. EU 개별 회원국들의 대북 무역 추이(2001~10년) ❚
(단위: 백만 미국달러)

국가

연도

구분
수출
수입
오스트리아
총액
무역수지
수출
수입
벨기에
총액
무역수지
수출
수입
불가리아
총액
무역수지
수출
수입
사이프러스
총액
무역수지
수출
수입
체코
총액
무역수지
수출
수입
덴마크
총액
무역수지
수출
수입
에스토니아
총액
무역수지
수출
수입
핀란드
총액
무역수지
수출
수입
프랑스
총액
무역수지
수출
수입
독일
총액
무역수지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0.5
15.1
15.6
-14.6
5.2
11.1
16.3
-5.9
1.7
0.6
2.3
1.1
0
0.01
0.01
-0.01
0.2
3.1
3.3
-2.9
1
5.9
6.9
-4.9
9.2
0
9.2
9.2
0.04
0.6
0.64
-0.56
3.1
8.8
11.9
-5.7
20.4
52.8
73.2
-32.4

0.6
13.1
13.7
-12.5
6.6
7.2
13.8
-0.6
2.6
0.4
3
2.2
0
0.02
0.02
-0.02
0.5
0.4
0.9
0.1
3.8
10.8
14.6
-7
0.1
0
0.1
0.1
0.2
1.1
1.3
-0.9
3.2
6.7
9.9
-3.5
19.1
81.7
100.8
-62.6

0.9
4.3
5.2
-3.4
4.6
9.7
14.3
-5.1
2.7
0.1
2.8
2.6
0
0
0
0
0.9
0.5
1.4
0.4
2.7
11.2
13.9
-8.5
0.1
0
0.1
0.1
0.01
0.2
0.21
-0.19
1.4
7.4
8.8
-6
24.8
141.2
166
-116.4

204│ 북한의 대외경제 10년 평가(2001~10년)

1.3
2
3.3
-0.7
3.8
12.4
16.2
-8.6
2.6
1.3
3.9
1.3
0
0.01
0.01
-0.01
2.8
0.3
3.1
2.5
2.1
11.8
13.9
-9.7
0.2
0.01
0.21
0.19
0.03
1.3
1.33
-1.27
1
4.4
5.4
-3.4
16.5
70.6
87.1
-54.1

1.1
5.3
6.4
-4.2
4.9
17.4
22.3
-12.5
3
4.2
7.2
-1.2
0.1
0
0.1
0.1
0.6
2.5
3.1
-1.9
2.1
10.8
12.9
-8.7
0.5
0.01
0.51
0.49
0
0.1
0.1
-0.1
1
6.6
7.6
-5.6
93.5
66.7
160.2
26.8

0.5
1.9
2.4
-1.4
0.4
10.7
11.1
-10.3
4.5
3
7.5
1.5
0.5
0
0.5
0.5
0.3
0.4
0.7
-0.1
1.7
11
12.7
-9.3
0
0
0
0
0
2.8
2.8
-2.8
1.5
7.7
9.2
-6.2
13.9
61.9
75.8
-48

0.6
2.4
3
-1.8
0.4
12.9
13.3
-12.5
3.2
1.1
4.3
2.1
0.1
0
0.1
0.1
0.2
1.4
1.6
-1.2
2.7
4.9
7.6
-2.2
0
0.05
0.05
-0.05
0.2
0.2
0.4
0
1.9
3.9
5.8
-2
16.1
59.3
75.4
-43.2

0.6
2.1
2.7
-1.5
1
2.6
3.6
-1.6
0.2
0.1
0.3
0.1
0.2
0
0.2
0.2
0.04
0.1
0.14
-0.06
1.4
6.1
7.5
-4.7
0
0
0
0
0
0.2
0.2
-0.2
1.2
3.2
4.4
-2
14.5
30.4
44.9
-15.9

0.2
2.9
3.1
-2.7
4.4
5.1
9.5
-0.7
0.3
0.1
0.4
0.2
0.03
0
0.03
0.03
0.3
1.3
1.6
-1
0.3
4.8
5.1
-4.5
0
0
0
0
0
0.2
0.2
-0.2
1.2
6.5
7.7
-5.3
20.2
31.4
51.6
-11.2

0.3
1.5
1.8
-1.2
0.7
4.8
5.5
-4.1
0.2
3.1
3.3
-2.9
0.04
0
0.04
0.04
1.4
0.04
1.44
1.36
0.3
4.9
5.2
-4.6
0.01
0
0.01
0.01
0
0.4
0.4
-0.4
0.5
2.4
2.9
-1.9
31.7
34.2
65.9
-2.5

1.9
0.5
2.4
1.4
1.2
2
3.2
-0.8
0.1
0.1
0.2
0
0.1
0
0.1
0.1
0.1
0.01
0.11
0.09
0.6
11.6
12.2
-11
0
0
0
0
0
0.6
0.6
-0.6
0.9
3
3.9
-2.1
31.4
24.6
56
6.8

❚ 표 6-2. 계속 ❚
연도
구분
수출
수입
그리스
총액
무역수지
수출
수입
헝가리
총액
무역수지
수출
수입
아일랜드
총액
무역수지
수출
수입
이탈리아
총액
무역수지
수출
수입
라트비아
총액
무역수지
수출
수입
리투아니아
총액
무역수지
수출
수입
룩셈부르크
총액
무역수지
수출
수입
몰타
총액
무역수지
수출
수입
네덜란드
총액
무역수지
수출
수입
폴란드
총액
무역수지
국가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0.8
1.3
2.1
-0.5
1.7
0.6
2.3
1.1
3.9
10
13.9
-6.1
4.6
12.4
17
-7.8
0
0
0
0
0.7
0.1
0.8
0.6
0.1
0
0.1
0.1
0
0
0
0
8.9
12.8
21.7
-3.9
8.6
2.4
11
6.2

0.2
1.4
1.6
-1.2
0.5
0.5
1
0
7.7
12.5
20.2
-4.8
2.7
9.6
12.3
-6.9
0
0
0
0
1
0
1
1
0.1
0.03
0.13
0.07
0
0
0
0
11.5
11.3
22.8
0.2
11.4
2.2
13.6
9.2

0.2
8.2
8.4
-8
1.2
0.1
1.3
1.1
1.2
0.1
1.3
1.1
3.3
15.4
18.7
-12.1
0.003
0.002
0.005
0.001
0.4
0.01
0.41
0.39
0.01
0
0.01
0.01
0
0
0
0
8
41.1
49.1
-33.1
11.1
0.7
11.8
10.4

0.1
0.6
0.7
-0.5
1.2
0.3
1.5
0.9
4.6
0
4.6
4.6
3.6
27.9
31.5
-24.3
0.006
0
0.006
0.006
0.5
0
0.5
0.5
2
0
2
2
0
0
0
0
6.5
93.7
100.2
-87.2
8.3
1.8
10.1
6.5

2.6
0.5
3.1
2.1
1.8
0.4
2.2
1.4
5.5
0.1
5.6
5.4
3.8
10.9
14.7
-7.1
0
0
0
0
0.1
0
0.1
0.1
0.04
0.1
0.14
-0.06
1.3
0
1.3
1.3
11.2
11.1
22.3
0.1
2.6
1.7
4.3
0.9

0.9
1.3
2.2
-0.4
0.2
0.2
0.4
0
4.4
0.3
4.7
4.1
0.7
11.9
12.6
-11.2
0
0
0
0
0.03
0
0.03
0.03
0.02
0
0.02
0.02
0.05
0
0.05
0.05
6.8
35
41.8
-28.2
17.5
4.1
21.6
13.4

86.3
1.4
87.7
84.9
0.3
0.1
0.4
0.2
0.1
0
0.1
0.1
1.5
11.6
13.1
-10.1
0
0
0
0
0.02
0
0.02
0.02
0.1
0.02
0.12
0.08
0
0
0
0
43.9
22
65.9
21.9
6.1
3.1
9.2
3

0.5
0.4
0.9
0.1
0.2
2.6
2.8
-2.4
0.1
0
0.1
0.1
0.7
9.5
10.2
-8.8
0
0
0
0
0.1
0
0.1
0.1
0.1
0.02
0.12
0.08
0
0
0
0
47
15.3
62.3
31.7
0.9
0.5
1.4
0.4

85.8
0.2
86
85.6
0.1
0.3
0.4
-0.2
0
0
0
0
3.7
37
40.7
-33.3
0
0
0
0
0.1
0
0.1
0.1
0.1
0
0.1
0.1
0
0
0
0
26.7
19.5
46.2
7.2
0.3
4.7
5
-4.4

1.2
0.1
1.3
1.1
0
0.6
0.6
-0.6
0
0
0
0
0.8
39.4
40.2
-38.6
0
0
0
0
0.01
0
0.01
0.01
0.3
0
0.3
0.3
0.01
0
0.01
0.01
26.9
5.4
32.3
21.5
0.1
0.4
0.5
-0.3

1.2
1.4
2.6
-0.2
2.3
0.1
2.4
2.2
0
0
0
0
1
42.7
43.7
-41.7
0.01
0.02
0.03
-0.01
0
0
0
0
0.04
0.05
0.09
-0.01
0
0.2
0.2
-0.2
96.6
2.1
98.7
94.5
0.2
0.8
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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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2. 계속 ❚
연도
구분
수출
수입
포르투갈
총액
무역수지
수출
수입
루마니아
총액
무역수지
수출
수입
슬로바키아
총액
무역수지
수출
수입
슬로베니아
총액
무역수지
수출
수입
스페인
총액
무역수지
수출
수입
스웨덴
총액
무역수지
수출
수입
영국
총액
무역수지
국가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0.2
0.02
0.22
0.18
3.6
0
3.6
3.6
0.3
0.1
0.4
0.2
1.1
0.1
1.2
1
59.3
15
74.3
44.3
3.3
3.4
6.7
-0.1
1.3
25.4
26.7
-24.1

0
0.3
0.3
-0.3
1
0
1
1
0.3
0.5
0.8
-0.2
2.5
0.1
2.6
2.4
7.4
31.3
38.7
-23.9
0.9
3.8
4.7
-2.9
2
40.6
42.6
-38.6

0.02
0.01
0.03
0.01
1.7
0.01
1.71
1.69
0.9
0.05
0.95
0.85
1.8
0.2
2
1.6
6.1
21
27.1
-14.9
0.1
4.2
4.3
-4.1
1.8
24.8
26.6
-23

0.02
0.1
0.12
-0.08
2.8
4.7
7.5
-1.9
1.8
0.01
1.81
1.79
3.7
0.9
4.6
2.8
6.5
11.1
17.6
-4.6
0.4
6.1
6.5
-5.7
1.9
14.2
16.1
-12.3

0.1
0.04
0.14
0.06
1.4
0.9
2.3
0.5
0.2
0.7
0.9
-0.5
0.6
1
1.6
-0.4
4.7
8.6
13.3
-3.9
0.2
25.9
26.1
-25.7
0.7
0.4
1.1
0.3

0.1
0.9
1
-0.8
2.4
0.4
2.8
2
0.1
4.9
5
-4.8
0.2
1.3
1.5
-1.1
7.4
9.5
16.9
-2.1
0.3
32.7
33
-32.4
1.8
0.5
2.3
1.3

0.1
0.03
0.13
0.07
1.3
0.5
1.8
0.8
0.01
0.6
0.61
-0.59
0.1
0.7
0.8
-0.6
10.2
6.9
17.1
3.3
0.8
23.6
24.4
-22.8
18.5
0.6
19.1
17.9

0.2
0
0.2
0.2
0.05
0.7
0.75
-0.65
0.07
0
0.07
0.07
0.01
0.9
0.91
-0.89
3.2
2
5.2
1.2
0.1
1.2
1.3
-1.1
14.6
0.6
15.2
14

0
0
0
0
0.2
0.4
0.6
-0.2
0.4
1.8
2.2
-1.4
0.3
0.5
0.8
-0.2
1.7
26.4
28.1
-24.7
0.04
0.8
0.84
-0.76
6
0.4
6.4
5.6

0.4
0
0.4
0.4
0.01
0.03
0.04
-0.02
0.4
0.1
0.5
0.3
0.2
0.1
0.3
0.1
3.2
2
5.2
1.2
0.5
0.3
0.8
0.2
1.4
0.2
1.6
1.2

0.1
0
0.1
0.1
0.3
0
0.3
0.3
0.1
0.1
0.2
0
0.01
0.03
0.04
-0.02
0.6
0.7
1.3
-0.1
0.5
0.5
1
0
2.5
0.1
2.6
2.4

자료: World Atlas Trade 각 연도 자료 인용.

넷째, 북한 전체무역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다.
[그림 6-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1년 북한 전체무역에서 EU와의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14.2%였던 데 반해 이는 2005년 9%로 감소하였고, 2010
년에는 5.5%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감소추세는 무역총액에서뿐만 아니라 수
출액과 수입액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북한의 전체 수출액에서 EU가 차
지하는 비중은 2001년 13.3%에서 2005년 6.6%로 감소하였으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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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9.3%로 다소 증가하였으나 이는 여전히 2001년에 비해 작은 규모
이다. 수입액 역시 2001년 북한의 전체 수입액에서 EU가 차지한 비중은
14.5%였던데 반해, 이는 2005년 10.1%로 감소하였고, 2010에는 3.4%까지
축소되었다. 이처럼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
으로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그림 6-3. 북한의 전체 무역에서 EU와의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
(단위: %)

자료: World Atlas Trade 각 연도 자료 인용.

다섯째, 북․EU 무역 품목은 대체로 식량공급과 관련된 1차 상품의 농산물
보다는 기계, 철강, 화학제품 등 선진기술이 반영된 공산품이 중심이다. 북한
의 대EU 주요 수출품은 △ 광물성연료, 에너지(HS27) △ 편물제 이외의 의
류(HS62) △ 원자로, 보일러, 기계류(HS84) △ 전기기기, TV, VTR(HS85)
△ 무기화합물(HS28) △ 토석류, 소금(HS25)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 원자
로, 보일러, 기계류(HS84) △ 전기기기, TV, VTR(HS85) △ 플라스틱과 그
제품(HS39) △ 광학, 의료, 측정, 검사, 정밀기기(HS90) △ 일반차량(HS87)
△ 철강제품(HS73) △ 의료용품(HS30) △ 광물성연료, 에너지(HS27) △ 산
수목, 꽃(HS06) 등이다. 이러한 북한과 EU 간의 무역품목이 농산품보다 공

207

제6장 북 ‧ EU 경제관계 │

산품 위주인 요인은 양자간 거리와 양자간 기술력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즉 북한과 EU의 무역에서 양자는 지리상 거리가 멀어 농산품 거
래에서 경쟁력이 취약하고, 또한 EU의 일부 국가들은 전자제품, 자동차 생산
등 특정 산업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간 주요
수출․수입 품목은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나. 투자
2000년대 EU의 대북 투자는 다음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표
6-3]에서 보는 바와 같이 EU 전체 대북 투자기업 가운데 2000년대 북한에
투자한 기업은 71.7%를 차지하고 있으며, 1990년대 투자한 기업까지 포함하
면 82.6%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이다. EU의 대북 투자가 1990년대부터 본격
적으로 활성화된 것은 앞에서 언급한 EU의 ‘신(新)아시아 전략’과 일치한다.
즉 EU는 아시아 지역에서의 입지 강화를 위해 아시아 국가들과 무역․투자
규모를 증대하고 있으며, 북한의 대북 투자 현황이 그 실례로 제시된다.
둘째, EU 기업들의 주요 대북 투자분야는 [표 6-4]에서 보는 바와 같이
△ 서비스 △ 제조 △ 자원개발 △ 금융 △ 유통 △ 운송 △ 건설 △ 기타
등이며, 이는 북한의 시장을 선점하고,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며, 풍부한 광

❚ 표 6-3. EU 국가별 대북 투자 시기 ❚
국가
시기

영국 독일

프랑 네덜 이탈 스웨 오스트 덴마 폴란 불가
기타 총계
스 란드 리아 덴
리아
크
드 리아

1990년 이전

-

-

1

1

1

-

-

1991~2000

1

2

-

-

-

1

1

2001~현재

7

6

4

3

3

3

3

기타
(연도미상)

2

-

-

-

1

-

총계

10

8

5

5

4

5

-

1

-

-

4

-

-

-

5

1

1

1

1

33

1

-

-

-

-

4

4

1

2

1

1

46

자료: 조명철 외(2009); 이종서(2008); 배종렬(2008); European Business Association(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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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원을 확보하려는 EU 기업들의 의도가 반영된 처사로 풀이된다. 서비스
업에 진출한 EU 기업은 북한에 진출한 전체 EU 기업 가운데 39.1%로 가
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 내수시장 선점의 의도로 이해된
다. 그 다음으로 높게 진출한 분야는 제조업이다. 전체 북한에 투자한 EU
기업 가운데 30.4%가 제조업 분야에 투자하였으며, 이는 북한의 저렴한 노
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 내포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 다음으로 EU 기
업들이 투자한 분야는 자원개발 분야이며, 이는 투자한 기업 수는 적어도 투
자규모는 다른 분야에 비해 큰 것으로 조사된다. 세계적인 자원개발 회사인
영국의 아미넥스(Aminex)는 2010년 북한과 동해안 원유탐사 프로젝트 계약
을 체결하였다. 영국의 에리콘개발회사 역시 함경남도 대흥광산의 마그네사
이트 생산을 위해 단천지구광업지도국과 4억 유로상당의 투자계약을 체결하
였으며, 스웨덴의 퀸터미나(Qunitermina)사는 승리경소마그네샤공장과 마그
네시아 생산․수출에 대한 투자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외에
도 EU 기업은 금융, 유통, 건설, 운송, 기타 분야에 투자하며 북한과의 사업
범위를 점차 확대해가고 있다.

❚ 표 6-4. EU 국가별 대북 투자 분야 ❚
국가
영국
분야
2
금융
제조
1
자원개발
4
서비스
3
건설
운송
유통
IT
-

-

프랑
스
2
2
1
-

네덜
란드
1
4
-

이탈
리아
1
2
1
-

독일
8
-

스웨 오스트 덴마 폴란 불가
기타 총계
덴
리아
크
드 리아
3
2
2
1
1
14
1
5
1
1
1
18
1
1
1
1
2
1
1

기타
(분야미상)

-

-

-

-

-

-

-

-

1

-

-

1

총계

-

8

5

5

4

5

4

1

2

1

1

46

자료: 조명철 외(2009); 이종서(2008); 배종렬(2008); European Business Association(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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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EU 회원국 가운데 대북 투자를 진행하는 국가들은 무역을 통해 북
한과 경제관계를 유지하는 국가들이 대부분이며, 주요 대북 투자국인 △ 독
일 △ 네덜란드 등은 북한의 대외무역에서도 10위 안에 드는 주요 무역 대
상국이다. 이들의 대북진출은 다른 EU 국가들보다 비교적 먼저 시작되었다.
이 외 주요 대북 투자국에는 영국, 프랑스, 스웨덴,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덴마크, 폴란드, 불가리아 등이 있으며, 이들의 투자분야는 기업의 성격 및
필요, 관심분야에 따라 서비스, 제조, 자원개발, 금융 등 다양하다.

다. 지원
EU의 대북지원은 2000년대 북핵문제 등 역사적 사건에 민감하게 반응하
지 않고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EU의 대북지원은 △ 식량지원 △ 의약품․
의료기구 지원 △ 취약계층 지원 △ 생수공급 및 보건의료 사업 △ 응급지원
등 인도주의적 형태로 추진되었으며, EU의 대북지원은 단순한 물품공급에서
점차 역량강화를 통한 자급자족 능력 향상을 유도하는 차원으로 변화되었다.
EU는 유엔 산하기구, ECHO, 적십자사 등 다양한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서 뿐만 아니라 개별국 차원에서도 다양한 대북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다.
2000년대 EU의 대북지원 현황을 간단히 살펴보면, 첫째 2000년대 EU의
대북지원은 유럽연합 집행기관(EC: European Commission)과 일부 국가들
에 의해 추진되었다. EC의 대북지원은 [표 6-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2
년부터 2007년까지 진행되었으며, 지원액은 해마다 차이를 보인다. 개별국
차원에서 살펴보면 △ 스웨덴 △ 이탈리아 △ 독일 △ 영국 △ 오스트리아
△ 네덜란드 △ 덴마크 △ 헝가리 △ 룩셈부르크 △ 프랑스 △ 사이프러스
△ 그리스 △ 체코 등이 EU 회원국 가운데 주요 대북지원 국가로 분류된다.
또한 이들의 지원액은 EC와 유사하게 해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 둘째,
EU 회원국 중 가장 많은 대북지원을 실시한 나라는 스웨덴과 독일이며, 이
들은 매년 북한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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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5. EC 및 EU의 대북지원 규모(2001~10년) ❚
(단위: 백만 미국달러)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

15.5

16.3

30.5

15.9

10.5

5.4

-

-

-

EU 회원국

19.3

12.4

22.0

33.0

14.7

8.5

17.1

19.5

15.5

2.5

-스웨덴

2.8

3.0

4.5

11.4

5.0

5.0

4.5

4.2

13.7

0.9

-독일

5.1

4.7

4.9

8.0

7.8

1.3

5.2

5.6

0.2

0.8

-이탈리아

7.1

0.2

6.9

5.0

-

-

3.8

4.8

1.2

0.4

-영국

2.0

1.7

-

1.8

-

-

2.3

-

-

-

-덴마크

1.9

1.5

2.3

1.9

0.02

1.6

0.2

1.7

-

-

-네덜란드

0.1

0.7

3.0

1.5

1.3

0.6

0.7

2.0

-

-

-룩셈부르크

-

0.6

0.4

0.9

0.6

-

0.4

0.3

0.4

-

-프랑스

-

-

-

0.6

-

-

-

0.7

-

0.4

0.3

-

-

0.9

-

-

-

-

-

-

-그리스

-

-

-

0.4

-

-

-

-

-

-

-오스트리아

-

-

-

0.4

-

-

-

-

-

-

-체코

-

-

-

0.1

-

-

-

0.2

-

-

-헝가리

-

-

-

0.1

-

-

-

-

-

-

구분
EC

-사이프러스

자료: Financial Tracking Secretive. 각 연도 자료 인용.

