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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대북투자 시계열 데이터(2000~15)를 추정하고자 하
였다. 이를 위해 중국의 대북 투자와 관련된 공식･비공식적 자료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제시하고, 기업별 투자 데이터 및 대리변수를 사용하여 기존 데이터
를 보정한 독자적인 추정치를 제시하였다.
먼저 2000년대 이후 언론 보도와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기업별 데이터를 취합
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중국의 대북투자는 2009년 2차 핵실험 이후 일시적인
시기를 제외하면 2004~12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3년 3차 핵실험
이후 감소세 내지는 침체기로 돌아섰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중
국 상무부 통계상의 추세와 대체로 일치하나, 본격적 투자 시점인 2004~05년
투자액 및 투자 추세가 언론보도와 큰 차이를 보여 연도별 대북투자액 추정을
위해서는 상당한 보정이 필요하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존 기업별 데이터에서 정보 개선 및 추가 식별이
가능한 데이터를 분리한 후, 이를 상무부 투자기업 리스트 등 9개의 추가 자료
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와 매칭(Matching)하여 일차적 추정치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 대비 거의 두 배에 달하는 표본을 확
보할 수 있었다. 또한 도출된 데이터를 토대로 연도별 대북투자액을 합산한 결
과 2000년대 이후 중국의 대북투자 총액은 약 7억 5,998만 달러로 추정되었
는데, 이는 중국 상무부 통계에서 제시된 동 기간 유량 합산액의 1.74배에 달
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북투자가 가장 활발히 진행된 시기인 2005~07년 기
간 발생한 투자의 상당 부분이 누락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다만 위의 방식은
각 기업이 북한에 투자한 총 투자액이 최초 비준 시점에 모두 실행된 것으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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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어, 투자기업이 많이 식별되거나 규모가 큰 광업 분야 투자가 활발한
해일수록 중국의 대북 투자액이 과도하게 추정되는 한계를 보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대북 광업 투자액과 유
사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생각되는 대리변수를 선정하고, 그 추세를 활용하
여 추정을 시도하였다. 타 분야의 투자 변화에도 영향을 받는 다용도 품목은 제
외하고, 광산 개발 관련 단일 용도만을 가진 상품 및 그 부속품의 대북 수출 데
이터를 이용하여 대리변수를 구성하였다. 또한 중국의 광산장비 수출은 설비
제공형 투자뿐 아니라 북한 당국의 자체 수입으로도 발생하므로, 이를 별도로
추정하여 제외한 후 추정하였다.
대리변수를 이용하여 추정한 광업 분야 투자액과, 기업별 데이터를 통해 파
악된 기타 분야의 투자액을 합산한 총액(유량합)은 2003~14년 동안 약 10억
116만 달러에 달하였다. 이는 동 기간 중국 상무부에서 제시한 대북투자액의
유량합인 4억 1,399만 달러의 2.42배에 해당한다. 중국 상무부 통계와 비교하
면 연평균 4,893만 달러라는 적지 않은 금액이 집계에서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누락분의 대부분은 설비제공형 투자로 추정되는데, 현재까지도
이러한 형태의 대북투자는 지속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위의 추론에 기초한다면, 북한의 외화가득률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2000년대 이후 북한의 지하자원 수출 증가분의 상당수가 설비제공형 투자의
대가였다면, 북한의 외화가득률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개연성이 높다. 특히 지
하자원 부문은 산업연관효과가 낮고, 설비제공형 투자가 단기적이며 소규모임
을 고려한다면 2000년대 중반 이후 북한 광산이 상당수 정상화되었음에도 불
구하고 산업 회복 및 발전은 정체되고 있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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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추정은 중국의 대북투자와 관련된 기존 통계보다 안정
성 있는 시계열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여러 가지
가정에 기반한 시론적 분석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즉 대리변수의
구성과 각각의 가정의 ‘현실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추가적 데이터 분석과
현지조사 등에 기반한 실증적 입증이 필요하다. 실증적 탐색 과정에서 비현실
성이 드러나면 그것을 보정하는 과정에서 보다 현실에 근접한 추정치가 도출되
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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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2000년대 이후 북한 대외관계의 특징 중 하나는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
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점이다. 한 예로 1998년 북･중 무역 규모는 북한 전체
대외무역의 28% 정도에 불과했으나, 2000년대 들어 연평균 23%에 달하는 증
가율을 보이며 2005년 전체 규모의 50%를 넘어섰고 현재는 그 비중이 90%에
가까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1) 즉 현재 북한의 대외무역은 곧 북･중 무역을 의
미한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이다.
북한의 외국인투자 유치 부문에서도 같은 흐름이 관찰된다. 국내외 연구기
관 및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00년 중국의 대북투자는 실행액 기준 100만 달
러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2004년 5,000만 달러로 급등하여 당시 북한
외자 유치 누계액의 85%를 차지하였다.2) 이후에도 중국의 대북투자는 꾸준히
지속되었으므로,3) 현재는 외자 부문의 대중 의존도 역시 무역 부문의 대중 의
존도 수준에 도달하였을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UNCTAD FDI/TNC
Database에 따르더라도, 중국의 대북투자는 2003년 112만 달러에서 2004
년 1,413만 달러로 급증하여 2014년 현재 누적액이 6억 달러에 이르는 반면,
독일 등 기타 국가의 투자는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전무하여 투자 부문 대중
의존도 급증 가설을 뒷받침하고 있다.4)
여러 자료에서 나타난 공통점은 중국의 대북투자가 2004년 이후 급증하였

1) 이 석(2013. 6)a, p. 59.
2) 「中 대북투자 급속 증가..5년새 50배 늘어」(2005. 5. 29), 연합뉴스 프리미엄 DB(검색일: 2015. 5. 9).
3) 「중국 기업 대북 실제투자 누계 1억 3천만 달러」(2006. 9. 4), 연합뉴스 프리미엄 DB(검색일: 2015.
5. 12); 「中, 대북 누적 투자총액 1년새 2배로 증가」(2008. 4. 24), 연합뉴스 프리미엄 DB(검색일:
2015. 5. 10).
4) UNCTAD(2015), FDI/TNC Database(검색일 2015.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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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이다. 실제 2004년 4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 당시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중국정부는 중국 기업이 북한 측과 다양한 형태의 호혜협력을 행
할 것을 적극 장려한다”고 천명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2005년 3월 북중간 ‘투
자 장려 및 보호에