4. 성과와 문제점
2000년대 북한과 EU의 관계에서 도출된 주요 성과는 크게 세 가지로 정
리된다. 첫째, EU와의 외교관계에서 북한은 2000년대 27개 EU 회원국 가
운데 9개 국가와 수교관계를 맺었으며, 이들은 모두가 서유럽 선진국들이라
는 공통점을 갖는다. 북한과 EU 회원국 간의 수교는 1990년대를 전후로 중
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표 6-6]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0년대 이전 북한
과 수교를 맺은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이 구(舊)사회주의 국가이거나 중립국
이었으며, 수교시기도 모두가 1970년대 이전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EU가
신아시아 전략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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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하면서 북한의 유럽국들과의 수교도 급격히 활발해졌다. 1990년대 북한
과 수교를 맺은 유럽 국가들은 모두 6개 국가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사
이프러스,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체코가 이에 속한다.162) 북한과 유럽 국
가들과의 수교는 2000년대 서유럽 선진국들과의 관계로까지 확대되었으며,
27개 회원국 중 이탈리아,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 독일, 룩셈부르
크, 그리스, 아일랜드 9개 회원국이 이 시기 북한과 수교를 맺었다.

❚ 표 6-6. EU 회원국과 북한의 수교 현황 ❚
수교시기

1940년대

1970년대

1990년대

국가

수교일자

폴란드

1948.10.16

수교시기

국가

수교일자

슬로베니아

1992.09.18

루마니아

1948.11.3

슬로바키아

1993.01.01

헝가리

1948.11.11

체코

1993.01.01

불가리아

1948.11.29.

이탈리아

2000.01.04

몰타

1971.12.20

스웨덴

1973.04.07

핀란드

1973.06.01

덴마크

1973.07.17

오스트리아

1974.12.17

포르투갈

1975.04.15

1990년대

2000년대

영국

2000.12.12

벨기에

2001.01.12

네덜란드

2001.01.15

스페인

2001.02.07

독일

2001.03.01
2001.03.05

라투아니아

1991.09.15

룩셈부르크

라트비아

1991.09.25

그리스

2001.03.08

사이프러스

1991.12.23

아일랜드

2003.12.10

자료: The National Committee on North Korea(2011, August).

둘째, 2000년대 북한과 EU 간 꾸준히 지속된 경제협력은 또 다른 성과로
지적된다. 북한의 대EU 경제협력은 북핵문제로 인해 국제사회의 제재조치가
작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표 6-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감행한 직후 2007년 양자

162) The National Committee on North Korea(2011, Aug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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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무역은 국제사회 제재에 영향을 받아 전년대비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이
는 거래중단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았으며, 이후 다시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북한의 대EU 무역수지는 [표 6-7]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1년
부터 2000년대 초까지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이루었으나, 이는 2000년대 중
반 흑자로 전환되었다. 이와 함께 EU 회원국들의 대북 투자 역시 2000년대
들어 급격히 활성화되었다. [표 6-3]에서 보는 바와 같이 EU 회원국들의 전
체 대북한 투자 중 84% 이상이 2000년대 이루어졌다. 이처럼 꾸준히 지속
된 양자간 경제협력과 북한의 무역구조 변화, EU 회원국들의 대북 투자 증
대 등 2000년대 발생한 일련의 변화들은 이 시기 북한과 EU 회원국 간의
외교관계 개선 및 EU의 ‘신아시아 전략’ 추진에 따른 성과로 평가된다.
셋째, 북한과 EU 간 지속된 대화채널은 이 시기 양자관계에서 거둔 주
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EU는 미국이나 일본 등 국제사회의 일부 국가들과
달리 정경분리 원칙을 바탕으로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을 계속해 왔다.

❚ 표 6-7. 북한․EU 무역구조 변화 추이: 1990년대 vs. 2000년대 ❚
(단위: 미화 백만 달러)

연도

북․EU 수출 북․EU 수입 무역수지

1991

119

147

1992

173

1993

117

1994

115

1995

92

1996

110

연도 북․EU 수출 북․EU 수입

무역수지

-28

2001

86.1

235.4

-149.3

159

14

2002

75.8

290.4

-214.6

176

-59

2003

74.8

265.7

-190.9

202

-87

2004

145.2

175.8

-30.6

216

-124

2005

66.3

202.2

-135.9

223

-103

2006

195.7

157.4

38.3

1997

99

229

-130

2007

86.9

78.6

8.3

1998

130

224

-94

2008

152.6

144.4

8.2

1999

127

168

-41

2009

70.7

100.1

-29.4

2000

140

183

-43

2010

139.9

91.2

48.7

자료: 1991년부터 1999년까지 자료: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Yearbook, 재인용: 조명철 외
(2000). pp. 217~233;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자료: World Trade Atlas 각 연도 자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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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미국이나 일본의 대북지원은 양자간 정치․외교 상황에 민감히 영향을
받아 변화가 심했던 데 반해, EU의 대북지원은 환경적 요인을 뛰어넘어 인
도주의적 차원에서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EU 집행부는 2006년 12월 북한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대북지원 계획을 발
표하였으며, 2007년 대북지원 예산으로 800만 유로를 책정하였다. 이에 대
해 북한은 EU가 북한에 현실적인 도움을 주고 있으며, 북한에 대해 깊은 이
해를 보여주었다고 논평하였다.163) 이러한 EU의 안정적인 대북지원은 양자
간 대화채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중요한 창구로 작용하였다. 2000년대
북한은 유럽 국가들과의 외교관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유럽 국가들의 정부
기관, 협회, 민간기관 대표․관계자들과의 교류기회를 증대하였다. 실례로
2001년 5월 페라손 스웨덴 수상과 산드윅(Sandvik AB), 볼보(Volvo), 아틀
라스 코프스(Atlas Copco AB) 회사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스웨덴 무역사절
단이 북한을 방문했다.164) 그 뒤 같은 해 10월에는 영국 정부기관, 협회 및
민간기업 관계자로 구성된 영국 무역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하였으며, 방문기
간 동안 북한은 영국 대표단에게 △ 광물자원 개발투자 △ 전력, 가스, 도로
등 인프라시설 투자 △ 폐광처리를 위한 영국기업의 경험 전수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다.165) 2002년 2월에는 북한 경제사절단이 스웨덴과 핀란드를
방문하였으며, 2004년 6월에는 독일문화원이 평양에 개원하였다.166) 2004년
8월부터 10월까지 6주 동안 스위스에서는 스위스 비영리 독립기관인
CASIN(Center for Applied Studies in Int’l Negotiation)이 북한정부 당국
자들을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04년 12월에는 북한과 터키
간 경제협력 협정이 체결되었다.167) 2006년 6월에는 오스트리아 6개 기업관

163) KOTRA(2006. 12. 20).
164) KOTRA(2001. 5. 8).
165) KOTRA(2001. 10. 31).
166) KOTR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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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자로 구성된 오스트리아 민간경제사절단이 북한 대외무역부 초청으로 평양
을 방문하였다.168) 2008년 12월에는 12명의 북한 에너지 사절단이 북유럽
을 방문하여 노르딕 재생에너지 센터를 방문하고, 오슬로 근교의 수력 발전
시설과 스웨덴 말모(Malmo), 룬드(Lund)지역의 풍력발전 시설을 시찰하였
으며, 에너지 워크숍에도 참가하였다.169) 2008년 12월에는 네덜란드 컨설팅
사가 주도하는 유럽 대북무역사절단이 북한을 방문하였고, 2011년 10월에는
평양에 프랑스 협력사무소가 개설되었다.170) 이처럼 EU의 지속적인 대북지
원은 북한과 EU 간의 교류를 이어주고 주요 수단이 되어왔을 뿐만 아니라
양자간 협력범위도 다양화, 구체화시키는 도구로 작용하였다. 이는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내에서 EU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해왔을 뿐만 아
니라 국제사회에서 한반도에 대한 EU의 영향력을 증가시키는 기회로 작용
하였다.
북한과 EU 간 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
째, 북핵문제는 북한과 EU국가 간의 대외무역을 축소하고, EU의 대북 투자
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핵문제는 국제사회의 대북한 경제제재
를 불러왔고, 이는 북한의 무역대상 및 범위를 축소시켜 북한의 무역규모를
축소시켰다. 특히 국제사회의 대북한 경제제재는 북한의 무역대상을 편중시
켜 북한의 대중의존도를 높이는 부정적 결과를 야기하였다. 이와 함께 북한
의 핵문제로 인한 한반도의 정치․안보 불안은 EU 회원국들의 대북 투자를
주저하게 하는 제약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실례로 2007년 3월 스위스의 마사
이 신발회사(Masai Barefoot Technology) 생산총책임자인 마쿠스 바토렛
(Markus Bartholet)은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일행과 함께 개성공단을 방

167) KOTRA(2002).
168) KOTRA(2006).
169) KOTRA(2008).
170) KOTRA(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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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하면서 개성공단에 대한 투자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방문 후 바토렛 책임
자는 개성공단 내 북한노동자 숙련도가 매우 높고, 임금 수준도 베트남이나
중국 등 주변국에 비해 낮으며, 북한이 제공하는 다양한 조세감면 혜택 등은
투자자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하지만 예측 불가능한 북한 당국의 결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생산중단․제품공급중단 가능성, 정치적 위험성, 경제
제재로 인한 원산지 문제로 인한 수출판로의 제약 등은 개성공단에 대한 투
자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라고 평가하였다.171) 외국투자자의 시각에서 상당
수의 한국기업들이 입주해 제품을 생산하는 개성공단도 다양한 투자위험 요
소로 인해 투자가 망설여지는 곳으로 평가된다면 북한 내부에 대한 직접투
자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EU가 추진하는 신아시아 전략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데 한계
를 갖고 있다. 구체적으로 EU가 신아시아 전략을 통해 북한에 강력히 요청
하는 사안은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이다. 그러나 이는 북한정권의 체제유지
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즉 주민에 대한 강력한 통제와 억압을 통해
사회와 현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김정일 정권에게 북한 주민에 대한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하고, 이들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라는 EU의 요구는 북한 체제
에서는 용납되기 어려운 사항으로 분류된다. 특히 인권문제에 있어 EU는 강
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타협이 가능한 유동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
다면 인권부분에서 양자간 충돌은 예상되는 일이다. 따라서 현재의 인권문제
와 관련한 EU의 기조와 대북정책 방향이 현실상황을 반영한 유동적이고 실
제적인 형태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양자간 충돌은 불가피하며, 이는 향후 양
자간 관계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사안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171) KOTRA(2007).

216│ 북한의 대외경제 10년 평가(2001~10년)

5. 향후 전망 및 과제
가. 전망
북한과 EU 간의 관계는 크게 정치․외교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 기타 사
회적 측면으로 나누어 전망할 수 있다. 첫째, 양자간 정치․외교적 측면은 북
한의 핵문제와 연관하여 예측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북핵문제가 실제적인
해결구도에 진입하기 전까지 EU의 강경한 입장은 변화되지 않을 것으로 예
상된다. EU는 북한의 핵문제를 비단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닌 유럽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제3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국제사회는 북한에 한층 강화된 경제제재를 적용할 것
이 예상되며, EU는 국제사회 결정에 적극 찬성ㆍ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
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EU는 북한의 핵문제를 국제사회의
문제로 인식하기 때문에 북․미 양자회담 형태가 아닌 6자회담 틀 내에서 해
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되며, EU는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미국과의 정치․외교협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북한과 EU 간의 경제협력은 지속되어도 양자간 경제협력은 북핵문
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현재와 비슷하거나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핵문제가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거나 악화된다면, 북한과 EU 간 무역
은 현재수준을 유지하거나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EU의 대북 투자는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급격한 증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지
원은 핵문제와 별도로 지속될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그 규모는 현재와 비슷
하거나 북한의 식량 및 경제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과 EU 간 무역거래는 IT 또는 선진기술이 반영된 분야를 중심으로 추
진될 것으로 기대되며, 북한 전체 무역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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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거나 또는 다소 감소할 것이 예상된다. 이는 북한과 중국 간 경제협력
이 나선․황금평 개발을 계기로 탄력을 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북한의 대중
의존도는 한층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한편 EU의 대북 투자는
한반도 내 정치․안보 불안요소가 제거되고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철회되어
투자기업들의 수출입 활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기 전까지 EU 기업들의 대
북 투자는 현재보다 크게 활성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기대된다. EU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북한의 핵문제와 별도로 꾸준히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북핵문제가 해결구도에 진입하고 이에 따른 다양한 변화가 가시화된
다면 북한과 EU 간 경제협력은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특히
EU의 대북 투자 및 경제지원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의 핵문제가 6자회담 틀 내에서 해결되면 국제사회의 제재철회로 인해
북한과 EU 간 무역규모가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EU의 대북 투자 역시
정치적 위험요소와 수출입 제약요인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급속히 증대될 것
으로 예상된다. EU의 대북 투자는 특히 북한의 자원개발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 기대되며, 이 외에도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는 제조업과
에너지, IT․선진기술 교류 분야 등을 중심으로 양자간 활발한 교류가 진행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EU의 대북 투자는 북한의 인프라시설 구축 및 산
업성장을 유도하는 방향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 예상되며, 이는 북한
의 핵 포기에 따른 경제적 보상의 일환으로 추진될 것이다. 대북지원 규모역
시 현재보다 높아질 것이 예상되며, 지원형태도 응급지원(Emergent Support)
형태에서 단기, 중장기적 전략을 갖고 체계적으로 진행될 것이 예상된다. 특
히 지원 성격은 1회성 지원에서 북한의 자립능력을 강화하는 형태로 전환될
것이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북한과 EU는 근본적인 의견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서로가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 별도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
는다면 의견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북한에 대해 인권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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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꾸준히 요구할 것이며, 이에 대해 북한은 협상을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EU는 북한에 대한 인권개선 요구가 현실적 변화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국
제사회에 다양한 대북제재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양자관계를 냉각
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이 EU의 인권개선 요구를 정권유지
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인식한다면, EU의 인권개선 요구는 북한과 EU 간의
관계단절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나. 과제
북핵문제와 인권문제는 북한과 EU의 협력관계가 한층 확대되고 발전하기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등장한다. 첫째, 북핵문제는 북한과 EU 간 정
치․외교․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된다.
북한에게 있어 핵은 국가존립 및 체제유지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작용해왔
다. 이와는 반대로 EU 회원국들에 북한의 핵은 회원국들의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인식되어왔다. 북한의 핵은 EU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모든 회원국
들에게 자신들의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인식되어왔다. 이처럼 핵에 대한
북한과 국제사회 회원국들 간의 시각차는 북핵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북한과 국제사회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며,
그중 EU는 국제사회와 북한과의 협상에서 중간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북한은 핵문제를 북․미 관계에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닌 6자회담 틀 내에서 해결하겠다는 태도변화를 보일 수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은 6자회담에 복귀해야 할 것이며,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도 북한은 능
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특히 6자회담 참가국들뿐만 아니라 EU 회원국들
과 핵문제에 대한 의견을 꾸준히 교환하여 타협점을 모색해가는 노력이 필
요하다. 타협점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EU는 북한과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국제사회와 북한과의 대화를 활성화시키는 중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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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또한 EU는 북한에게 핵이 체제유지와 직결된 민감한 사안임을 이해
하고 양자간 외교조약을 체결하는 등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실제적인 대
응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한국 정부는 주변국이 북한의 핵
문제를 북한만의 문제가 아닌 한반도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도록 이들을 교
육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EU가 한국의 입장을 지지
하는 동맹국으로 작용하도록 EU와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노력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둘째, EU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강경하게 접근하면서 조속한 변화를
요구하기 보다는 탄력적이고 유동적인 태도로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한
국정부는 EU의 입장변화를 위해 이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할 수 있다. EU는
북한에 요구하는 조속한 인권개선이 북한과의 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는 사
안임을 이해하고 접근전략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
해 탄력적이고 유동적인 형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정부
는 EU가 북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EU
가 대북 인권정책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EU를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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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북‧동남아 경제관계
임수호

1. 문제제기
오늘날 북한의 대외경제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는 두말할것도 없이 중
국과 한국이다. 2010년 남북 경제협력을 포함한 북한의 전체 대외무역에서
이 두 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88%(중국 57%, 한국 31%)로 거의 90%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나머지 12%의 대외교역을 100여 개 국가가 나눠가지고
있는데, 그나마 러시아(1.8%), 인도(1%), 독일(1%), 태국(0.8%), 싱가포르
(0.8%), 방글라데시(0.6%) 정도를 제외하면 나머지 국가들은 무시해도 좋을
정도의 비중만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 글의 관심 지역인 동남아시아 국가
들172)을 모두 합치더라도 그 비중은 2% 정도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북한과 동남아 국가의 경제관계가 항상 이렇게 초라했던 것은 아

172) 이 글에서 말하는 동남아시아 국가는 브루나이, 미얀마, 캄보디아, 동티모르,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
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11개국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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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2000~06년의 기간 동안 동남아는 남북 경제협력을 포함한 북한의 전
체 대외무역에서 항상 10~12%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교역 파트너였다.
그러던 것이 2006년 10월 핵실험에 따른 대북제재에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이 동참하면서 2007년부터 냉각기가 조성되고 있을 따름이다. 또한
북-동남아 무역과 달리 북․중 경제협력과 남․북 경제협력은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증가한 것도 동남아의 비중이 감소한 주요 원인으로 분석
된다. 따라서 향후 핵문제 등 외교적 리스크가 완화되면 북한과 동남아 사이
의 경제협력은 다시 확대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하겠다.
사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동남아는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경제협력 파트너
일 것이다. 이는 비단 동남아와의 경제협력 강화가 김일성의 유훈이라서가
아니다. 동남아는 식량, 에너지, 원자재 등이 풍부한데다 상대적으로 공업화
가 덜 된 지역이어서 북한 입장에서는 경공업 제품이나 광물자원 등을 수출
하고 대신 식량, 에너지, 원자재를 수입하기에 적격이다. 거리도 가깝고 냉전
시기부터 외교관계가 잘 다져진 지역이라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한다. 대(對)
한국, 대(對)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경제협력을 다변화하기 위해서도 동남아
는 포기하기 어려운 지역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기대와 달리 북-동남아 경제협력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도 수두룩하다. 무엇보다 핵문제를 비롯한 외교적 리스크가 적절하게 관
리되어야 할 것이고, 점점 발전되어가는 동남아 국가들에 비해 북한의 경제
적 낙후가 지속되고 있어 북한이 경쟁력 있는 수출상품을 개발하기도 쉽지
않다는 한계도 있다. 또한 무역을 넘어 투자협력까지 발전되기 위해서는 북
한의 인프라 확충과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2001~10년 동안 북한과 동남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진행된
경제협력의 내용을 주로 무역 데이터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에 기초해서 북ㆍ동남아 경제협력의 성과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향후 전망
과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먼저 2절에서는 탈냉전기 북한의 대(對)동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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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의 맥락에서 북ㆍ동남아 무역관계의 전개양상을 분석한 다음, 태국
과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경제협력의 현황과 특징을 분석한다. 가능한 한도
내에서 태국과 싱가포르의 대북 투자 내역도 간략히 살펴볼 것이다. 무역 데
이터는 KOTRA에서 매년 발간하는 북한의 대외무역동향을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3절에서는 북ㆍ동남아 경제협력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한다. 여기
서는 주로 대동남아 무역이 특정 국가에 집중되고 있는 문제와 북한의 대동
남아 수출의 한계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4절에
서는 북ㆍ동남아 경제관계의 전망과 발전과제를 간략히 짚어본다.

2. 북ㆍ동남아 경제관계 평가
가. 전개과정 및 정책변화
냉전시기 북한의 대외경제관계는 소련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형제국가들’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동남아시아는 경제 파트너로서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173) 예컨대 1990년 당시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소련이
차지한 비중이 53%, 소련과 중국 두 나라가 차지한 비중이 65%였던 반면
동남아 10개국의 비중은 5.2%에 불과하였다.174) 물론 북한은 중소분쟁이
시작된 이래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제3세계 국가들과의 남남협조를 일관되게

173) 물론 북한은 1970년대 초, 중반에는 과도한 對사회주의권 의존을 극복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자본주
의 및 제3세계 나라들과의 경제협력을 강조하기도 했으나 경제능력을 뛰어넘는 차관도입으로 외채
상환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곧 다시 ‘사회주의 형제국가들’과의 경제협력에 의존하는 정책으로 돌아
서게 된다. 김일성은 1985년 6월 6일 외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사회주의시장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
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사회주의나라들은 대외경제관계를 발전시키는데서 형제나라들과의 경제기
술적 협조를 강화하며 사회주의시장을 잘 이용하는데 선차적인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친선과 선린
관계에 기초하고 있는 사회주의시장은 자본주의시장에 비할 바 없이 안전하고 공고하며 여기에서는
장기적인 협정과 계약에 따라 경제 교류와 협조가 이루어집니다.” 김일성, ｢꾸바 국내통신사 사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김일성저작집, p. 39.
174) KOTRA, 1990~2000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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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했지만, 그 방점은 경제협력보다는 외교공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국제무대에서 한국과 미국을 견제하고 이른바 ‘통일의 국제혁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진영외교 차원에서 남남협조를 주창했던 것이다.175)
그러나 탈냉전과 함께 심각한 경제위기가 도래하면서 북한은 동남아의 경
제적 가치에 주목하게 된다. 주지하듯이 냉전시기 북한은 소위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노선’에 따라 ‘자체의 자원과 기술로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기
본’으로 하되, ‘부족하거나 뒤떨어진 물건과 기술은 국제교류를 통해 해결’하
는 무역정책을 추진하였다.176) 이에 따라 북한은 사회주의 국제분업 시스템
인 코메콘(COMECON: 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에 가
입하지 않았으며,177) 그 결과 동구 사회주의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은 무역
의존도를 자랑하였다.178) 그러나 아무리 자력갱생을 추구하더라도 원유나 코
크스 등 자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핵심 원자재는 소련과 중국 등에서 수입할
수밖에 없었는데, 냉전시기에는 ‘사회주의 우호가격(대체로 국제시세의 절반
가격)’과 바터무역-청산결제방식이 적용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179) 그
런데 냉전 해체와 함께 소련은 1991년 1월부터, 중국은 1993년 1월부터 대
(對)사회주의국가 수출품에 대해서도 우호가격 및 바터무역-청산결제 적용을
중단하고 모든 수출품에 대해 국제시세에 따른 경화(달러) 결제를 요구하였
다.180) 달러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북한은 원유와 코크스 등 핵심 원자재

175) 홍규덕(1994); 박성관(2003), pp. 239~245.
176) 김일성,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자｣, 사회주의경제관리
문제에 대하여, p. 7.
177) 주요 사회주의 국가들 중에서 코메콘에 불참한 나라는 북한, 중국, 유고 등을 꼽을 수 있다.
178) 예컨대 1978년 당시 불가리아, 헝가리, 동독,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 등 동구 사회주의국가들의 수
출의존도(수출/국민소득×100)는 각기 40, 54, 30, 31, 17, 29를 기록했으나, 북한은 10에 불과했다.
양문수(2001), 북한경제의 구조, 서울대출판부, p. 294.
179) 냉전시대 사회주의국가들 사이의 무역은 경화결제를 동반하지 않는 바터무역이 기본이었고, 바터무
역으로 해소되지 않는 불균형분에 대해서만 매년 청산결제 방식으로 경화결제가 동반되었다. 따라
서 사회주의국가들은 물자 수입을 위해 경화를 축적해야 할 필요성이 낮았다.
180) 그러나 중국의 경우에는 일반무역이 아닌 변경무역에 대해서는 경화결제를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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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입할 수 없었고, 이들 핵심 원자재 공급이 중단되자 계획경제라는 국가
단위 단일 생산시스템에서 그 첫머리에 해당하는 기초자재 생산공장들의 가
동이 중단되었으며, 결과적으로 국가 전체의 생산이 사실상 일시에 중단되는
(공장 가동률 20%)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요컨대 에너지난, 식량난, 자
재난 등으로 표현되는 북한 경제위기의 가장 밑바닥에는 국제무역시스템의
급작스런 변화에 따른 외화난이 놓여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달러를 확보해야 했고, 이
를 위해서는 수출 가능한 제품을 중심으로 무역과 생산체계를 전면적으로
재편해야 했다. 북한이 1992년 2월 무역제일주의의 모토 아래 ‘새로운 무역
체계’, 즉 생산-수출의 유기적 연계를 표방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었다.181)
한마디로 ‘새로운 무역체계’란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내다팔자는 것이고, 이를 위해 걸림돌로 작용하던 생산 및 무역 관리체계를
새롭게 조정한 것이었다. 원래 자립적 민족경제노선에서는 무역이 생산에 종
속되어야 하지만, 새로운 무역체계에서는 외화벌이를 위해 생산이 무역에 종
속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어떤 나라들을 상대로 어떤 상품들을 수출할 생각이었을
까? 탈냉전 직후만 하더라도 북한은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제3세계 국가들보
다는 서방 자본주의국가들을 무역상대국으로 상정하고 있었던 듯하다. 예컨대
김일성은 1991년 11월 경제부문 간부들에게 “세계 사회주의시장이 없어진
상황에서 세계 자본주의 시장에 대담하게 진출하며 대외무역에서 전환”을 일
으켜야 한다며,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경제관계 확대를 촉구하였다. 제품
으로는 기차 컨테이너․바퀴․차축, 지하자원을 가공한 2차 가공품(특히 내화

다. 또한 1996년부터 북한에 대해 우호가격제를 부활시켰다는 설이 있으나, 대상품목이나 가격 등
자세한 것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181) ｢대외무역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킬 데 대한 결정｣, 민주조선 (1992. 2. 26); 리신효, ｢새로운
무역체계의 본질적 특성과 우월성｣, 경제연구(1992년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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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돌), 인삼․녹용을 비롯한 약재 및 그 가공품, 샘물․모래․석재, 여타 비금
속광물 등을 적시하였다. 김일성은 이런 제품들만 팔아도 한 해에 ‘몇 백억
달러’를 벌 수 있다고 자신감을 피력하기도 했다.182) 김정일 역시 1991년 10
월 전국과학자대회에 보낸 서한에서 선진과학기술의 도입을 촉구하고, 과학기
술 분야에서 앞선 나라들과의 폭넓은 교류, 협력을 강조하였다.183)
그러나 이러한 자신감은 얼마가지 않아 좌절되고 만다. 우선 무엇보다 북
한의 가공품들은 너무도 조잡하여 선진 자본주의시장에서는 수요를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또한 미국, 유럽 등 주요 서방국가들은 북한에 대해 고
율의 관세나 수입쿼터 부과를 통해 경제제재를 가하고 있었다.184) 따라서
섬유나 의류 위탁가공을 제외하면 북한의 실제 수출 제품은 농수산물이나
광산물 등 자연 채취물과 부가가치가 낮은 단순 가공품이 대부분을 차지했
고,185) 이러한 제품에 대해 수요가 있고 제재로부터도 비교적 자유로운 한
국, 일본, 중국, 그리고 제3세계 개발도상국들이 주요 수출 대상국으로 부각
되었다.186) 특히 제3세계 중에서도 동남아시아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는데, 이
는 거리가 가까울 뿐 아니라 북한에게 절실했던 천연자원과 식량이 풍부하
여 값싸게 수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었다. 냉전시기 이념외
교의 대상이었던 동남아시아가가 이제는 자원외교의 대상으로 인식되기 시작

182) 김일성, ｢변화된 환경에 맞게 대외무역을 발전시킬 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183) 김정일, ｢과학기술 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김정일선집.
184) 미국은 북한제품에 대해 정상교역국가 제품 대비 수십 배의 고율관세를 부과하고 건별 수입승인제
도를 운영하고 있다. EU는 관세장벽은 없으나 북한산 섬유 및 의류에 대해 수입쿼터 혹은 사실상
수입금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조명철 외(2005), 제4장 참고.
185) 이원복 외(2001), p. 221; 이두원(2001), pp. 213~214.
186) 한국은 1989년부터 남북교역을 민족내부거래로 규정하고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일본은 북한산제
품에 대해 국정세율을 적용하여 여타 개발도상국 상품보다는 관세를 높게 메기고 있으나 1990년대
초반 당시 북한의 대(對)일본 수출품은 대부분 일본에서 위탁한 섬유․의류 가공품이거나 송이버섯
등 일본에서 인기가 있는 특산물이었다는 점에서 고관세의 부담은 높지 않았다. 일본이 북한에 본
격적으로 제재를 가하기 시작하는 것은 2002년 이후부터이다. 중국은 북한산 제품에 대해 차별을
두고 있지 않으며, 변경무역의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부과하고 단속도 느슨하게 적용해왔다. 이 때문
에 1990년대 북․중 간 변경무역이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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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다.
이러한 정책변화와 관련하여 김일성은 1994년 7월 6일에 개최된 경제간
부 회의에서 그 사정을 비교적 솔직하게 설명하고 있다. “사회주의 시장이
없어진 조건에서 우리가 경제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하려면 대외무역의 방향
을 전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나라들과는 당장 무역을 대대적으로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 나라들은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우리나
라와의 무역에 적극 나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3세계 나라들은 미국의 눈치
를 보지 않습니다. 제3세계 나라들은 중공업 제품보다 경공업 제품을 더 많
이 요구합니다. 우리가 경공업을 발전시켜 질 좋은 경공업 제품을 많이 생산
하면 이 나라들과 무역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3세계 나라
들과 무역을 잘하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원유와, 코크스, 생고무, 종려기
름, 소금 같은 것을 사올 수 있습니다. 대담하게 대외무역 방향을 동남아시아
나라들, 중근동 나라들, 아프리카 나라들을 비롯한 제3세계 나라들에 돌려야
합니다. 특히 지리적으로 가까운 동남아시아 시장에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경공업제품을 많이 생산하여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 팔
고 그 나라들에서 우리나라에 필요한 원료, 자재를 사와야 합니다.”187)
주지하듯이 이 회의는 김일성이 주재한 마지막 회의였기 때문에 여기서
제시된 지시들은 ‘수령의 유훈’으로 간주되어 지금까지도 북한에서 가장 중
요한 정책지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對)동남아 무역확대는 김일성의
가장 중요한 경제유훈 중 하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 회의 직후 북한은
1995년부터 ‘고난의 행군’으로 표현되는 미증유의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에 실제 김일성의 경제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조직화된 노력
은 김정일 정권이 공식출범한 이후인 1999년부터 시작됐다고 봐야할 것이다.

187) 이 외에도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를 더 지목했으나 이 나라들은 동남아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제외했다. 김일성,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 전환을 일으킬 데 대하여: 경
제부문 책임일군협의회에서 한 결론｣, 김일성저작집, 4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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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차원에서 1999년 1월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발표한 담화는 특별한 의
미를 갖는다. 여기서 북한은 “앞으로도 자주, 평화, 친선에 기초해 우리에게
우호적인 모든 국가들, 특히 지역적으로 가까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관계증
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천명했던 것이다.188)
탈냉전기 북한의 대(對)동남아 외교는 냉전시기 사회주의국가군에 속했던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비동맹국가군에 속했던 인도네시아, 말레
이시아, 싱가포르, 그리고 친미․친서방 자본주의 국가로 분류되었던 태국,
필리핀까지를 포괄하는 전방위 외교였다. 북한은 1999년 1월 브루나이,
2000년 7월 필리핀과 수교하여 1983년 아웅산 테러로 국교가 단절된 미얀
마를 제외한 모든 동남아 국가들과 국교를 정상화하고, 그에 힘입어 2000년
7월에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도 가입하였다. 이후 북한은 동남아 국
가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양자 및 다자 외교활동을 전개하였고, 2007년에
는 미얀마와도 국교를 회복하였다.189)
그런데 탈냉전기 북한의 대(對)동남아 외교는 냉전시기와 달리 정치안보적
이익보다는 경제적 이익을 겨냥한 실리외교의 성격이 강했다. 즉 정치적, 이
념적 동질감보다는 심각한 경제난을 감안하여 동남아의 풍부한 식량 및 에너
지자원을 겨냥하는 외교를 전개했던 것이다. 이는 뒤에서 살펴보듯이, 탈냉전
기 북한의 대(對)동남아 경제협력이 사회주의적 유대감이나 비동맹세력으로서
의 유대감이 강했던 나라들보다 친미․친서방적 성향이 강했던 태국 및 싱가
포르를 중심으로 전개되어온 것을 봐도 잘 알 수 있다.190) 참고로 2000년대
북한의 대(對)동남아 경제외교의 주요 성과를 정리하면 [표 7-1]과 같다.

188) 재인용: 박성관, ｢북한의 대동남아 외교변화｣, p. 248.
189) 자세한 내용은 안동욱(2009), pp. 38~66 참고.
190) 냉전시기 싱가포르는 비동맹국가에 속했으나 친미․친서방적 성향이 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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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1. 2000년대 북한의 대동남아 경제외교 주요 성과 ❚
국가

일시

말레이시아

2000

인도네시아

2000

태국

2002

말레이시아

2002

베트남

2007

캄보디아

2007

싱가포르

2008

내용
투자보호협정
팜오일 구상무역 양해각서
투자 장려․보호, 투자관련 최혜국대우, 손실보상,
분쟁해결 등에 관한 협정
투자협력협정,
바터무역에 의한 쌀수입 대금 지급 협의
문화교류와 관광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우주 및 정보기술 상호협력 양해각서
2008-2010년도 문화․예술․과학․교육 교류계획서
농업과학기술분야 협조에 관한 양해각서
투자 장려․보호에 관한 협정
해상운수에 관한 협정
기술원조 양해각서

자료: 안동욱(2009); 박성관(2003).

북한의 대(對)동남아 경제외교는 2000년을 기점으로 큰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한다. 물론 여기에는 1999년부터 북한 경제가 플러스 성장세로 돌아서
고 생산이 부분적으로 정상화되면서 수입수요 및 수출여력이 증가한 것과도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 그림 7-1. 북한의 경제성장률 및 수출입 추이 ❚

자료: 한국은행; KOTRA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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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1999년 당시만 하더라도 남․북 경제협력을
포함한 북한의 전체 대외무역에서 동남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5.6%에 불과했
으나, 2000년에는 11.8%로 뛰어올랐고,191) 뒤에서 살펴보듯이 이러한 추세
는 2006년까지 지속되었다.
2000년 이후 북한의 대(對)동남아 무역은 크게 세 개의 시기로 구분이 가
능하다. 첫째는 2000~04년까지의 시기로서 북한의 대(對)동남아 무역이 금
액과 비중(남․북 경제협력을 포함한 전체무역에서 동남아가 차지하는 비중)
면에서 모두 점진적으로 증가하던 시기이다. 둘째는 2005~06년의 시기로 무
역액 성장률이 둔화된 가운데, 비중이 감소하는 시기이다. 세 번째는 2007
년~현재의 시기로서 무역액과 비중이 모두 급락하는 시기이다. 즉 2000~10
년 북한의 대(對)동남아 무역은 금액과 비중 면에서 모두 점진적인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금액은 2006년을 정점으로 2007년부터 급감하고, 비중은 2004
년을 정점으로 2006년까지 서서히 하락하다가 2007년부터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으로 분
석된다.

❚ 그림 7-2. 북한의 대동남아 무역 추이 ❚

자료: KOTRA(각 연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을 참고하여 작성.

191) KOTRA, 1990~2000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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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2005~06년 동안 대(對)동남아 교역액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북
한의 전체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감소한 것은 이 시기부터 개성
공단 가동 및 동북3성 본격개발에 따라 남북 경제협력 및 북․중 무역 금액
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둘째, 2007년부터 대(對)동남아 교역액과 비중이 모두 급락하는 것은 남
북 경제협력 및 북․중 경제협력의 급증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2006년 10
월 북한의 핵실험에 따라 동년 10월 14일부터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제재
1718호가 가해지면서 동남아 국가들이 대북교역을 감축했기 때문으로 분석
된다. 특히 그간 북한의 대(對)동남아 교역액의 70~80%를 차지해온 태국이
안보리 대북제재에 동참한 것이 결정적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192) 반면
2009년의 일시적인 소폭 감소를 제외하면 남북 경제협력 및 북․중 무역액
은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가했다.

❚ 그림 7-3. 북한의 대주요국 무역과 비중 추이 ❚

자료: KOTRA(각 연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을 참고하여 작성.

192) 태국 정부는 2006년 11월 14일 대북제재 참여를 공식 발표했다. 동아일보 (2006. 11. 15). 미국은
대북제재가 실효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한국, 중국, 일본과 함께 태국의 동참이 중요하다고 보고 대
북제재 조정관의 아시아순방 시 반드시 태국을 들러 제재이행을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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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로 살펴보면, 북한의 대(對)동남아 수출은 금액과 비중 모두에서
2006년을 정점으로 2007년부터 가파르게 하락하는 형태가 관찰되고 있다.
이는 2003~06년의 기간 북한의 대(對)동남아 수출액이 대남 및 대(對)중국
수출액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역시 핵실험에
따른 대북제재의 여파로 2007년부터 북한의 대(對)동남아 수출은 급락하고

❚ 그림 7-4. 북한의 대동남아 수출 추이(좌측) 및 수입 추이(우측) ❚

자료: KOTRA(각 연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을 참고하여 작성.

❚ 그림 7-5. 북한의 대주요국 수출증가율(좌측) 및 수입증가율(우측) ❚

자료: KOTRA(각 연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을 참고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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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다. 반면 북한의 대(對)동남아 수입은 금액 면에서는 2004~06년을 정점으
로 2007년부터 빠르게 감소하는 반면 비중은 2004년을 정점으로 가파르게
하락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2004~06년 북한의 대(對)동남아 수입
은 정체됐으나 대남, 대(對)중국 수입은 급증했기 때문이며, 2007년 이후의
급락은 이러한 추세에 더해 태국 등 동남아 국가들이 대북 경제제재에 동참
한 결과로 분석된다.

나. 경제협력 현황 및 특징
경제협력을 투자와 무역으로 구분할 때, 북한과 동남아시아 국가 간의 투
자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고 투자국 역시 태국과 싱가포르에 국한되어 있다.
이는 상당수 국가가 대북 투자내역을 비공개로 처리하기 때문이기도 하지
만,193) 현실적으로 정치적 리스크와 인프라 부족을 감안할 때 북한 지역이
투자지로서 매력이 없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이유일 것이다.
현재까지 구체적 내역이 알려진 동남아국가의 대북 투자는 3건이 전부이
다. 우선 2001년 싱가포르 맥스그로 홀딩스 사(Maxgro Holdings Ltd.)가
오동나무 조림사업을 위해 2,300만 달러를 투자하여 북한 무역성과 함께 코
막스팔로니아(Evergreen Kormax Paulownia Ltd.)라는 합영회사를 세웠다.
이 사업에서 맥스그로 홀딩스 사의 지분은 70%로서 오동나무 800만 그루의
조림권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음으로 2004년 싱가포르 주도의
아시아투자그룹이 오스트리아제 중고 광산설비를 도입하여 함흥 인근의 광산
개발에 투자한 사례가 있다. 이 사업을 위해 아시아투자그룹은 북한 군부의
흥성무역회사와 함께 금산합영회사를 설립하였다.

193) KOTRA(2006. 3), p. 2.

233

제7장 북 ‧ 동남아 경제관계 │

❚ 표 7-2. 나진선봉특구 주요국별 실투자액 현황 추정(1993~2003년) ❚
순위

국가

1993~1997

1998~2003

합계(천 달러)

비중(%)

1

홍콩

18,448

53,885

72,333

44.5

2

중국

13,283

31,462

44,745

27.5

3

태국

10,000

16,880

26,880

16.5

4

네덜란드

7,855

-

7,855

4.8

5

일본(조총련 포함)

5,387

514

5,901

3.6
1.3

6

대만

-

2,096

2,096

7

호주

-

1,310

1,310

0.8

8

싱가포르

760

249

1,009

0.6

9

영국

342

-

342

0.2

10

32

-

32

0.0

투자액 합계(A)

56,107

106,396

162,503

100

투자건수(B)

75

74

149

-

건별 평균투자액(A/B)

748

1,438

1,091

-

베트남

자료: 배종렬, ｢북한의 외자도입 현황과 과제｣, 수은북한경제(2005년 겨울호).

마지막으로 태국 록슬리 퍼시픽(Loxley Pacific)이 북한의 조선체신회사와
함께 합영회사를 설립하여 정보통신 서비스사업에 투자한 사례가 있다. 록슬
리는 1995~97년의 기간 동안 1,000만 달러, 1998~2003년의 기간 동안
1,700만 달러를 투자하여 70%의 지분과 2021년까지 영업권을 확보했다. 록
슬리는 1998년 나진선봉특구를 시작으로 2002년부터는 평양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도 2세대 휴대전화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2004년 용천역 폭발사고
이후 북한 당국이 내국인 대상 휴대전화 서비스를 금지하면서 사실상 투자
자본을 회수하지 못하고 2007년 9월 철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후 북
한은 록슬리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선셋’이라는 외국인 대상 휴대전화 서비
스를 제공해왔으나 2010년 말 폐쇄했다.194) 이 외에도 구체적 내역은 알 수
없으나 싱가포르와 베트남이 나진선봉특구에 소액을 투자한 적이 있는 것으

194) 북한은 2008년 이집트 오라스콤 텔레콤의 투자를 받아 동년 12월부터 내국인에게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1년 9월 현재 가입자가 60만 명을 넘어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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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알려지고 있다.195)
한편 북한의 대(對)동남아 무역 역시 대부분 태국, 싱가포르 2개국에 집중
되어 있고, 기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가 일정한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이
다. 이외에도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이 일부 북한과 교역을 했거
나 하고 있으나 금액이나 비중 면에서 무시해도 좋은 수준이다.196) 특이한
점은 20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의 대(對)동남아 무역에서 태
국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2008년부터는 싱가포르의 비중이 매우 높
아져서 2010년 현재는 태국과 싱가포르가 비슷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사실이
다. 그러나 이는 북한의 수입대상국에서 양국의 비중 변화를 반영한 것이지
수출대상국에서의 비중 변화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2008년을 기점으로
북한의 첫 번째 수입대상국은 태국에서 싱가포르로 바뀌었으나, 수출에서는
여전히 태국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 그림 7-6. 북한의 대동남아 무역에서 주요국 비중 ❚
(단위: %)

자료: KOTRA(각 연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을 참고하여 작성.

195) 배종렬(2008), pp. 51~52; KOTRA 외(2006), pp. 27~35 참고.
196) 북․동남아 간에는 정상적인 무역 이외에도 방산물자를 비롯한 불법거래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추정되고 있으나 믿을 수 있는 통계수치를 확보하기 어려워 이 글에서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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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7. 북한의 대동남아 수출에서 주요국 비중 ❚
(단위: %)

자료: KOTRA(각 연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을 참고하여 작성.

❚ 그림 7-8. 북한의 대동남아 수출에서 주요국 비중 ❚
(단위: %)

자료: KOTRA(각 연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을 참고하여 작성.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게도 북한의 대(對)동남아 무역액의
대부분이 수입액이기 때문이다. [표 7-3]에서 볼 수 있듯이, 매년 수입액은
수출액의 3~10배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0~10년의 기간 동안 북한은
대(對)동남아 무역에서 매년 평균 1.7억 달러의 적자를 내고 있다.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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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기간 누적적자는 19억 달러에 달하고 있는데, 이 중 절반가량인 10억 달
러를 태국, 7.4억 달러를 싱가포르와의 무역에서 내는 형편이다.
한편 과거에는 비중이 매우 낮았던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비중이 증
가하는 것도 특징이다. 이는 대북경제제재에 참여하는 태국을 대신하여 싱가
포르와 함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가 부분적으로 공백을 메우고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북․태국 무역액이 급감한데 따른 상대적 비중의
변화일 뿐 의미 있는 무역규모의 증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싱가포
르의 경우 2008년을 제외하면 대북 무역금액은 오히려 과거수준보다 약간
감소한 수준이며,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대북무역 금액은 주기적으로
등락을 거듭해왔기 때문이다. 다만 수출의 경우에는 대(對)인도네시아 수출
증가세가 두드러지기는 하지만 여전히 북한의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은 0.3%로 미미한 수준이다.

❚ 표 7-3. 북한의 대동남아 주요국 무역수지 ❚
(단위: 백만 달러)

수출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말레이시아 1.81
싱가포르

2.88

인도네시아 1.73
태국
동남아
수입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19.52

1.10 0.23

0.25

3.05 0.80

1.15

2.11

0.42

3.07

24.10 44.62 50.71

0.11

0.37

0.46

0.93

1.66

0.20

-

1.60

6.74

6.56

1.03

0.33

1.86

0.72

6.75

8.70

7.95

7.64

7.77

0.38

2.68

90.80 123.51 147.33 36.20

29.00 14.02 21.53

25.98 30.37 48.72 52.52 100.51 139.32 158.91 43.90 38.94

23.72 30.02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0.75 17.08

4.36

7.17

46.25 112.30 83.03 60.07

인도네시아 20.41

3.51

1.70

2.36

20.49 18.05

10.91

1.47

54.77 73.30 60.05 54.65 120.02 55.39

47.78

3.49

6.61

7.46
7.13

8.06 17.54
0.43

6.96

8.03 11.82

태국

188.30 105.96 171.97 203.61 239.09 205.67 226.92 192.47 47.77 30.27 29.76

동남아

256.81 239.64 262.42 273.57 318.04 303.73 301.77 255.62 192.31 104.60 92.27

237

제7장 북 ‧ 동남아 경제관계 │

❚ 표 7-3. 계속 ❚
합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56 18.18

4.59

7.41 20.60

49.12 115.35 83.82 61.22

인도네시아 22.13 5.62

4.77

2.78

18.42

7.93

8.99

19.20 11.11

1.47

56.38 80.03 66.61 55.67 120.36 57.25 48.50
10.23 15.31

7.50

3.11

14.91 15.67 19.59

태국

207.82 130.06 216.58 254.32 329.89 329.18 374.25 228.67 76.77 44.29 51.29

동남아

282.79 270.00 311.14 326.09 418.55 443.06 460.68 299.51 231.25 128.32 122.29

수지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말레이시아

1.06 -15.98 -4.13

-6.92 -20.38 -17.68 -7.00

-7.13 -15.89 -10.71 -1.47

싱가포르 -43.37 -109.3 -82.23 -58.92 -53.17 -66.56 -53.48 -53.62 -119.7 -53.53 -47.06
인도네시아 -18.68 -1.40

1.38

-1.94

3.26

2.10 -6.75

2.25

0.99 -0.38

-4.04

태국

-168.8 -81.87 -127.4 -152.9 -148.3 -82.15 -79.59 -156.3 -18.77 -16.26 -8.23

동남아

-230.8 -209.3 -213.7 -221.1 -217.5 -164.4 -142.9 -211.7 -153.4 -80.87 -62.25

자료: KOTRA(각 연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을 참고하여 작성.

그렇다면 북한과 동남아 사이의 주요 수출입 물자는 어떤 것일까? 이하에
서는 태국과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품목별(HS 기준)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
다.197) 먼저 2001~10년의 기간 동안 북한의 대(對)태국 수출품을 살펴보면,
전기기기와 그 부품, 보일러/기계류, 유기화합물, 철강 및 철강제품, 플라스틱
과 그 제품, 동과 그 제품, 알루미늄과 그 제품 등이 순서대로 꾸준히 주요
수출품목에 등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제품은 모두 2005~06년을
정점으로 이후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역시 대북제재의
여파로 파악된다. 그러나 2010년 들어 미약하나마 대(對)태국 수출이 다소
증가하고 있는 경향도 관찰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표 7-4]에서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2006년 귀석․반귀석․귀
금속 수출과 2002/04년 광물성 연료․에너지 수출이 그것이다. 2006년 귀
석․반귀석․귀금속 수출이 반짝 증가한 것은 2005년 미국의 방코델타아시
아은행(BDA: Banco Delta Asia) 금융제재에 따라 외화수급에 큰 어려움을

197) 이하 품목별 데이터는 KOTRA(각 연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중에서 HS별 데이터가 있는 연도에
만 국한한다. 태국은 2000, 2008년, 싱가포르는 2000, 2006, 2010년 데이터가 누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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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으면서 고육지책으로 금(27.3백만 달러)과 은(8.3백만 달러)을 태국에 대
량 수출했기 때문이다. 또한 2002년과 2004년 광물성 연료․에너지 수출이
반짝 증가한 것은 북한이 중계무역 형태로 태국에 정제유를 수출했기 때문
으로 추정된다.
❚ 표 7-4. 북한의 대태국 주요 수출품 ❚
순위 H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품목
2001 2002
전기기기와
1.9 1.8
85
그 부품
보일러․
84
1.4 5.2
기계류
29 유기화합물 1.0 3.0
72
철강
3.3 1.7
귀석․반귀
71
0.0
석․귀금속
플라스틱과
39
1.5 3.7
그 제품
광물성연료
27
0.0 21.0
․에너지
동과
74
0.8
0.6
그 제품
48 지와 판지
알루미늄과
0.3
0.1
76
그 제품
인조필라멘
54
0.7 0.3
트섬유
73 철강제품
0.3 0.6
광학․의료
90
3.4
0.7
․정밀기기
인조스테이
55
0.3
플섬유
28 무기화합물 0.5 0.7
비금속제
82
4.0 0.0
공구
고무와
40
0.5 0.7
그 제품
3
어패류
0.4
수출총액
24.1 44.6

(단위: 백만 달러,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9 2010 합계 비중(%)
11.2 34.5 28.4

8.2

2.9

2.7

3.0 94.5

17.1

13.0 29.1

6.7

1.2

1.6 83.0

15.0

4.1
1.2

4.3 15.0 22.6
2.8 22.4 7.8

0.3
3.7

0.4
4.0

3.7 54.4
3.9 50.8

9.8
9.2

1.5

-

-

0.2 0.4

0.0 37.8

6.8

5.5

3.6

9.0

9.4

4.1

-

-

36.8

6.7

0.0

13.6

0.1

-

-

-

-

34.7

6.3

0.9

2.3

3.5 10.4

0.7 0.0

3.7 23.0

4.2

-

3.9

2.6

2.4

6.2

-

-

15.2

2.7

0.7

2.8

6.2

1.4

1.0

0.4

0.7

13.7

2.5

1.1

2.3 4.2

3.1

0.2

-

-

11.9

2.1

2.5

-

-

4.1

1.6 0.4

1.5 11.1

2.0

0.9

-

-

1.8 1.4

-

-

8.1

1.5

0.5

0.2

3.3 2.6

0.2

0.5

0.0

7.6

1.4

0.1

0.4

1.6

0.8

1.1 0.3

0.2

5.7

1.0

0.1

-

-

-

-

-

4.1

0.7

0.5

-

-

1.0

0.8 0.6

0.1

4.1

0.7

14.6 10.1

35.6

-

0.2 1.3
1.1 0.8
50.7 90.8 123.5 147.3 36.2 14.0

3.8
0.7
21.5 552.8 100.0

주: 2008년은 데이터가 없어 제외.
자료: KOTRA(각 연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을 참고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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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01~09년 북한의 대(對)싱가포르 수출을 살펴보면, 금액이 워낙 소
액인데다 어패류를 제외하면 그나마 꾸준히 수출되는 품목을 찾아보기가 힘
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006년 데이터가 없기는 하지만 2006년 이
전에 비해 2007년 이후에는 수출 품목 자체도 크게 줄어든 것을 알 수 있
다. 이는 양국 사이의 경제발전정도가 워낙 크기 때문에 마땅한 수출물자가
없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흥미로운 것은 2001~09년 대(對)싱가포르 수출의
60% 가량이 2001년과 특히 2005년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2001년의
경우에는 시계와 아연괴의 반짝 수출로 인한 현상이지만, 2005년은 모든 품
목에서 소액이나마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대(對)태
국 수출과 달리 대(對)싱가포르 수출은 대북제재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 표 7-5. 북한의 대싱가포르 주요 수출품 ❚
순위 HS
1
3
2 29
3
4
5
6
7
8
9
10
11
12
13

품목
2001 2002 2003 2004 2005
어패류
0.1 0.1 0.8 1.7
유기화합물
0.1
0.1
0.3 0.1 1.5
전기기기와
0.0 0.1 0.1 0.7
85
그 부품
72
철강
0.0 1.4
1.1
- 0.0
79 아연과 그 제품
0.6
15 동식물성유지
시계
0.9 91
철강제품
0.1 0.1 0.2 0.1
73
귀석․반귀석․
0.1 0.1 0.1
71
귀금속
0.3
17 당류․설탕과자 84 보일러․기계류 플라스틱과
39
0.0 0.1
0.0 0.1
그 제품
담배
0.1 0.1
24
수출총계
3.1
0.8 1.2 1.6 6.7

주: 2006년, 2010년은 데이터가 없어 제외.
자료: KOTRA(각 연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을 참고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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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 달러, %)
2007 2008 2009 합계 비중(%)
0.3
0.2
0.4
3.6
21.5
2.1
12.7
-

0.0

1.1

2.0

12.0

0.5

0.0
-

0.3
-

1.4
1.2
1.0
0.9
0.8

8.4
7.0
5.9
5.2
4.8

-

-

-

0.3

1.6

0.2

-

-

0.3
0.2

1.6
1.3

-

-

-

0.1

0.9

1.0

0.3

1.9

0.1
16.6

0.8
100.0

다음으로 북한의 대(對)태국 수입을 살펴보면, 역시 곡물(쌀)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보일러․기계류, 전기기기와 그 부품, 고무와 그
제품, 당류․설탕과자, 어패류, 광물성 연료․에너지, 면․면사․면직물, 플라
스틱과 그 제품 순서로 수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9년부터 보
일러․기계류, 어패류의 수입실적이 없으며, 광물성 연료․에너지, 면․면
사․면직물 역시 2006년부터 수입실적이 없다. 곡물수입 역시 2008년부터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이는 북한의 미지급 수입대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고 있는데다 대북제재까지 겹쳐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된다. [표 7-3]
에서 보듯이, 2000~10년의 기간 동안 북한의 대(對)태국 무역적자는 10억
달러에 달하는데, 무역적자의 누적에도 불구하고 대(對)태국무역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상당부분 양국간 정치적 상호이해가 작동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핵실험으로 태국이 대북제재에 동참하면서 이러한 ‘정치적 결제’ 기
능이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대(對)태국 무역을 중시한 이유가 쌀과
에너지자원 확보였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핵실험 이후 북-태국 경제협력은 매
우 심각한 위기국면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7-6. 북한의 대태국 주요 수입품 ❚
순위 HS
1

품목

10

곡물

2

84

보일러․
기계류

3

85

전기기기와
그 부품

4

40

5

(단위: 백만 달러,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9 2010 합계 비중(%)
1.2 32.3 17.6 42.0
6.1

27.0

10.0 64.4 44.7 30.0

0.1 74.3

-

0.2 194.6

13.8

-

188.2

13.4

26.4

6.7

-

13.4 19.4 29.1

35.3 25.8 39.0

5.2

0.1

1.9 169.1

12.0

고무와
그 제품

3.3

4.9

9.6

3.5

6.8

1.9 108.1

7.7

17

당류․
설탕과자

6.2

6.3

10.2

8.7 11.2

5.2

5.3 19.5

9.9

82.4

5.9

6

3

어패류

11.7

9.7

7.1

6.2

5.4

6.8

4.5

-

-

51.4

3.7

7

광물성
27
연료․에너지

0.0

17.7 10.6 21.1

0.5

-

-

-

-

49.9

3.6

7.8

36.7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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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6. 계속 ❚
순위 HS

품목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9 2010 합계 비중(%)

8

52

면․면사․
면직물

7.0

13.0

2.5

6.6

9

39

플라스틱과
그 제품

8.7

2.2

4.1

6.7

9.8 10.3

10

80

주석과
그 제품

-

-

-

4.8

8.6

11

76

알루미늄과
그 제품

-

0.4

0.4

2.7

4.1

12

55

인조스테이플
섬유

3.8

6.7

2.2

4.0

4.2

3.2

13

74 동과 그 제품

14

51

양모․수모

15

16

16
17

17.0

-

-

-

-

46.1

3.3

3.1

0.3

1.0

46.1

3.3

12.9 12.0

-

-

38.5

2.7

12.4 16.1

-

-

36.2

2.6

3.4

1.2

4.4

33.2

2.4

0.9

0.7

3.4

11.3 13.0

2.8

-

-

32.0

2.3

7.4 12.7

3.7

4.4

3.4

-

-

-

-

31.6

2.3

육․어류
조제품

9.4

7.4

3.2

-

-

1.9

1.6

-

-

23.6

1.7

44

목재․목탄

1.1

0.7

0.5

3.6

10.2

3.2

-

-

22.7

1.6

29

유기화합물

2.0

4.0

7.4

0.5

-

-

-

-

22.6

1.6

수입총액

3.4
8.6

106.0 172.0 203.6 239.1 205.7 226.9 192.5 30.3

29.8 1,405.7 100.0

주: 1) 2008년은 데이터가 없어 제외.
2) 곡물의 경우 태국에서 구입된 한국의 대북지원물량이 포함.
자료: KOTRA(각 연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을 참고하여 작성.

마지막으로 북한의 대(對)싱가포르 수입은 담배와 광물성 연료․에너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기타 HS 미분류품목의 비중도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다. 대(對)태국 수입과 비교해보면, 싱가포르가 광물성 연료․에
너지 수입에서 태국을 대체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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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7. 북한의 대싱가포르 주요 수입품 ❚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HS

품목

2001 2002 2003 2004 2005 2007 2008 2009 합계 비중(%)
8.4

6.5 16.0 14.9

26.5 17.3 25.1 28.8 143.4

23.4

1

24

담배

2

27

광물성
연료․에너지

3

98

미분류 품목
(우표및기타제품)

5.2

4

48

지와 판지

0.8

5

84

보일러․기계류

10.7

9.4

4.1

4.6

4.8

-

-

-

33.6

5.5

6

15

동식물성 유지

5.6

0.9

6.6

6.2

3.3

-

-

-

22.5

3.7

7

56

워딩․부직포

0.2

0.8

1.4

2.8

2.6

3.4

3.4

16.4

2.7

8

22

음료․주류․
식초

0.6

3.4

7.3

1.3

1.4

-

-

-

14.0

2.3

9

85

전기기기와
그 부품

2.6

2.0

1.4

1.6

2.0

-

-

-

9.6

1.6

10

76

알루미늄과
그 제품

1.2

-

-

1.1

1.0 1.1

2.8

1.8

9.0

1.5

11

39

플라스틱과
그 제품

1.3

1.3

0.8

-

1.1

1.0

6.3

1.0

수입총계

41.7 39.6

3.0

-

41.6

0.1 126.4

20.6

5.7

7.8 11.1 14.7 22.4 30.0

8.8 105.8

17.2

2.8

3.9

8.8 44.2

7.2

4.8

1.8

-

112.3 83.0 60.1 54.8

-

0.4

7.6 6.8

0.7

8.7

73.3 54.7 120.0 55.4 613.5 100.0

주: 2006년, 2010년은 데이터가 없어 제외.
자료: KOTRA(각 연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을 참고하여 작성.

3. 성과와 문제점
앞서 지적했듯이, 북한이 동남아와의 교역을 통해 우선적으로 기대한 것은
식량과 에너지를 값싸게 도입하는 것이었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2000년대
들어 북한은 매년 태국으로부터 10만~30만 톤 가량의 식량을 수입했는데,
이는 해당 년도 전체 수입 및 지원물량의 10~56%에 해당하는 큰 물량이었
다. 이는 태국으로부터의 곡물도입이 북한의 식량난 완화에 상당한 기여를
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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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8. 2000년대 북한의 곡물 도입량 ❚
(단위: 백만 톤)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중국

23.8

28.3

43.6

21.9

34.9

시리아

6.1

-

0.5

-

-

태국
(비중: %)

28.4
(0.0) (23.2)

20.0
9.5
(0.0) (19.9) (11.7)

2005

2006

9.0

32.7

-

-

18.4
10.0
(31.7) (11.6)

-

-

-

일본

-

10.6

50.0

-

-

-

-

EU

2.0

4.0

2.2

-

1.0

0.3

1.5

기타 수입
및 국제지원

75.1

51.2

43.7

58.6

30.4

40.4

총계

107.0

122.5

140.0

100.5

58.1

86.0

캐나다

5.1

30.4
80.9

-

2007

2008

7.9

13.6

-

-

-

0.2
21.2
(2.0) (55.9)

1.4
(5.0)

1.4

-

11.9

0.1

-

-

-

2.0

-

-

-

1.9

3.0

12.9

10.0

37.9

28.2

주: 1) 중국, 시리아, 태국, 캐나다, 일본, EU 항목은 상업적 수입에 국한.
2) 여타 국가로부터의 상업적 수입이나 한국 등 국제사회 지원은 기타 수입 및 국제지원 항목에 포함.
자료: KOTRA, 2008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p. 23.

❚ 표 7-9. 2000년대 북한의 원유 도입량 ❚
(단위: 백만 톤)
2007 2008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중국

31.7

38.9

57.9

47.2

57.4

53.2

52.3

52.4

52.3

태국

-

-

-

-

-

8.1

-

-

-

-

리비아

-

-

-

-

-

-

-

-

-

-

예맨

-

-

-

-

-

-

-

-

-

-

이란

-

-

-

-

-

-

-

-

-

-

러시아

-

-

-

12.5

-

-

-

-

-

-

52.9

시리아

-

-

-

-

-

-

-

-

-

-

총계

31.7

38.9

57.9

59.7

57.4

61.3

52.3

52.4

52.3

52.9

자료: KOTRA, 2008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p. 21.

반면 동남아에서의 에너지 도입은 전무하다. [표 7-6]과 [표 7-7]에 보면,
북한은 매년 태국이나 싱가포르로부터 광물성 연료/에너지(HS27류)를 수입하
고 있으나 이는 원유(HS2709)가 아니라 코크스 등 석탄조제품(HS2704)이나
등유나 경유, 윤활유 등 석유조제품(HS2710)이다. 따라서 에너지난 완화와는
크게 관련이 없다. [표 7-9]에서 보면, 2004년에 태국에서 8.1만 톤의 원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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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 역시 원유정제 위탁가공에 따라 도입된
것이어서 북한의 에너지난 완화에 기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198)
북한-동남아 경제협력에서 현상적으로 가장 두드러지는 문제점은 특정 국
가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과 적자무역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북한의 대(對)동남아 교역에서 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80%에 육박하는 실
정이고, 최근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와의 교역 비중이 늘어나고
있으나 이는 2007년 이후 태국과의 무역이 감소한데 따른 상대적 비중 변화
일 뿐이다. 특히 대(對)동남아 수출에서 태국의 비중은 여전히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그런데 태국은 동남아 국가 중에서도 친미, 친서방 성향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교역에 따른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높은 나라이다. 이는 핵실험 이후 태국이 대북제재에 동참하면서 대(對)
동남아 교역규모가 급격히 감소한 데서도 잘 드러난다.
구조적으로 보다 큰 문제는 무역적자이다. 앞서 [표 7-3]에서 살펴보았듯
이 2000년대 북한의 대(對)동남아 무역적자 누적액은 19억 달러199)에 육박
하고 있는데, 이는 2009년 북한 GNI 기준으로 볼 때200) 8.5%에 해당하는
큰 액수이다.201) [그림 7-9]에서 보면 2008년부터 대(對)동남아 무역적자폭
이 빠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대북제재에 따라 대(對)동
남아 수입 자체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지 수출입구조가 개선되었기 때문은
아닌 것이다.

198) KOTRA, 2008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p. 21.
199) 태국 10억 달러, 싱가포르 7.4억 달러, 말레이시아 1억 달러, 인도네시아 0.2억 달러.
200) 2009년 현재 224억 달러.
201) 참고로 같은 기간 북한의 대(對)중국 무역적자 누적액은 67억 달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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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9. 북한의 국가별 대동남아 무역적자 추이 ❚

자료: KOTRA(각 연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을 참고하여 작성.

당연한 이야기지만 적자무역이 지속되고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 것은
북한이 부가가치가 높고 경쟁력 있는 수출품을 개발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대(對)동남아 교역만이 아니라 북한의 대외교역 전반에서 나타나
는 문제이기도 할 것이다.202) [표 7-4]에서 살펴보면 북한의 대(對)태국 수
출품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전기기기와 그 부품, 보일러․기계류로 나타나
고 있는데, 이 제품들의 비중이 1, 2위를 차지하게 된 것은 2004년과 2005
년 TV 브라운관 수출(전기기기와 그 부품), 2006년 컴퓨터 부품(보일러․기
계류) 수출이 반짝 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산업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는 태국 세관이 남북한을 혼동하여 기록하거나 보고했기 때문에 발
생한 오류일 가능성이 높다.203) 따라서 현재 북한의 대(對)태국 수출품은 여

202) 2000년대 들어 북한의 산업이 어느 정도 재건된 것으로 보이나, 수출경쟁력 확보에는 크게 기여를
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북한의 수출경쟁력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경공업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자본재가 도입되어야 하는데, 북한의 자본재 도입 중 산업용 자본재 수입의 비중은 낮은
편이다. 이에 따라 북한의 값싼 임금을 활용한 경쟁력 있는 수출품이 나오지 못하고 여전히 자연
채취물 수출이나 임가공 등 부가가치가 낮은 교역이 주요 외화획득원이 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김석진(200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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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10. ASEAN4의 대한․중․일 무역보완도 ❚
1996(A)

1998

2000

2003(B)

변화(B-A)

한국

0.465

0.314

0.522

0.620

0.155

중국

0.443

0.457

0.572

0.687

0.245

일본

0.591

0.488

0.529

0.634

0.043

주: ASEAN4: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자료: 신승관(2005), pp. 20~21.

전히 광산물이나 그 가공품, 기타 단순 가공품 등 부가가치가 낮은 품목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고 보인다. 다시 말해서 2000년대에 들어서도 1990년대
당시의 수출품목에서 별다른 개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북한과 태국의 무역보완도204)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서도 잘 드러난다. 1996년 당시 북․태국의 무역보완도는 0.62로 계산되었
는데,205) 필자가 2001~10년을 대상으로 계산해 본 결과 0.65로 나타났
다.206) 0.65의 수치 자체는 그렇게 낮은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지난 10년
간 보완도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산업구조 개선 등 수출
경쟁력 개선을 위한 내부적 노력이 거의 경주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
다. 이는 한국, 일본, 중국의 대(對)동남아 무역보완도가 빠르게 개선되는 것
과 대조적이라 하겠다.

203) 김석진(2007), p. 52, 58.
204) 무역보완도는 어떤 나라의 수출구조와 교역상대국의 수입구조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1에 가까울수록 보완도가 높고 0에 가까울수록 보완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무역보완도의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Cij =

′ 


∥∥∥∥

․Cij : 수출 i 국의 수입 j 국에 대한 무역보완도 지수
․Xi : i 국 수출의 품목별 비중벡터, X'i : Xi 의 전치행렬
․Mj : j 국 수입의 품목별 비중벡터
․∥∥ : i국 수출의 품목별 비중벡터의 내적 제곱근
․∥∥ : j국 수입의 품목별 비중벡터의 내적 제곱근
205) 이두원(2001), pp. 215~216.
206) 2001~10년 북한과 태국 간 품목별(HS 기준) 수출입액을 합산하여 계산했다. 한편 같은 기간 북한
과 싱가포르 사이의 무역의존도 0.05로 수출입구조의 보완도가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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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전망 및 과제
최근 북한의 대외경제전략을 둘러싸고 다양한 전망이 개진되고 있다. 한
편에서는 중국의존형 발전전략으로 완전히 회귀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다른 한편에서는 북한의 대(對)중국 밀착이 가속화되고 있기는 하지
만 아직 전통적인 등거리전략을 포기했다고 보기에는 이르다는 시각도 제시
되고 있다. 오히려 현재의 대(對)중국 밀착은 중국과 한국, 나아가 중국, 러
시아, 한국, 미국, 일본을 상대로 하는 전방위 등거리전략 구도를 실현시키기
위한 전술적 우회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207) 그렇다면 이러한 구도들
하에서 향후 북한과 동남아 사이의 경제협력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앞으로 북한의 대(對)중국, 대(對)러시아 경제협력이 확대되고, 남․북 경
제협력 역시 일시적인 우여곡절은 있겠으나 장기적으로 발전해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전반적 대외경제협력에서 동남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북한 입장에서는 동남아를 완
전히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우선, 식량 및 에너지 등 전략물자 확보
루트의 다변화라는 관점에서 동남아는 여전히 중요한 경제협력 대상으로 남
을 것이다. 냉전시기 북한은 핵심 전략물자를 중국과 러시아에 의존했다가
탈냉전과 함께 경제적 붕괴에 직면했던 경험이 있다. 현재 아무리 중국, 러
시아, 한국과의 경제협력이 강화된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이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리스크에 대한 안전장치로서 대(對)동남아 경제협력을 확대
시키고자 할 것이다.
다음으로 수출대상국의 관점에서도 동남아는 여전히 중요한 지역이다. 앞
으로 북한경제가 재건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상당 기간 동안
은 북한산 경공업 제품의 수요처는 동남아나 서남아 등 지리적으로 가깝고

207) 자세한 내용은 임수호, 최명해(2010. 1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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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덜 발전된 나라에서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은 북한에 대해 관세․비관세 장벽을 운영하는데다 북한산 저품질․
저가 상품에 대한 수요도 낮기 때문이다. 한국과 중국은 무역장벽은 없지만,
특구가 아닌 북한 내지에서 만들어낸 상품이 수요처를 발견하기 어려운 곳
이기는 마찬가지이다. 북한의 물류능력을 감안하더라도 동남아는 잠재적으로
매력적인 수출대상지역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북한의 희망사항이다. 향후 북한과 동남아 사이
의 경제협력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장애물들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우선 핵문제를 비롯한 외교적 리스크가 적절히 관리되어야 한다. 앞서도 수
차례 지적했듯이 현재 북한과 동남아 사이의 경제협력을 가로막는 가장 직
접적인 이슈는 북핵문제이다. 오늘날 미국과 중국이 동남아시아를 두고 영향
력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 미국의 대(對)동남아 영향
력은 지속될 것이다. 특히 태국과 싱가포르 등은 전통적은 친미적 성향이 강
하기 때문에 이들의 대북 경제협력은 미국의 대북정책에 상당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북핵문제를 비롯해서 대미관계, 대일관계에서 관계 개선이 이
루어지지 않으면 북․동남아 경제협력은 더 이상 진척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둘째, 수출입구조가 개선되어야 한다. 북핵문제와 함께 북․동남아 교역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직접적 원인은 채무이다. 그런데 현재와 같은 적자무역
구조 하에서는 북한의 미결제 수입대금은 점점 더 쌓여갈 수밖에 없다. 현재
까지 북한은 이 문제를 방산물자 제공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해결해온 것으
로 보이나 이는 현재와 같은 대북감시체제 하에서 앞으로는 가능하지도 않
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따라서 결국 북한 당국 스스로가 부가가치가 높고 경
쟁력 있는 수출 제품을 발굴해내는 방법밖에 해결책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수출산업 육성과 이를 위한 자본투자, 다시 말해서 기존의 중공업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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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에서 경공업 우선발전으로, 자립적 민족경제에서 수출주도 경제로의 발
전전략의 수정이 요구된다.
결국 여타 국가들과의 대외경제협력과 마찬가지로 동남아와의 경제협력
역시 향후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북한 당국이 핵문제 해결과
개혁․개방에 보다 전향적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향후 김정일 시대가 마
감되고 김정일․김정은 시대, 혹은 김정은 시대가 개막되면 새로운 정책적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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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북‧러 경제관계
홍익표

1. 문제제기
1990년대 초반 구소련의 붕괴와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 한․러 관계의
급진전 등으로 북․러 관계는 소원해졌다. 이는 경제분야에도 반영되어 양국
경제관계는 1990년대에 지속적으로 위축, 감소되었다. 그러나 푸틴정부가 미
국 주도의 일극패권체제를 다극화로 견제하고 유럽 및 중국 등 지역 강대국
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강대국으로서의 영향력 확보와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실용주의적 전방위 외교정책으로 선회하자,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도 남한편향정책에서 남북한 균형정책으로 바뀌었다. 이로 인해
러시아는 실질적 경제협력과 관계증진을 통한 국익 추구와 한반도 문제 논
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푸틴 이후 러시아의 대북정책에서 적극성을 찾아볼 수 있는 분야는
경제협력과 북핵 6자회담이다. 러시아는 경제적‧안보적 이익 때문에 특히 삼
각경제협력에 관심이 많다. 대표적으로 철의 실크로드, 가스 파이프라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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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공급 라인 등을 들 수 있다.208)
2011년 8월 북․러 정상회담이 9년만에 개최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
상회담을 통해 구체적인 협력사업에 대한 합의 여부를 떠나 양국관계 복원
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상징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상회담 이후
8월 25일자 로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일 위원장은 연설문을 통해 “북․러
친선의 역사와 전통을 계속 심화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우리 두 나라 인민의
이익에 전적으로 부합되며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데서
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라며 양국관계의 발전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정상
회담에서 지난 2000년 평양에서 조인된 ‘북․러 공동선언’과 2001년 ‘북․
러 모스크바선언’ 그리고 ‘북․러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 등에 기
초하여 양국간 협력관계의 확대․강화를 강조한 점도 주목된다. 북․러 양국
은 지난 2000~02년에 세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정치․안보․경제 등 다양
한 분야에서 양국간의 포괄적 협력 강화를 문서상으로 약속한 바 있다. 이와
같은 합의는 1990년대 초반 구소련의 붕괴와 함께 해체된 양국관계를 탈냉
전 시기의 동북아정세와 양국의 정치․경제 현실에 기초해서 새롭게 재구성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양국의 경제사정과 부시 정부 출범 이후 북․미 관계 악화 및 2차
북핵 위기 등으로 북․러 간의 관계발전과 구체적인 협력사업들은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따라서 9년만에 개최된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포괄적 협력관계 발전의 로드맵이 제시된 기존합의가 재강조되었다는 점에
서, 양국간 우호관계의 복원과 함께 향후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의 변화과정
에서 북․러 관계의 비중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08) 박정민(2010), p.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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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ㆍ러 경제관계 평가
가. 러시아의 대한반도정책 변화
러시아의 영토는 유럽과 아시아에 걸쳐있다. 특히 극동 지역은 621만
5,900㎢로 러시아 영토의 36.4%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 천연자원(산
림, 석탄, 천연가스, 오일, 비철금속 등)의 상당 부분도 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극동 지역의 인구는 러시아 전체인구의 10%에 불과하며 산업
기반 및 사회간접자본 등이 매우 취약하다.209)
푸틴정부 출범 이후 러시아가 동북아시아에서 얻고자 하는 바는 세계전략
의 일환으로서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독자적인 세력 균형자 또는 조정
자로서의 역할을 제고하는 것과 경제발전을 위한 시베리아 및 극동 지역 개
발, 나아가 아시아의 안전보장공동체 구축 등으로 집약할 수 있다. 다시 말
하면, 러시아는 동서균형 세계전략에의 보완성을 확충하고 동부 국경선의 안
정과 안전보장, 영토적 통일성 보전, 동북아 안보주도권 확보 등의 국가이익
을 바탕으로, 이 지역 국가들과의 관계발전 및 대한반도 영향력 확대, 그리
고 시베리아 극동 지역의 개발 촉진 등으로 압축된다.210)
메드베데프 행정부에 들어와서도 푸틴 정권의 외교노선의 기본틀을 유지
하고 있다. 즉 동북아시아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전략적 목표는 동북아 지역
의 국가들과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균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러시
아는 시베리아 지역과 극동 지역을 좁게는 동북아 지역에, 넓게는 아태 지역
경제권에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발전을 서둘러야 하며, 장기적으로
역내 통합과정에서 다양한 협력에 참여하여 러시아의 역할을 강화시키는 노
력이 긴요함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211)

209) 최태강(2004), p. 31.
210) 박병인(2010), p.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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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동북아 전략하에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역사적으로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은 정치전략적 요소보다는 정
치경제적 요소에 의해 주로 결정되어 왔으며, 특히 러시아는 한국과의 관계
에 있어 경제적 이익이 관련되어 있을 때는 현상타파 내지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고, 전략적 이익에 입각할 때는 현상유지 내지 소극적인 정책을 추구
하여 왔다.212) 신생러시아 역시 한반도 정책에서 자국의 침체된 경제활성화
를 위해 안보-전략적 이해보다는 경제적 이해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다.
1990년대 초반 북․러 관계의 약화는 러시아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대서
방 및 대남한 편향정책과 북한의 체제생존을 위한 미국과의 관계 개선 속에
서 나타난 결과이다. 그런데 한‧러, 북‧러 관계가 한반도 정세를 독립적으로
유도하기보다는 북‧미, 북‧중, 남‧북 관계 등의 변동에 따라 적응하는 성격
을 갖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은 러시아의 세계전략 및 동북아
전략의 틀 속에서 추진되고, 동북아 지역 내에서도 미․중․일 등과의 정책
적 관련 속에서 고려될 수밖에 없다.213)
그러나 푸틴정부가 미국 주도의 일극패권체제를 다극화로 견제하고 유럽
및 중국 등 지역 강대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강대국으로서의 영향
력 확보와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실용주의적 전방위 외교정책으로
선회하자,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도 남한 편향정책에서 남․북한 균형정책으
로 바뀌었다. 이로 인해 러시아는 실질적 경제협력과 관계증진을 통한 국익
추구와 한반도 문제 논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즉 푸틴은
극동 시베리아 지역의 안정적인 경제발전과 남한을 비롯한 지역국가들과의
경제협력 확대, 한반도의 안정화 및 영향력 회복을 위해서는 북한과의 관계
발전이 긴요함을 인식하고 남북한 균형외교정책 속에서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211) 티타렌코(2008), pp. 5~12.
212) 양승함(1992), p. 241.
213) 강원식(2001), p.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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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한 것이다.214)
그런데 푸틴 2기에 들어 러시아는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하여 남․북한과
의 관계를 일정한 거리를 둔 등거리가 아니라 분야를 나누어 적극적으로 개
입하는 방식을 취했다. 러시아는 협력 영역을 구분하고 북한과는 정치적 협
력에, 한국과는 경제협력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그리
고 러시아는 외연적으로는 남북한과 동시에 선린적․동반자적 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지만 내포적으로는 남․북한의 분열적 역학구조를 최대한 활용
하는 즉 이이제남(以北制南)의 발상에 기초해 남북한 분단의 현상이 제공하
는 기회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을 구사하였다.215)
러시아는 한국과 북한을 극동 지역 개발의 유력한 협력자이자 북핵문제의
주요 참여자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동북아에서 미국의 헤게모니를 견제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지렛대로 양국을 활용하고자 한다. 특히 최
근 들어 러시아는 북·러 관계 개선과 남․북․러 3각 경협사업을 제창함으로
써 한반도 문제해결 과정에서 주요 당사국의 위상을 회복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러시아의 동북아 및 한반도 정책의 변화는 첫째, 북한과의 관계
개선 및 남·북한에 대한 등거리 정책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오고 있다.
소련의 대한국 수교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의 대소 경제지원 등 경협
확대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다. 그러나 기대에 못 미친 한·러 경협 및 한국의
대러 투자, 한국 내 비우호적 대러 인식, 그리고 제1차 북핵 사태 시 러시아
의 외교적 입지 축소는 러시아의 남한경사적(南韓傾斜的) 한반도 정책에 대
한 반성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따라 푸틴 정부 이후 러시아는 대북 경제지원
및 북한의 대러 채무탕감을 통해 북·러 관계를 지속적으로 개선시키면서 남·

214) 이동형(2001), p. 413
215) 홍현익(2005), pp. 64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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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한 등거리 정책을 강화하였다. 둘째, 러시아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
한 6자회담에서 자국의 역할 확대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는 한반도
의 평화체제 구축과 같은 군사안보 문제가 동북아 지역의 안보와 밀접한 관
련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를 포함한 역내 관련국이 참여하는 ‘다자 국제회담’
형식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해 왔다. 향후 북핵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과 참여에 대한 요구를 계속
높여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남․북․러 3각 협력의 확대다. 러시아는 3
각 경제협력이 참여국의 경제이익 제고는 물론 남·북한 간 경제협력, 더 나
아가 정치․안보 협력을 확대, 심화시킴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완화 및 평화증
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러시아가 참여한 3각 경제협력의 대표
적인 예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한반도 종단철도(TKR) 연결사업과 극동
시베리아 가스관 연결사업이다.216)
이와 같이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 해결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에 맞는 지위와 역할을 요구한다. 이러한 기본입장에 기반
한 러시아의 한반도에서의 국가 이익과 정책목표는 △ 한반도의 특정 국가
영향권 편입 방지 내지는 한반도의 영세 중립화 △ 한반도에서의 전쟁 방지
△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 △ 한반도의 영구적 비핵화 △ 한반도
문제의 남북한 당사자 해결 원칙의 지지 △ 한반도 문제의 국제적 보장자로
서 러시아의 참여와 역할 강조 △ 한반도 문제에 대한 방어적 개입 △ 한반
도와의 지경학적 상호작용의 강화를 통한 경제이익의 확보 △ 남․북한 등
거리 노선의 강화 등이다.217)
이와 같이 푸틴 이후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의 목표는 현상유지(status
quo)이며 경제적 이익의 확보가 우선적인 경향이 있다. 북한과의 친선관계

216) 고재남(2007. 11), pp. 14~18.
217) 홍완석(2009), pp. 3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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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이나 교류 활성화는 어디까지나 상징적 측면이 강하고, 경제적 이익 활
성화나 다른 외교적 목표를 위한 지렛대로 삼을 수 있는 수단으로 구사하는
것으로 봐도 큰 무리가 없다. 북․러 관계도 마찬가지로 북․러 관계 자체의
개선이 목적이 아니라 대미, 대일 외교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한 다른
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도 있다. 설사 북․러 관계의 정상화 자체가 목표라
할지라도 이를 통해 얻고자 하는 한반도의 현상유지와 경제적 이익의 확보
가 핵심이기 때문에 남․북한 균형외교는 지속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옐친
시대와 달리 푸틴 이후 러시아는 남․북한 균형외교 정책을 실천해가면서
중국 및 북한과 연계하여 동북아 지역에 미국과 대항할 새로운 국제정치세
력을 형성함으로써 이 지역의 영향력 있는 강국으로 재차 부상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있다.218)

나. 북 ․ 러 협력 확대
1990년대 구소련의 붕괴와 남한 중심의 대한반도 외교로 인해 북․러 관
계는 크게 악화되었다. 그러나 북․러 관계의 악화는 러시아의 국제적 영향
력을 추락시키는 하나의 동기로 작용하였다. 또한 이로 인해 러시아는 동북
아 지역, 더 좁게는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상실을 의미하게 되었다. 따라서
러시아는 푸틴 시대에 들어 북한과의 관계복원을 통한 한반도 및 동북아 지
역에 대한 영향력 회복에 보다 적극성을 보이기 시작했다.219)
사실 러시아의 대북정책은 1990년대 중반 국내정치에서 민족주의자들이
늘어나고 반미의식이 높아지면서 적극적 경향을 띠기 시작하였고, 2000년에
들어와 본격화되었다. 2000년 2월 조러 신우호선린협력조약 체결,220) 2000

218) 박병인(2010), p. 202.
219) 이영형(2001), p. 523.
220) 신조약은 1961년 동맹조약의 주요 내용이었던 이념적 연대 조항과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배제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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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7월 푸틴의 평양 방문, 2001년과 2002년 연이은 김정일의 러시아 방문
등이 이어졌다. 2000년대 북․러 관계의 복원은 다양한 요소의 결합으로 가
능했다. 첫째,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에서 권력의 공고화와 경제적 상황의
개선은 러시아를 포함한 외국과의 외교적 관계 확대로 이어졌다. 둘째, 러시
아의 새로운 지도자로 푸틴의 출현은 북한이 강경노선을 버리고 러시아와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게끔 하였다. 셋째,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조명
록 방미 등 당시의 국제환경이 북한이 외부로 시선을 돌리게 하였다.221)
북한은 러시아를 통해 국제사회에 대화 진전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한편
일본,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국제적 지원 확보를 위해 유리한 환경조성
을 시도하려 하였다. 반면 러시아는 한반도 정세 안정을 위한 서울-평양 사
이에 중재자 역할과 다른 한편으로는 평양․워싱턴, 평양․도쿄 간의 교량
역할을 다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자신의 영향력 유지를 목표로 하였다. 이로
인해 2000년대 들어 북ㆍ러 양국은 공동의 이익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관계
개선에 나선 것이다.222)
푸틴 이후 러시아의 대북정책에서 적극성을 찾아볼 수 있는 분야는 경제
협력과 북핵 6자회담이다. 러시아는 경제적․안보적 이익 때문에 특히 삼각
경제협력에 관심이 많다. 대표적으로 철의 실크로드, 가스 파이프라인, 전기
공급라인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철의 실크로드 사업은 아시아에서 러시아
의 입지를 강화하고 극동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대단히 매력적이나 북
한이 자신들의 붕괴를 두려워하고 철도여건의 열악함을 외부에 공개하기를
싫어해 잘 진전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2008년 한․러 정상회담에서는 한국
가스공사와 러시아 가즈프롬이 양국 정상 임석 하에 북한을 경유하는 파이

다. 그러나 양국은 ‘안보위협 발생시 즉각 접촉’ 조항을 삽입, 제한적 군사협력의 길을 열어 놓았다.
이는 한․러 기본관계조약 2항 ‘양국간에는 무력으로 위협하거나 무력행사를 금지하며 분쟁이 있을
때, 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 보다 더 긴밀한 군사협력이 약속된 것이다.
221) 박병인(2010), p. 205.
222) 최태강(2003), p.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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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인을 통해 러시아산 천연가스 도입을 추진하는 협력 프로젝트를 체결한
바 있듯이, 현재 상황에서는 가스 파이프라인과 전기 공급라인이 그나마 현
실성이 높은 편이다. 반면 북․러 경제협력은 중앙차원보다는 지방차원이 더
활성화되고 있다. 러시아 극동 지역이 인접한 북한과의 경제적 유대를 적극
강화하면서 양국간 교통연결사업과 전력사업 등이 활기차게 진행되는 것이
다. 지리적 근접성과 경제적 필요 등으로 인해 옛 소련 붕괴 이후 침체됐던
극동 지역과 북한의 경제적 유대가 최근 되살아나고 있으며, 지금은 거의 활
용 하지 않는 북한 동북부 지역 기반시설 복원공사를 러시아 측이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고속도로 교량건설과 러시아 국경에
서 나진에 이르는 철도개선, 어업 및 해산물 가공 합작업체 설립 등 공동사
업도 추진되고 있다.
한편 러시아는 철저히 소외되었던 1차 북핵위기와 달리, 2차 북핵위기를
맞이해서는 오히려 가장 적극적으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 역할에 나
서고 있다. 교착과 재개를 반복한 북핵 6자회담에서 러시아는 북․미 간 대
화의 파행을 막고 이견을 조율하는 ‘조정자’ 내지는 회담의 생산적 진행에
기여하는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실례로 2002년 말부
터 러시아는 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 움직임이 있었고, 2003년 1월 20일
알렉산드르 로슈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북핵문제의 일괄타결을 위한 3가지
제안을 갖고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을 만났다. 그리고 2․13 합의사항 이행
의 진전을 가로막았던 마카오 은행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동결됐다가 해
제된 북한 자금 2,500만 달러의 이체 문제를 자처해서 해결하였다. 이렇듯
러시아는 때로는 북한의 입장을 배려하면서 때로는 미국의 과도한 대북압박
을 견제하면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건설적 중재자’ 역을 수행하
면서 한반도에서의 그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북․러 간 발전에는
적지 않은 한계가 있다. 양국간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전략적 이해의 차이로
인해 양국은 서로에 대한 관심이 우선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러시아

259

제8장 북 ‧ 러 경제관계 │

가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 경제, 군사, 안보적 지렛대를
갖고 있지도 않다. 북한이 필요로 하는 안전보장과 군사경제적 지원이 부족
하는 등 러시아의 독자적인 대북 지지와 협력이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은 미
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당면한 체제 불안정과 경제난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고 따라서 북한에게 있어 러시아는 미국과의 협상과정에 필요한 배후지
원세력이며 북한의 입장을 외부에 전달하는 통로로서의 존재인 것이다. 러시
아에게도 경제협력을 실질적으로 발전시킬 유인이 별로 없다.

3. 경제협력 현황 및 특징
가. 북․러 무역
1990년대 러시아의 시장경제체제 전환에 따른 우호가격 폐지와 경화요구
등으로 급격히 감소되기 시작한 북․러 교역은 2000년대 들어서도 크게 회
복되지 못하고 있다. 물론 2000년대 중반 2억 달러를 상회하기도 했지만,
2008년 이후 1억 달러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2010년 현재
북․러 무역총액은 2010년에 1.1억 달러로 전년대비 79.3% 증가함으로써,
러시아는 북한의 제2의 무역상대국이 되었지만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
중은 미미하다. 수출은 2,600만 달러로 30.7%, 수입은 8,300만 달러로
103.7% 각각 증가하였다. 최근 북한의 대러 수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만성
적인 무역적자 구조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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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8-1. 북한의 대러시아 무역실적(2000~10년) ❚
(단위: 천 달러, %)

구분

수출

수입

무역총액

무역수지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2000

3,404

111.0

42,881

-11.6

2001

4,541

33.4

63,794

48.8

46,285

-7.7

-39,477

68,335

47.6

-59,253

2002

3,642

-19.8

77,048

2003

2,792

-23.3

115,575

20.8

80,690

18.1

-73,406

50.0

118,367

46.7

-112,783

2004

7,177

157.1

206,240

2005

7,873

9.7

224,429

78.4

213,417

80.3

-199,063

8.8

232,302

8.8

2006

20,076

155.0

190,563

216,556

-15.1

210,639

-9.3

-170,487

2007

33,539

67.1

126,068

-33.8

159,607

-24.4

-92,529

2008

13,519

-59.7

97,005

-23.1

110,524

-30.8

-83,486

2009

20,628

52.6

41,060

-57.7

61,688

-44.2

-20,432

2010

26,960

30.7

83,619

103.7

110,579

79.3

-56,659

자료: 러시아연방관세청, WTA, 재인용: KOTRA(각 연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북한의 주요 대러 수출품목은 철강으로 2010년 현재 전체 수출액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밖의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토속․소금류, 전자기기,
기계류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철강의 수출은 소폭 감소했지만, 나머지 수
출품목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수출 증가세를 주도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대러
수출품목들은 여전히 경쟁력이 떨어지고 광물자원 및 원자재 중심의 수출이
주를 이루고 있다.
북한의 주요 수입품목은 광물성연료 및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2010
년의 경우 이례적으로 항공기의 대러 수입이 1위를 차지했지만, 이는 예외적
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주요 수입품목으로는 에너지원을 비롯하여 목재,
보일러 및 기계류, 펄프 및 제지 등으로 나타났다. 수입 상위품목은 대부분
상승세를 이어갔다.

261

제8장 북 ‧ 러 경제관계 │

❚ 표 8-2. 북한의 대러 주요 수출품목 ❚
HS

품목

2009

2010

(단위: 천 달러, %)
증감률

72

철강

13,075

11,478

-12.2

25

토석류, 소금

394

4,356

1005.6

85

전기기기, TV, VTR

1,498

3,590

149.7

84

보일러, 기계류

1,103

2,162

96.0

89

선박

900

1,286

42.8

2010

(단위: 천 달러, %)
증감률

자료: 러시아연방관세청, WTA, 재인용: 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 표 8-3. 북한의 대러 주요 수입품목 ❚
HS

품목

2009

88

항공기

0

35,969

-

27

광물성연료, 에너지

7,562

29,738

293.3

44

목재, 목탄

2,596

3,068

18.2

84

보일러, 기계류

2,670

2,688

0.7

48

종이, 판지

1,453

1,826

25.6

자료: 러시아연방관세청, WTA, 재인용: 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나. 북 ․ 러 투자 및 경제협력사업
러시아의 대북 투자 및 양국간 경제협력은 인프라 및 에너지 분야를 중심
으로 진행되고 있다. 인프라 분야와 관련해서는 시베리아 횡단철도(TSR)-한
반도 종단철도(TKR) 연결, 라진항 개발, 가스파이프(PNG) 연결사업 등이
주요 대상이다. 2008년 3월 러시아의 철도주식회사 대표단은 북한을 방문하
여 핫산과 라진항 간 새로운 철로(54km)를 부설하는 데 합의하고, 철로 운
영과 관련한 터널·다리 등의 재건설, 자동장치 및 신호시스템 재구축사업도
동시에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223) 2008년 4월 야쿠닌 러시아 철도공사 사
장과 김용삼 북한 철도상은 모스크바에서 두만강-라진 철도 재건사업 및 라

223) KOTRA(2008. 6. 12), ｢러-북한, TKR-TSR 철도 연결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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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항 컨테이너 건설, 기반시설 구축 등의 투자내용이 포함된 ‘협력협정’을
체결하였다.224) 러시아 철도청은 이 프로젝트가 실현되면 연간 5만 5,000~8
만TEU의 컨테이너 물량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과 유럽 간 컨테이너 물동량의 10~15%를 차지하는 규모로 추정된다.
양국은 2008년 3월 핫산-라진 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 수송을 담당할 합
영기업 설립을 합의하였다. 이 기업은 향후 외자를 유치하여 두만강-라진 철
도를 연결하고, 라진항 3호 부두를 개보수하여 라진항을 시베리아 횡단철도
를 연결하는 국제화물 수송기지로 활용하겠다는 청사진을 마련하고 있다.225)
또한 러시아 산업에너지자원부와 통합에너지시스템사(Inter RAO UES),
극동에너지사업체(Vostokenergo)는 2007년 3월 제4차 북․러 경제공동위
(모스크바) 모임에서 극동전력을 북한에 공급하는 사업 및 북한에 송전망,
변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에 대해 논의하였다. 통합에너지시스템사는 블라디보
스토크-청진-남한(총 1,080㎞) 간 송전시설을 2단계에 걸쳐 연결하는 남․
북․러 전력망 연결 프로젝트를 구상,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러시
아는 남․북한과 연쇄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러를 연결하는 가스관 파이프
연결사업 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다.

1) 남․ 북 ․ 러 가스관 연결사업(PNG: Pipeline Natural Gas)
최근 북․러 정상회담 및 한․러 정상회담 등에서 남․북․러를 잇는 가
스관 건설에 원칙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향후 이 프로젝트가 북․러 경제협
력의 최우선적 과제중의 하나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양국이 이 사업

224) 두만강-라진 철도 개보수에 소요되는 금액은 60억 미달러일 것으로 예상된다. KOTRA(2008. 8.
19), ｢러시아, 북한 철도 사업에 본격 참여｣.
225) 49년간 운영될 이 합영기업의 지분은 자본유치와 공사를 담당할 러시아 측이 70%, 북한이 30%를
갖기로 양국간 합의되었다. 또한 양국은 핫산-라진 철도 활성화를 위해 국경 부근에서 자유로운 물
류이동을 허용하고, 하산역과 두만강 역에서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는 계획에도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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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검토하기 위한 남․북․러 3자 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함으로써, 향후 남․
북관계는 물론 한․러 관계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러
시아측은 이번에 남․북․러 3국을 잇는 1,700km 규모의 가스관을 연결해
3

서 연간 100억m 의 가스를 수송하는 프로젝트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는 조만간 ‘북․러 경제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련 후
속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며, 양국간 협의의 진행속도에 따라 한국에도
3자 위원회 참여를 제의할 것으로 본다.
러시아는 세계 최대의 천연가스 매장량 보유국이자 생산국으로, BP 통계
에 따르면 러시아는 2008년 말 기준으로 세계 천연가스 확인 매장량의
3

23.4%에 달하는 43.3조m (tcm)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 2008년 말 기
준으로 러시아의 천연가스 생산량은 6,020억m3(bcm)으로 세계 천체 생산의
19.6%를 차지하였다.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은 지난 2008년 9월 이명
박 대통령이 메드베데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에
합의하면서 주목을 받아왔다. 한국은 러시아로부터 2015년부터 매년 750만
톤의 천연가스를 30년에 걸쳐 도입하기로 양해각서를 맺고 북한을 경유하는
가스관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시 한․러 간의 양해각서는 한국 가스공사와 러시아 가즈프롬 간에 체
결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가스공사는 2015년 이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부터 연 10BCM(LNG 환산 750만 톤)의 천연가스를 30년
에 걸쳐 도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러시아측의 제안대로 블라디보스톡․북
한․한국을 연결하는 가스배관을 건설하여, 러시아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방
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하였다. 가스공사와 가즈프롬은 공동으로 극동 지
역에서 석유화학단지 및 LNG 액화플랜트를 건설하여 공동 운영 및 판매(수
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이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
한 PNG 도입방안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블라디보스톡을 거쳐 동일한 규모
의 천연가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LNG(Liquefied Natural Gas)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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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G(Compressed Natural Gas)로 도입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기로 합의
하였다.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은 3국 모두에게 경제적 실리 차원에서 ‘윈-윈
(win-win)’할 수 있는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경제적 효과도 크고, 사업의 추
진 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세계 최대 천연가스 매장․수출국
인 러시아는 극동 지역의 가스전 개발과 함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다. 남한도 해상을 통해 운송하는 것보다 훨씬 싼 값에 안정적으로 가스를
들여올 수 있는데, 실제 가스관으로 도입할 경우 배로 운송하는 것보다
30~70%까지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다. 북한도 러시아∼우크
라이나 사이의 가스관 통과 요율을 적용할 경우 가스관 통과료로 매년 1억
달러 이상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경제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에너지원을 저가에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도 있다.
PNG 사업은 대규모 자본을 소요할 뿐만 아니라, 사업기간이 길어서 사업
의 위험도가 높다.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가능한 운
영구조는 △ 개발적 운영구조 △ 통합적 운영구조 △ 역할중심의 운영구조
등이 있다. 우선 개별적 운영구조는 구간별로 각 당사국(생산국, 통과국, 소
비국)이 배관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방식이다. 생산국인 러시아는 자국내 배
관사업에만 참여함에 따라 전체 가스공급의 안정도가 다소 낮다. 북한은 한
국에 있어 통과국으로, 북한 내 구간 통과에 따른 수송료 및 통과료를 받게
된다. 이 경우 북한은 단독으로 파이프라인을 건설해야 하는데, 북한의 경제
력이나 정치적 리스크 등을 고려할 때 실현가능성도 낮고 공급의 안정성도
떨어진다. 둘째, 통합적 운영구조는 생산국인 러시아와 소비국인 한국이 공
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단일사업으로 파이프라인을 건설, 운영하는 방
식이다. 러시아가 파이프 소유 및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공급의 안정성이 제
고될 수 있다. 북한은 자신의 영역 내 파이프라인 구간에 대해 건설 및 운영
에 지분을 갖고 참여하거나, 단순 통과국으로 통과료만 받을 수도 있다.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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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역할중심의 운영구조는 러시아와 한국은 자국 내 배관사업에 각각 참여
하고, 북한 구간에 대해서는 한․러가 공동으로 파이프라인 건설 및 운영하
는 방식이다.

❚ 표 8-4. 남․북․러 PNG 사업의 운영구조 ❚
배관망 건설․소유․운영
러시아 구간
개별운영

북한 구간

한국 구간

북한

한국

러시아

통합운영

한․러

역할중심

러시아

한․러,
남․북․러
북․러, 남․북,
남․북․러

한․러
한국

가스인도 지점
남북 국경
북․러 국경 또는 남북
국경
북․러 국경 또는
남․북 국경

자료: 이은명(2009),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의 공급안정성 확보 방안.

남- 북- 러 간의 PNG 사업이 실현될 경우 우리나라는 천연가스의 안정적
인 확보 외에도 연관산업 활성화와 대규모 LNG 터미널 조성, 그리고 남․
북한 경협 확대 등의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 북한의 경우 단기적으로 PNG
사업 참여에 따른 통과 수수료 수입과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잠재적 소비국
으로 안정적 에너지원 확보가 가능함에 따라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2010년 천안함 및 연평도 사건 등으로 인해
악화된 남․북 관계로 인한 당국간 대화재개 여부의 불확실성, 대규모 프로
젝트인 파이프라인 사업에 있어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남․북 간의 정치적
신뢰문제, 그리고 가스파이프 건설에 소요되는 자금(약 30억 달러로 추산)을
누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 등으로 인해 사업 진척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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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8-1. 남․북․러 PNG 사업 노선도 ❚

자료: KDI(2011. 10), 북한경제리뷰, p. 36.

2) TKR-TSR 연결사업
북․러 간 경제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철도협력사업이다.
양국은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한반도종단철도(TKR) 연결사업을 2000년
대 초반부터 중요하게 다루어왔다. 이 사업은 양국간에 오랫동안 협의가 이
루어져왔고, 구체적인 현장조사나 사업성 검토 등도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련 보다 구체적인 논의와 가시적 성과
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TKR-TSR 연결사업 구상은 이를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한 푸
틴 대통령이 집권한 2000년부터 현실적인 프로젝트로 전환되었다. 2006년 3
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된 제1차 남․북․러 철도운영자회의는 그 이전
까지 답보상태였던 사업추진에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하였다. 야쿠닌 러시아
철도공사사장의 강력한 추진력에 따라 당시 이철 한국철도공사사장, 김용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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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철도상이 참가한 가운데 회의는 진행되었고, 러․북 간에는 ‘라진-하산’
구간 철도 개보수 사업 추진에 관한 합의가 도출되었다. ‘나진-하산’ 구간은
총 55km로 러시아의 광궤(1,520mm)와 북한의 표준궤(1,435mm)가 병설되
어 있는데 1990년대 이후 이용률이 저조하여 매주 승객용 차량 2대, 목재
적재용 화차 1대가 운영 중이며, 광궤는 거의 철거된 상태와 마찬가지라고
알려져 있다. 또한 이 구간을 개보수하는 데는 총 공사비가 7,000만 달러
정도 들며, 기간은 6~7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공사를 위한 재원 조달은 러․북 간 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 없는 사
항으로 한․러 간 공동투자를 통해 이룰 수밖에 없는 문제였다. 이에 따라
2007년 5월 철도공사를 비롯하여 우리측 물류회사들은 한․러 합작물류회사
설립을 위한 컨소시엄 ‘UCO’를 창립하였다. RUCO와 러시아 철도공사 간
에는 항만사용료, 철도운송료, 화차사용료 등 운임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실무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라진-하산’ 구간 철도개보수 공사는 TKR-TSR 연결을 위한 시범사
업으로서 민간차원에서 경제성의 원칙에 따라 주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
가 크다. 또한 남․북․러 3각협력은 계속 잠재력만 거론될 뿐 실제 진전된
사항은 없었기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조차 부정적 평가가 일반화된 상황
인데, TKR-TSR이 연결된다면 다른 3각 협력사업 전반의 운명에도 막대한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철도, 도로는 에너지를 운송하는
인프라로 무엇보다도 먼저 구비되어야 할 조건이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을
상대로 철도 연결통로를 확보할 수 없을 정도로 북한 내부의 반발이 심한
상황이라면 에너지 수송용 파이프라인 부설도 시도하지 않는 편이 낫기 때
문이다. 앞으로 ‘라진-하산’ 구간 철도개보수 사업의 진전에 따라 3각협력을
둘러싼 더 많은 경험이 축적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북․러 간 철도연결사업의 1단계로 추진중인 라진-하산의 철도 현대
화(개보수)작업은 2011년 5월 중순까지 전체 52km 철로 가운데 12.8km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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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최근 북한이 라선지역 개발과 함께 라
진항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는 점을 감안할 때, 동 국제무역 중계기지로의 경
쟁력 제고에 주력하는 점을 감안할 때, 과거에 비해 북․러 간 철도 연결사
업에 북 측이 적극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3) 에너지협력사업
북․러 경제협력에서 북한 측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안은 에너지
협력사업으로 보인다. 이는 김정일 위원장이 2011년 8월 21일 러시아의 첫
방문지로 극동 지역의 최대 수력발전소인 ‘부레야 발전소’를 직접 방문한 것
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아무르주 부레야 강 상류지역에 위치한 부레야 수
력발전소는 연간 전력생산량이 71억㎾h로, 국내 최대인 충주댐의 8배에 달
하는데,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러시아는 이 발전소의 전력을 중국․북한
등에 수출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왔다. 부레야 발전소에서 블라디보스토크
까지 총 1,530km의 송전선은 이미 깔려 있지만,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한까
지의 130km(청진까지는 380km)는 연결되어 있지 않다.
북한과 러시아 모두 전력망 연결에 상당한 관심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성
사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북ㆍ러 연결에 필요한 3억 달러 내외의 건설비
용과 전력사용료 문제 등에 기인한다. 그러나 최근 북한이 라선경제특구에
대한 개발을 본격 추진하고 있고, 이 지역에 중국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들
의 투자가 확대될 경우 건설비용에 대한 투자유치 가능성과 함께 라선지역
입주 기업들에 대한 상업적 방식의 전력 제공이 가능할 수도 있다. 최근 라
선지역 개발에 대한 북․중 양국의 정책적 지원 및 관심 등을 고려할 때, 김
정일 위원장이 이 문제를 정상회담에서 중요하게 다루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사업의 성과와 비용규모 등을 감안할 때 북․러 간 경제협력사업 중에
가장 먼저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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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접경지역 개발협력
북한은 최근 들어 북․중 간 접경지역인 황금평과 라선특구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러시아도 2012년 9월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리는 APEC 회담
준비로 인해 해당지역의 개발에 적극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양국간 접경지역
의 개발과정에 양국간 협력 확대가 논의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지역은 북․중․러 3국 간의 접경지역으로 최근 중국 주도의 지역개발에 대
해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도 북․러 간의 협력확대 필요성을 양국이 공감하
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라진항 현대화 및 라선특구 개발에 러시아의 참여를 필요로 하고
있다. 러시아는 라진항의 부두 일부를 이미 장기 임대했기 때문에 부두 현대
화사업 추진에 중국과 함께 러시아의 참여를 필요로 하고 있다. 또한 라선특
구의 주요 투자기업들은 대부분 중국기업들이지만, 불리디보스톡의 개발사업
과 맞물려 라선지역과 국경지역에 대한 러시아기업들이 부동산 및 인프라
건설 등에 참여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 2009년 블라디보스톡
APEC 회담의 성공적 개최에 주력하고 있고, 이를 위해 한국을 비롯한 외자
기업의 극동 지역 개발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

5) 대러 채무상환
북․러 간 경협확대에 있어 최대 걸림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의
대러시아 채무상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이슈는 양국 정상회담
에서 항상 심도 있게 논의되어 왔다. 현재 북한의 대러시아 외채규모는 약
110억 달러(12조 원)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구소련 시절에 차관
형태로 제공되었던 것이다. 이 문제는 지난 2001년 정상회담 당시에도 논의
되었던 사안으로 핵심의제는 △ 북한이 러시아를 구소련의 모든 권리를 계
승한 국가로 인정하는 것 △ 당시 루블로 제공된 외채의 달러 가치를 어떻
게 결정할 것인가 △ 외채상환의 구체적인 방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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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구소련에 대한 권리승계 문제는 기본적으로 큰 이견이 없는 것으
로 보이지만, 당시 1달러당 0.6루블(현재 가치는 1달러에 29루블 수준)로 제
공되었던 외채의 달러 가치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북한의 대러 채무규
모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채상환 방법에 대해서도 양국은 일부 탕
감 여부와 함께 대북 투자협력 사업을 통한 보전이나 지하자원 등의 현물상
환 등과 같은 다양한 상환방식을 놓고 계속 협의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4. 향후 전망 및 과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0년대 초반 구소련의 붕괴와 시장경제체제로
의 이행, 한․러 관계의 급진전 등으로 인해 북·러 관계가 소원해졌다. 이는
경제 분야에도 반영되어 양국 경제관계는 1990년대에 지속적으로 위축, 감
소되었다. 2000년대 들어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관계복원에 주력하였지만
경제협력은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푸틴 이후 러시아는 대북 경제협력과 북핵 6자회담 등에서 적극성을 보였
다. 또한 남․북․러 3각 경제협력 차원에서 철의 실크로드, 가스 파이프라
인, 전기 공급라인 등을 적극 추진하였다. 그러나 양국의 경제사정과 미국의
부시 정부 출범 이후 북·미 관계 악화 및 2차 북핵위기 등으로 북·러 간 관
계발전과 구체적인 협력사업은 상당한 제약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향후 북․러 관계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북․러 양국은 미국의 일방주의 노선에 반발하는 공통적인 이해관계
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북아에서 협력을 유지할 것이다. 즉 양국의 외교정
책이 비록 전략적인 차원에서 추진되고, 외교정책에서 최우선 순위는 아니지
만 양국간 관계를 밀착시키는 역할을 지속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다. 자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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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유지와 경제발전을 위한 원조 획득 및 러시아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이 필
요한 북한으로서는 대내외적으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와 유
대를 계속 강화할 수밖에 없다. 러시아 역시 푸틴정부 이후 유라시아의 강성
국가로 대접받으면서 동시에 경제적 안정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
과 균형외교를 유지하면서 북한과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북한은 국력이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러시아와 과거
수준의 관계로 복귀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현실적으로 중국에 보다 치
우치는 정책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원칙적
으로는 등거리 외교를 추구하면서 중국을 통해 서방 선진기술과 자본을 끌
어들여 경제를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중국에 편향될 가능성이 큰데, 현재 북·
중 경제협력에서 이 같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226)
최근 북․러 경제협력은 접경지역 인프라 및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진
행되고 있는데, 향후 이를 둘러싼 다자간 협력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인
프라 분야와 관련해서는 TSR-TKR 연결, 나진항 개발, 가스파이프(PNG)
연결사업 등이 주요 대상이다.
3국이 북․러 정상회담 및 한·러 정상회담 등에서 남․북․러를 잇는 가
스관 건설에 원칙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향후 이 프로젝트가 북․러 경제협
력의 최우선적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양국은 이 사업
을 검토하기 위한 남․북․러 3자 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하였는데, 남․북․
러 가스관 연결사업은 3국 모두에게 경제적 실리 차원에서 ‘윈-윈(win-win)’
할 수 있는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사업 성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북․러 간 경제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철도 협력사업이다.
양국은 TSR-TKR 연결사업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이처럼 철도 연결사
업은 오랫동안 협의가 이루어져 왔고, 구체적인 현장조사와 사업성 검토 등

226) 박병인(2010), p.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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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상당히 진행되어 있는 상태라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남북 관계 및 남·
북․러 3국의 협력 여부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TKR-TSR이 연결된다면 그 밖의 3각 협력사업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러 경제협력에서 북한 측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던 사안은 에너
지 협력사업이다. 김정일 위원장은 2011년 8월 러시아 방문 당시 수력발전
소인 ‘부레야 발전소’를 직접 방문하였다. 북한과 러시아의 전력망 연결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한 것이 건설비용과 전력사용료 등의 문제였다. 그러나 최
근 북한이 나선경제특구 개발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 중국기업
을 중심으로 한 기업들의 투자가 확대될 경우 건설비용에 대한 투자유치 가
능성이 있고, 나선지역 입주기업들에 상업적 방식의 전력 제공이 가능할 수
도 있다. 그 외에도 북한은 나진항 현대화 및 나선특구 개발에 러시아의 참
여를 원하고 있다. 러시아는 나진항의 부두 일부를 이미 장기 임대하고 있기
때문에 부두 현대화사업 추진에 중국과 함께 러시아의 참여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는 중국 일변도의 경제협력과 의존도 심화에 대한 우려를 북․러 경
제협력을 통해 일부 해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북․러 경제협력은 양국간 경제적 이해뿐만 아니라, 정치외교적 필요성으
로 인해 2000년대 중반 이후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그러나 북핵문제와
양국의 경제사정 등으로 인해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북․중 경협이 활발히 추진되면서, 상대적으로 북한의 입장에서 러시아
에 대한 전략적 가치가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으로서는 중국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의존도를 완화하고, 북․러 접경지역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고려할 때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을 적극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은 한국을 포함한
다자간 협력 프로젝트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경제협력과 안전보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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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북한의 대외경제 10년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홍익표

1. 대외경제부문의 성과와 제약요인
2000년대 들어 북한은 실리와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대외경제부문의 활성
화에 주력하였다. 그 결과 북한의 대외경제부문은 1990년대의 침체에서 벗
어나 2000년 이후부터는 일정한 성과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우선 대외무역
은 1990년대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거나 정체상태에 놓여 있었던
데 반해 2000년대는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는 점이 눈에 띈다. 물
론 대외무역이 전년대비 감소세를 보였던 해도 없지는 않지만 2000년대는
큰 흐름으로 보아 대외무역이 상당한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2차 핵실험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
로 전년대비 큰 감소세를 보인 2009년(-10.5%)을 제외하고는 2002년
(-0.4%), 2006년(-0.6.%), 2007년(-1.8%)의 경우처럼 소폭의 감소세를 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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렀다. 반면 전년대비 증가세를 보인 해는 2001년(15.1%), 2004년(19.5%),
2008년(29.7%), 2010년(22.2%) 등과 같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해가 많
았다.
그 결과 2001년의 무역액은 22억 7,000만 달러였으나 2010년에는 이보
다 두 배 정도인 41억 7,300만 달러로 크게 늘어났다. 더욱이 2010년의 무
역액은 경제위기가 시작되기 직전 해인 1990년의 대외무역실적(41억 7,000
만 달러)에 거의 도달했다. 대외무역액만 놓고 보면 20년 만에 경제위기 직
전의 수준을 회복했다고 볼 수 있다.227) 다만 2010년의 수출액은 15억
1,300만 달러로 1990년의 실적(17억 3,300만 달러)의 87.3%에 해당되는
수준이고, 수입액은 26억 6,000만 달러로 1990년의 실적(24억 3,700만 달
러)의 109.2%에 해당되는 수준이다. 요컨대 2010년에 수입액은 경제위기
직전의 수준을 회복했으나 수출은 경제위기 직전의 수준을 아직 회복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2000년대 접어들면서 북한 당국은 대외경제협력 중에서 외자유치에
제1의 중점을 두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외자유치 및 합영․합작사업을 통해
△ 기술개건 및 현대화 △ 생산정상화 △ 외화 획득 △ 인민생활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하였다. 이는 과거 북한이 대외경제관계를 자립경제 완성의 보조
적 수단으로 인식하고 정치적 친선관계 구축에 주력하였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외경제관계를 경제발전의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인식하기 시작
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대외경제협력이 자립적 민족경제의 ‘보조적 수
단’에서, 자립경제를 보완․발전시키는 ‘적극적 수단’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식변화로 인해 대외정책에서도 실리와 경제협력을 중시
하는 현실주의적인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따라서 북한 당국은 외국인 투자유

227) 물론 지난 20여 년간의 전세계적인 무역규모 확대,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면 과거의 최고년도 수준
에 도달했다는 것은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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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확대를 위해 관련 법제 정비 및 경제특구 확대 조치, 경제대표단 파견 등
과 같은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200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외자유치도 이전 시기에 비해 확대
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북한의 외자유치는 2002년 7.1 조치 이후 북한의 체
제개혁 가능성과 중국의 동북3성 개발 등으로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자본이탈이 발생하였지만,
2007년 이후 북한의 외자유치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한 것은 북․중 경제협
력 확대에 따른 중국기업의 진출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은 2000년대 들어서면, 장기화에 따른 피로현상과 핵
실험 및 인권문제, 분배투명성 등으로 다소 위축되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의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은 북한의 식량난과 취약계층의 인도적 위
기사항을 완화하는데 기여하였다. 국제기구들과 관련국 구호단체의 대북지원
활동은 북한이 이들 기구들과의 협력과정에서 국제사회와의 접촉을 증가시켰
을 뿐만 아니라, 지원사업들이 진행되는 동안 협의를 통한 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이 증가하는 성과를 나았다.
그러나 북한경제의 침체와 주민 생활상의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최근 북한의 식량사정은 더욱 악화되어 기아사태의 재연 가능성이 제기되어
국제적 우려를 낮고 있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상당한 기
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식량난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더욱이 핵개발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갈등이 증가함으로서 대북지원에 대한
방향과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증가하고 있다. 대북 원조가 장기화됨에 따라
공여국과 단체의 기부자 피로현상(donor fatigue)이 나타나며, 구호 단체들의
대북지원 모금액은 2000년대 중반 이후 크게 감소하였다. 대북지원의 감소
배경에는 핵문제와 북한의 남북관계, 대외관계 악화가 작용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국제사회의 지원활동을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해외 원조를
효과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북한 당국이 국제기구,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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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들의 북한 내에서의 활동을 제약하고 지원 모니터링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도 대북지원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000년대 북한의 양자간 경제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현상은 대중 의존도의
심화․확대이다. 사실 200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무역․투자 확대는 사실
상 북․중 경제협력에 따른 성과라고 볼 수 있다. 도리어 중국을 제외한 나
머지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은 위축되거나 정체되었다. 미국․일본․EU 및 동
남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에
따른 대북경제제재 강화로 인해 감소 내지는 거의 중단되었다. 특히 2000년
대 초반까지 제2의 무역대상국이었던 일본의 경우 두 차례에 걸친 정상회담
에도 불구하고 일본인 납치문제와 핵문제 등으로 전면적인 경제협력 중단
상태에 처해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의 대외경제협력은 2000년 이후 지난 10여 년 간 다소 늘
어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외경제협력
은 다양한 형태의 대내외적 제약요인으로 인해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
고 있다. 우선 대내적 요인으로는 계획경제와 자립적 민족경제의 고수로 인
한 대외경제의 활성화의 한계이다. 1990년대 북한의 경제 위기는 무엇보다
북한식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자립경제의 내적 한계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생산 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 집단적 소유에 기초
하여 사회적 이익, 국가적 이익을 우위에 두고 여기에 개별집단과 개인의 이
익을 결합시키는 집단주의 원리에 의해 조직 운영된다. 이러한 사회주의 계
획 경제의 정상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그 제도의 집단성에 상응하는 생산자
들의 높은 집단의식과 집단행동을 요구한다. 그러나 사회적 이익을 우선시하
는 계획경제 제도의 집단적 합리성과 달리, 각 개별 집단과 개인의 의식과
행위는 여전히 자신의 개별적․개인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개별적․개인적 합
리성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던 것이다. 사회적 이익과 개별적․개인적 이익의
모순, 집단적 합리성과 개별적․개인적 합리성의 모순, 집단주의와 개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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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본위주의의 모순, 제도와 행위․의식의 모순이었다.
경제 사업에 대한 당과 국가의 지도는 경제 운용에서 집단성, 노동 계급
의 ‘혁명적 원칙’(혁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경제에 대한 당의 정
치적 지도는 당의 행정 대행 현상과 경제의 정치화 현상을 야기하고 경제
논리보다 정치 논리가 경제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의 합리성, 효율성, 전
문성을 약화시키는 것이었다. 또 계획성과 조직성, 규율성을 확립하기 위한
국가의 중앙집권적인 통일적 지도는 개별 생산 단위의 자율성과 창발성, 책
임성을 약화시키는 것이었다. 북한 경제는 전문성, 합리성, 효율성보다 혁명
성, 정치성, 이데올로기성이 앞서는 계획-이데올로기 경제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의 운영으로 인해 북한은 대외무역에
서도 국가독점에 의한 ‘중앙계획무역’을 유지하였다. 모든 경제활동이 중앙
계획기구를 통해 관리, 통제되는 것처럼 대외경제활동 역시 중앙계획당국에
의해 수립된 대외경제계획에 의해 이루어졌다. 기업소나 공장 차원의 자율적
무역활동이 원천적으로 금지되었다는 점에서 국제시장 변화나 수요에 적응하
거나 대외시장 개척 등을 통한 대외무역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었다. 중앙계획에 의한 무역 및 투자유치 활동 제약으로 대상국은 한정되었
고, 거래 물자도 북한 당국이 필요로 하는 최소 품목으로 제한되었다. 한편
자기 완결적인 재생산 구조를 추구하는 자립경제 노선 역시 북한 경제의 합
리성과 효율성을 저해하였다. 북한의 자립경제 노선은 생산력 발전 그 자체
보다 자주 국방과 ‘민족 자주성’과 같은 정치․군사 우위의 이데올로기적 목
표에 의해 규정된 것이었다. 북한의 자립경제가 대외경제 관계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 완결적인 재생산 구조를 추구하는 북한의 자립경제 노
선은 그 운용의 경직성으로 하여 대외경제관계의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
이용을 제약하였다. 북한의 입장은 기본적이고 많이 요구되는 물자들은 자체
로 생산하고, 적게 요구되거나 모자란 것 또는 자체로 생산할 수 없는 것은
대외경제적 연계를 통해 해결한다는 것이었다.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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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외경제를 제약한 가장 큰 요인은 역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따
른 대외적 요인이었다.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조치는 북한이 미국 국가안
보에 위협이 되고, 사회주의 국가이며 국제테러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대량
살상무기를 수출․확산시킨다는 등의 근거를 바탕으로 취해졌다. 1990년대
이전까지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는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라는 점과 미국안
보에 위협이 된다는 논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반면 1990년대부터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수출․확산 국가라는 점과 국제테러를 지원하는 것에
있었다.
일본의 대북한 경제제재는 2003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실험 감행 및
일본인 납치자 문제와 병행되어져 추진되었다. 특히 일본의 대북제재 움직임
은 2002년 김정일이 북․일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일본인 납치사건을 시
인한 이후 급속도로 진행되어졌다. 북한에 대한 일본의 경제제재는 크게 인
도지원에 대한 동결․연기, 송금보고의 의무화, 특정품목의 무역정지, 특정선
박의 입항금지 및 무역 전면 정지, 선박의 전면 입항금지 등이었다.
양자간 대북제재와 함께 200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
실험에 따른 UN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조치가 발효되었다. 북한이 2006년
7월 5일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국제사회 북핵위기는 한층 고조되었
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규탄하고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UN 안보리 결의안 1695호를 즉시 발표하였다.
결의안 1695호는 북한에 대해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모든 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권고하고, UN 회원국들로 하여금 국내법 및 국제법에 따라 북
한의 행동을 감시하는 동시에 미사일과 관련된 제품, 재료, 기술 등이 북한
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229) 북한

228) 홍승은(1984), 자립 경제 리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p. 263.
229) 조명철, 김지연(2009), ｢최근 유엔(UN)의 대북제재 동향과 전망｣, KIEP 오늘의 세계경제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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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같은 해 10월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이에
대한 조치로 UN 안보리는 UN 헌장 7장의 내용이 반영된 결의안 1718호를
발표하였다. UN 헌장 7장에는 평화에 대한 위협과 파괴, 침략행위가 규정되
어 있는 동시에 이에 대한 대응조치도 함께 포함되었다. 결의안 1718호에는
군사적 강제조치를 다룬 42조 내용을 제외한 외교적․경제적 제재에 대한
41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009년 5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국제사회에서 4차 북핵 위기를 초래하
였다. UN 안보리는 다시 결의안 1874를 결정하였다. 결의 1874호는 화물검
색, 무기금수 및 수출통제, 금융제재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무기금수 및 수
출통제와 관련하여 결의 1874호는 소형무기를 제외한 모든 무기관련 물자의
대외수출을 금지하고 회원국들은 이러한 물자를 북한에 이전하거나 수출할
수 없도록 하였다. 화물검색과 관련해서는 모든 무기에 대해 화물검색을 가
능하게 하였다. 특히 무기를 탑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해서는 기국
의 동의하에 화물검색을 가능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의심선박에 대해서는
연료공급 및 지원서비스를 일체 금지시켰다. 금융․경제제재 분야에서는 무
기활동에 흘러들어갈 수 있는 모든 금융거래를 차단했을 뿐만 아니라, 인도
적 차원의 지원을 제외한 무상원조, 금융지원, 양허성 차관의 신규 계약 금
지 및 기존 계약 감축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230)
이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국제사회의 양자간․다자간 대북제재는 북한이
다른 국가들과 정상적인 경제교류를 추진하는 것을 제한하여 북한의 대외무
역을 활성화하는 것을 크게 제한하고 있다.

230) KDI(2009), ｢2009년도 상반기 북한경제 동향｣, 북한경제리뷰,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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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전망 및 과제
비단 대외경제뿐만 아니라 북한 경제의 모든 영역에서 경제적 논리는 정
치적 논리에 압도당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대외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
엇보다도 정치적 여건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대외무역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 체제의 점진적인 완화가 필요하다.
지하자원 등 전략적인 품목에 대한 라이선스 및 쿼터제는 여전히 존속시키
되, 전략적 성격이 약하고 무역 시스템의 개혁과 투자 증가를 통해 규모를
확대시킬 수 있는 제조업 부문에 대한 통제는 완화하는 방식을 통하여 대외
무역의 정상화를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외환 및 환율 제도의 수정을 통하여 대외무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
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외환 관리의 측면에서는 수출을 통하여 벌어들인 외화
의 일부에 대해서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을 부여함으로써 생산기업의 수출에 대한 유인을 강화하고, 수출부문으로의
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생산기업이나 무역회사가 벌어들인 외화에 대해
상부로의 상납 비율을 줄이거나, 혹은 법인세 등으로 전환하는 단계에 이르면
개혁‧개방 시기의 중국과 같은 외환 유보제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외국인 직접투자를 실질적으로 장려해야 한다. 개발도상국 및 체제
전환국이 무역, 특히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외국인 직접투
자를 유치하는 것이다. 외자유치를 위해서는 물론 법․제도의 구비가 일차적
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법․제도상으로 외자기업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이 실시하는 정책으로, 이것만으로는 충분한 외자
유치가 어렵다.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 외자를 유치할 경우 해당 정부 부문
또는 지방 정부의 담당 관료에게 큰 혜택이 돌아가게 했으며, 외자기업과 합
작하는 국내 (국유)기업도 큰 이익을 볼 수 있게 해주었다. 이처럼 국내의
여러 경제주체들이 외자유치에서 실질적 이득을 볼 수 있어야만 외자유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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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해진다. 북한의 경우 외자기업의 북한 내 활동과 관련한 각종 제약을 제
거하고 투자유치 담당 관료 및 국내기업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넷째, 경제특구를 확대하고 그 운영정책을 개선해야 한다. 라진․선봉과
개성공단 등 현재 운영되는 북한의 경제특구는 그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
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 중국, 베트남과 같이 경제특구를 통한 수출확대와
경제발전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현행 특구 외에 특구를 추가 지정함으로
써 외자유치를 늘려야 한다. 또한 경제특구에 외국기업뿐만 아니라 북한 국
내기업, 국내기업과 외자기업 간의 합작기업 등 다양한 경제주체의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특구 경제와 내지 경제 간의 연계를 장려하는 정책을 취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대외경제가 외자유치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경제적 요인과 함께
정치적 제약요인을 들 수 있다. 북한의 핵개발에 따른 북․미 관계 악화, 국
제사회의 대북제재 등은 외국인투자 유치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
다. 또한 2008년 이후 남․북 관계 악화에 따른 군사적 도발행위에 따른
남․북 관계의 긴장고조도 외자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북한 당국이 무역확대 및 외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 북핵문
제의 조기 해결 △ 북․미 관계의 정상화와 대북 경제제재의 해제 △ 북․
일 국교정상화와 이에 따른 대일 배상금문제의 해결 △ 개혁․개방 노선 공
식화 등과 같은 근본적인 투자환경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북한의 대외경제협력은 정상적으로 발전하거나,
북한경제의 근본적인 회생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이 개혁․개방과 함께 북핵 해결에서 진전을 거둘 경우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해제와 함께 대북 투자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
다. 대북경제제재의 해제로 인해 미국은 물론 EU를 비롯한 서방권 국가들과
의 경제협력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기업의 대북 투자에도 긍

282│ 북한의 대외경제 10년 평가(2001~10년)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핵문제 타결로 북한에 대한 경제제
재가 해제되고 북․미 관계 개선 등으로 정치적 위험이 줄어들 경우, 북한의
지경학적 위치가 중국, 한국 및 일본 등 거대 시장권과 인접해 있다는 점에
서 낮은 생산비용을 활용하려는 외자기업들에게는 매력적인 투자대상 지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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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North Korea’s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2001-2010
Ihk Pyo Hong et al.

One of the most significant changes in North Korea is that it has
emphasized economic enhancement through economic cooperation with other
nations. Since the 2000’s, North Korea has acknowledged practical interest in
economic relations with others and that increases in volumes of trade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are strategies to fulfill its interests. In order to
enlarge the scope of its economic cooperation, the North has set priorities in
policy agenda as follows: stimulate trade, business cooperation through equity
joint venture and joint venture, proactive exchange in knowledge and human
resources in IT with advanced countries, and increases in financial transaction
activities.
Since the 2000s, the North has attempted several changes, such as
revision of policies and laws regarding trade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reshuffling of the administration system. For example, the North modified
laws and regulations in the mid-2000s, raised the status of Rajin to a
“metropolitan city” in 2009, and announced special laws for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the Rajin-Sunbong Special Economic Zone in 2010.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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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established North Korea Development Bank in 2009 in order to attract
more foreign direct investors, and it also set up the Committee for Equity
Joint Investment in 2010.
Despite the extensive efforts by North Korea to revitalize foreign
economic cooperation, in trade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particular,
North Korea has come to depend heavily on China economically. The said
dependency is deepening due to the nuclear crisis, different types of
international economic sanctions levied upon the North, and political problems
in relations between the North and the US. In order to minimize negative
economic impact from sanctions, the North should try to extend its scope in
economic cooperation not only with China but also with different countries
such as nations of the Middle East, Europe, and Southeast Asia.
Since the 2000’s, there have been positive changes in the North
regarding foreign economic cooperation, including increase in trade volumes,
after stagnating through the 1990s. During the same period, the North gave
most priority to increas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The North pursued
modernization and technology improvement, normalization of industrial
production, obtaining foreign exchange, and improvement of standards of
living. Such changes reflect that the North changed its thinking on and
direction of its economic policy. In the past, the North regarded foreign
economic relations as a tool for enhancement of political alliances, but in the
present days, the North straightforwardly recognized it as a means to
economic development. Accordingly, economic cooperation with other nations
was raised to a higher status from its former status as a secondary instrument
to a primary one for building a self-reliant national economy. Efforts by the
North to attract foreign investors have been more aggressive since 2000.
Humanitarian aid toward North Korea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301

Executive Summary │

decreased due to certain issues such as nuclear crisis, violation of human
rights, and transparency problems in distribution of aid. The international aid
in the mid-1990s alleviated not only the food crisis in North Korea, but also
worked out as a window for dialogue betwee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 communist country. But in spite of continued assistance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amine and economic crisis in the North remain
ongoing challenges. Furthermor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expressed
its concerns about nuclear weapons development in North Korea. The
community still argues for the legitimacy of aid toward the North amidst the
nuclear crisis and its effectiveness for the resolution of North Korea’s
economic crisis, and food crisis in particular.
Again, one of the most significant changes in the 2000s is North
Korea’s increasing dependency economically on China, while economic
cooperation with others shrank. Due to its nuclear weapons testing, North
Korea’s relations with the US and Japan is near-nonexistent and the scope of
economic cooperation with EU and nations in Southeast Asia decreased
significantly. In particular, relations with Japan, which was the North’s
second-largest trade partner until the early 2000s, is at an all-time low due to
unresolved issues such as kidnapping of Japanese nationals and nuclear tests.
Even though North Korea’s foreign economic cooperation in the 2000s
was more vigorous than in the past, the North still faces numerous challenges
with respect to resolving the current economic crisis and normalizing its
industrial system. One of the challenges is that the North cleaves to a
planned economy and a rigid doctrine of self-reliance at the cost of decreased
efficiency. Economic sanctions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re another
factor keeping North Korea from consistent economic development and
extending the scope of foreign economic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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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lure to build a partnership with most advanced countries due to the
nuclear weapons issue is the most critical factor limiting North Korea’s
economic development. In order to improve relations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particular with advanced countries, and to maintain steady
development economically; the North should put forward special efforts to
defuse the lingering nuclear crisis, normalize relations with the US and Japan,
persuad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removing sanctions, adoption of an
open market economy, and implement an open-door policy. Without effecting
fundamental social changes, it will be difficult for the North to resolve
economic crisis.
The paper studies changes in foreign economic policies, laws and
regulations of North Korea in the 2000s and finds actual conditions in its
trade, foreign investment, and international assistance in the same period of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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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기초연구 11-05

11-15

국제개발협력 인력양성 체계 구축 방안 / 김철희

11-16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특구 비교 분석과 시사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을 중심으로 / 조영관

11-17

한·중·일 3국의 대캄보디아 개발협력 비교연구 /
이창재ㆍ정재완ㆍ방호경

11-18

한국 중소 제조업체의 중국 장쑤성 진출사례와 시사점 /
노수연ㆍ곽주영

11-19

주요국의 FTA 환경협정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
김정곤ㆍ금혜윤

11-20

북한의 대외경제 10년평가(2001~10년) /
홍익표ㆍ이종운ㆍ김지연ㆍ양문수ㆍ이찬우ㆍ임수호ㆍ방호경

11-21

미국의 중소기업 수출확대정책 및 시사점 / 고희채ㆍ이보람ㆍ오민아

11-22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현황과 시사점 / 박월라ㆍ최의현

11-23

중국의 희토류산업 규제 강화에 따른 영향과 시사점 /
김부용ㆍ오종혁

11-24

중국 광둥(廣東)성 수출가공기업의 내수시장 진출 현황 및 시사점 /
정지현·이혁구

11-25

중국 산둥성 투자환경 분석: 르자오, 웨이팡, 둥잉, 빈저우를
중심으로 / 이상훈

11-26

중국 중부지역의 생산기지 활용가능성 연구 / 정지현
전략지역심층연구 11-01

11-27

인도 경제개혁 20년의 평가와 전망 / 김찬완ㆍ임정성ㆍ손승호
전략지역심층연구 11-02

11-28

남아시아 3개국 투자매력도 분석과 진출 방안 / 이순철ㆍ이영일
전략지역심층연구 11-03

11-29

한·인도 양국에서의 국가 이미지 /
조충제ㆍ은기수ㆍ박 건ㆍ장원봉ㆍ유성용ㆍ정혜원

전략지역심층연구 11-04

11-30

한ㆍ인도 그린에너지 산업 협력방안 / 김현제ㆍ조상민ㆍ박찬국
전략지역심층연구 11-05

11-31

한·인도 금융산업 협력 확대방안: 은행, 증권, 보험 /
이 웅ㆍ최호상ㆍ정무섭ㆍ서대교
전략지역심층연구 11-06

11-32

ASEAN의 의사결정 구조와 방식 /
강대창ㆍ박나리ㆍ유현석ㆍ김형종ㆍ이동윤
전략지역심층연구 11-07

11-33

동남아시아의 최근 정치·외교에 대한 전략적 평가: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중심으로 /
조흥국ㆍ윤진표ㆍ이한우ㆍ최경희ㆍ김동엽
전략지역심층연구 11-08

11-34

메콩지역 개발 전략: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
김태윤ㆍ신민금ㆍ김홍구ㆍ조영희ㆍ이요한
전략지역심층연구 11-09

11-35

동남아시아 이슬람 경제의 이해 :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 강대창ㆍ박나리ㆍ김형준ㆍ홍석준ㆍ원순구ㆍ손승호
전략지역심층연구 11-10

11-36

미얀마의 사회경제개발과 한국의 개발협력 구상 /
이호생ㆍ강인수ㆍ송유철ㆍ한홍렬
전략지역심층연구 11-11

11-37

미얀마 사회문화·정치와 발전잠재력 /
오윤아ㆍ강대창ㆍ김유미ㆍ박나리ㆍ장준영ㆍ최재현ㆍ우꼬레
전략지역심층연구 11-12

11-38

포스트소비에트 20년 중앙아시아의 미래: 통합 가능성과 균열
요인 연구 / 이재영ㆍ김석환ㆍ정세진ㆍ박정호ㆍ박병인ㆍ나희승
전략지역심층연구 11-13

11-39

한ㆍ중앙아시아 인적지원의 교류현황과 활성화 방안 /
윤성학ㆍ김안국ㆍ김영진ㆍ김일겸ㆍ성동기ㆍ홍미희ㆍ이시영
전략지역심층연구 11-14

11-40

중앙아시아 외국인 투자의 특징과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
조영관ㆍ주진홍ㆍ강명구ㆍ김영식ㆍ오영일ㆍ이상준

전략지역심층연구 11-15

11-41

몽골 광물자원 개발 현황과 한국의 진출 방안 /
이재영ㆍ이시영ㆍ이평래ㆍ윤익중ㆍAvirmed S.
전략지역심층연구 11-16

11-42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Ⅰ
인도
전략지역심층연구 11-17

11-43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Ⅱ
동남아시아 1
전략지역심층연구 11-18

11-44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Ⅲ
동남아시아 2
전략지역심층연구 11-19

11-45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Ⅳ
중앙아시아 1
전략지역심층연구 11-20

11-46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Ⅴ
중앙아시아 2
전략지역심층연구 11-21

11-47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Ⅵ
몽골, 터키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38

11-48

브라질의‘파워외교’와 한국에의 시사점 / 김원호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39

11-49

중남미의 기술지도와 한-중남미 기술협력전략 / 김종섭⋅박민경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40

11-50

중동 민주화의 대내외 정치역학 / 서정민ㆍ인남식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41

11-51

중동지역 한국학 관련 고문헌 및 역사 어문자료 기초 조사 / 이희수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23

11-52

한ㆍ인도 기업의 양국 인력 활용 실태 및 적극적 활용 방안 연구 /
허재준ㆍ염지환ㆍ김봉훈ㆍ이건준ㆍ김상식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24

11-53

과테말라 자원ㆍ에너지회수를 위한 유기성폐기물의 수거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 정우현ㆍ추장민ㆍ한동훈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25

11-54

중동ㆍ북아프리카와의 수산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 알제리ㆍ
튀니지ㆍ리비아를 중심으로 / 홍현표ㆍ장홍석ㆍ안재현ㆍ한덕훈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26

11-55

아시아 대도시권의 대중교통중심개발(TOD) 효과분석 및 종합편익
산정에 관한 연구: 서울, 방콕, 마닐라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
박지형ㆍ성현곤ㆍ황보희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27

11-56

중남미진출 한국기업의 사회적 공헌(CSR) 제고 방안 연구 /
오삼교ㆍ이남섭ㆍ최윤국ㆍ홍욱헌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28

11-57

한국 체류 중남미인 실태 조사 및 활용방안 연구 /
김창민⋅주종택⋅최진숙⋅강정원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29

11-58

3개국(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자원개발 관련법 비교 연구 /
정경원⋅조희문⋅문남권⋅유동재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30

11-59

중남미 인구변동 연구 / 박윤주⋅임상래⋅이상현⋅조영태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31

11-60

브라질의 중앙과 지방정부 조직구조 및 기능 연구 /
김영철⋅임두빈⋅김우성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32

11-61

베네수엘라 오일샌드에 대한 한국의 진출방안 연구 /
조성권⋅주미영⋅박상현⋅하상섭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33

11-62

최근 MENA 지역의 정세변화에 따른 투자환경 변화 및 대응방안 /
문정인ㆍ이광열ㆍ고아름ㆍ김현규ㆍ김진영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34

11-63 한국과 중동ㆍ북아프리카의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 /
조홍식ㆍ신동찬ㆍ이유봉ㆍ황형준ㆍ조정익ㆍ정대원ㆍ강형석ㆍ김 인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35

11-64

이슬람 금융: 이론과 현실 및 활용 방안 / 이충열ㆍ이영수ㆍ제상영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36

11-65

북아프리카지역에서의 부족 집단 간 갈등 양상에 관한 기초 연구:
마그레브지역의 베르베르족을 중심으로 / 김정숙ㆍ김양주ㆍ임기대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37

11-66

주요 중동국가들의 정치권력 구조 연구 /
황병하ㆍ김강석ㆍ김선하ㆍ김화선ㆍ최지원

￭ 2010년

10-01

한ㆍ터키 FTA와 경제협력 증진방안 / 정 철ㆍ성한경ㆍ이철원ㆍ오태현

10-02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농업 정책과 한ㆍ중앙아시아 농업 협력 확대 방안: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을 중심으로 / 조영관ㆍ이시영

10-03

최근 WTO 회원국들의 TBT 동향과 정책시사점 / 장용준ㆍ남호선

10-04

신아시아 시대의 한국과 몽골의 전략적 협력방안 /
이재영ㆍ이시영ㆍ두게르 간바타르

10-05

중앙아시아 플랜트시장의 특징과 한국의 참여방안: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 윤성학

10-06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인도네시아의 정치ㆍ경제 상황과 향후 전망 /
손기태ㆍ백유진ㆍ김민희

10-07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논의동향 및
쟁점 분석 / 정지원ㆍ박수경

10-08

아프리카 바이오에너지 개발 잠재력 및 발전 전망 / 박영호ㆍ허윤선

10-09

고용중심형 녹색원조의 주요 사례와 시사점 / 한바란ㆍ김민희

10-10

중국의 대외원조정책과 추진체제 / 권 율ㆍ박수경

10-11

아프리카 주요국 경제 현황 및 중점 협력분야:
가나 ㆍ 콩고(DRC) ㆍ 남아공 ㆍ 에티오피아 / 박영호ㆍ김민희ㆍ전혜린

10-12

아시아 ㆍ 태평양 통상협정 활용률 측정을 통한 경제적 효과분석 /
김한성ㆍ금혜윤

10-13

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 현황과 철강제품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
추정 연구 / 김태윤ㆍ이재호

10-14

중국 FTA 협상에서 인력이동에 관한 연구: 중국 기체결 FTA
협정 분석을 중심으로 / 여지나

10-15

OECD 회원국의 서비스산업 분석: 산업구조, 파급효과, 생산성을
중심으로 / 강준구

10-16

GTI(Greater Tuman Initiatives)의 추진동향과 국제협력 방안 /
조명철ㆍ김지연

10-17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투자매력도 분석과 한국의 진출방안 /
조영관ㆍ강명구ㆍ김계환ㆍ김한칠ㆍ성원용ㆍ이시영

10-18

중앙아시아 에너지 플랜트시장 전망과 한국의 참여방안에 관한 연구 /
윤성학ㆍ문창권ㆍ변현섭ㆍ이성훈ㆍ장세진ㆍ주진홍ㆍ최 호

10-19

우즈베키스탄 지배집단과 권력 엘리트 연구 /
이재영ㆍ김석환ㆍ박상남ㆍ손영훈

10-20

중앙아시아에서 한국의 국가적 이미지 /
윤성학 ㆍ 은기수 ㆍ 박수미 ㆍ 박 건 ㆍ 장원봉

10-21

한국형 개발경험전수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연구: 기존 사례
분석 및 우즈베키스탄에의 적용 / 강인수ㆍ송유철ㆍ이호생ㆍ한홍렬

10-22

KIEP 중앙아시아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공모집 Ⅰ: 정치ㆍ문화

10-23

KIEP 중앙아시아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공모집 Ⅱ: 경제ㆍ자원ㆍ과학

10-24

The Belarusian Economy and its Economic Relations with
the EU / Jee Young Hwang and Ji Sang Chang

10-25

부상하는 강대국 인도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
라윤도ㆍ이옥순ㆍ김찬완ㆍ유태환

10-26

아세안의 경제발전과 한ㆍ아세안 개발협력 / 권 율ㆍ이재호ㆍ조흥국 외

10-27

한ㆍ중남미 경제협력의 현황과 과제 / 권기수ㆍ김원호ㆍ이성형ㆍ김종섭

10-28

인도 권역별 진출환경 평가: 동부 / 김봉훈 외

10-29

인도 권역별 진출환경 평가: 서부 / 김봉훈 외

10-30

인도 권역별 진출환경 평가: 남부 / 김봉훈 외

10-31

인도 권역별 진출환경 평가: 북부 / 김봉훈 외

10-32

동남아 전략산업 분석: 자동차산업 - 발전잠재력과 전략적 시사점 /
이성신ㆍ박원장

10-33

동남아 전략산업 분석: IT - 발전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
강인수 ㆍ김태은ㆍ홍승연

10-34

동남아 전략산업 분석: 금융 - 금융산업 현황과 협력방향 /
정계룡ㆍ손승호ㆍ이진경ㆍ이세린

10-35

동남아 전략산업 분석: 의료관광 -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
신장섭

10-36

동남아 전략산업 분석: 신ㆍ재생에너지 - 우리나라와의 협력방안모색 /
배정환

10-37

한ㆍ중미 개발협력방안 연구 / 김영철ㆍ구경모ㆍ김유경ㆍ박종욱

10-38

한ㆍ중미 중소기업협력 확대방안 / 문남권ㆍ우제량

10-39

한ㆍ중미 IT 산업협력 확대방안 / 최윤국

10-40

한ㆍ중미 녹색산업협력 확대방안 / 하상섭ㆍ정경원ㆍ손혜현

10-41

한국ㆍ베트남 환경교육협력방안 연구(Ⅰ):
공무원 환경교육 프로그램 작성 및 시범운영 /
김광임ㆍ박태윤ㆍ김윤정 ㆍ Dinh Thai Hung 외

10-42

ASEAN 국가 교통인프라 수준진단을 통한 효과적 ODA 사업
추진방향 연구 / 이훈기ㆍ박지형ㆍ이동민ㆍ김종신ㆍ주유형

10-43

인도 동부지역 문화와 경제의 구조적 상관성 / 이광수 외

10-44

인도인의 공동체 의식 / 최종찬 외

10-45

인도의 산업발전전략과 이코노믹 거버넌스:
한국과 인도 간 경제협력 강화에 주는 교훈과 함의 / 장지호 외

10-46

인도인은 누구인가? - 요가샤스뜨라로 본 그들의 정신세계 /
김순금 ㆍ 김미경

10-47

인도 지역사회와 경제특구에 대한 연구: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 이규태 외

10-48

인도의 외교안보정책과 한ㆍ인도 미래협력방안 연구 / 전재성 외

10-49

동남아에서 국가정체성의 구축과 성격: 국립박물관과 기념물을
중심으로 / 신윤환 외

10-50

동남아의 분리주의 운동과 갈등관리: 아세안(ASEAN)의 지역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 이동윤 ㆍ 김영일

10-51

ASEAN 후발 3개국(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의
사회경제개발역량 제고에 관한 기초연구 / 유재원 외

10-52

한국의 캄보디아ㆍ라오스ㆍ베트남에 대한 인적자본 개발원조의 영향력
평가와 협동방안 연구 / 박인원 외

10-53

마약 ㆍ 조직범죄 ㆍ 해적 등 동남아의 초국가적 위협에 대한 지역적
협력방안 / 한용섭 외

10-54

아세안지역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ODA 협력방안 연구: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을 중심으로 / 황정태 외

10-55

대캄보디아 ODA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전략개발 연구 /
손혁상 ㆍ 유현석

10-56

2010년 총선 이후 미얀마 체제변동 전망과 그에 따른 한국의 진출
전략 / 장준영

10-57

중남미 원전산업의 발전과 한국 원전산업 진출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MBA(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국가를 중심으로 / 조희문 외

10-58

라틴아메리카 에너지와 환경 문제: 현황과 과제 / 전경수 외

10-59

중남미 의료시스템 개혁 연구 / 임상래 외

10-60

중남미 사회ㆍ문화적 코드와 방송영상산업의 소비 패턴 연구:
‘한류’의 효율적인 정착을 위한 제언 / 정경원 외

10-61

한ㆍ중ㆍ일 공기업 정책의 성과와 변천 / 정형곤 외

10-62

베트남 미디어의 대한국 이미지 개선 방안:
년전지와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 송정남ㆍ이강우ㆍ김성한

10-63

아세안 주요 2개국(베트남, 인니)의 노동시장 현황과 변화 전망 /
이홍식ㆍ김형주

10-64

동남아시아 이슬람 국가의 문화콘텐츠산업 시장 특성 및
성장가능성 전망: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
정영규ㆍ정선화

홍익표(洪翼杓)
한양대학교 정치학 박사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통일국제협력팀 전문연구원
(現, E-mail: iphong@kiep.go.kr)

저서 및 논문
북한의 대외경제 제약요인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공저, 2009)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동향 및 한국의 대응방안｣
(공저, 2009) 외

이종운(李鍾雲)
영국 Univeersity of Sussex, 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통일국제협력팀 전문연구원
(現, E-mail: jwlee@kiep.go.kr)

저서 및 논문
North Korea's Economic Reform under an International Framework(2004)
“Moving Beyond Stalemate: International Engagement in North Korea’s
Economic Transition"(Asian Profile, 2011) 외

김지연(金知演)
미국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Masters’ Sciences at Social Work
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Master’s at Public Policy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통일국제협력팀 연구원
(現, E-mail: jykim@kiep.go.kr)

저서 및 논문
｢최근 UN의 대북제제 동향과 전망｣(공저, 2009)
북한의 대외경제 제약요인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공저, 2009) 외

양문수(梁文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일본 도쿄대학교 경제학 박사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現, E-mail: msyang@kyungnam.ac.kr)

저서 및 논문
북한 계획경제의 변화와 시장화(공저, 2009)
북한경제의 시장화(2010) 외

이찬우(李燦雨)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졸업
일본 도쿄국제대학 대학원 경제학연구과 강사
(現, E-mail: chleekim80@yahoo.co.jp)

저서 및 논문
경제로 본 북한(공저, 2010)
중국 동북지역 개발과 북한 경제개발의 상호연계성 조사(2011) 외

임수호(林秀虎)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정치학 박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現, E-mail: sooho.lim@samsung.com)

저서 및 논문
계획과 시장의 공존(2008)
北美대립: 기원, 과정, 전망(공저, 2011) 외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 있는 專門家, 企業 및 一般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 및 세미나 자료 등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연간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S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A

(계간)대외경제연구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

1만 5천 원

1만 2천 원

* 연구자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들 회원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를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수시접수)
137-747 서초구 양재대로 24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식정보실 출판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2)3460-1179 FAX: 02)3460-1144
E-mail: sklee@kiep.go.kr

■ 회원특전 및 유효기간
․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EI) 발간자료 등 제공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 동안 가격인상에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연회원기간은 加入月로부터 다음해 加入月까지입니다.

KIE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문)

(한글)
(영문: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담당자
연락처

우편번호
전화:
FAX:

E-mail: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해당난에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기 관 회 원

S
발간물 일체

A
계간지

개 인 회 원
연구자회원
*회원번호

*갱신통보사항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

연구자료

11-20

북한의 대외경제

Policy References 11-20

North Korea’s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2001-2010

년 평가 (

10

Ihk Pyo Hong et al.
북한은 2000년대 들어 경제운영의 실리를 강조하였으며, 이로 인해 대외경제부문에서 수출확대 및 외자
발전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무역 확대 및 다각화,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 선진과학기술 도입 등을
대외경제정책의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북한 당국의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핵문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대외경제협력은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대중국 의존도

~ 년 )

유치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해왔다. 북한은 경제강국 건설을 위해서는 대외경제관계의 확대·

2
0
0
1
1
0

심화를 초래하였다. 지난 10여 년간 북한에서는 대외경제부문을 중심으로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따라서
북한 대외경제부문의 정책변화 및 실태에 대한 분석은 북한경제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고, 대북 경제
홍익표

협력정책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종운 ·
김지연 ·
양문수 이
·
·찬우
임수호
·

94320

9 788932 222578
ISBN 978-89-322-2257-8
978-89-322-2064-2(세트)

정가 12,000원

연구자료 11-20

북한의 대외경제 10년 평가
(2001~10년)
홍익표·이종운·김지연·양문수·이찬우·임수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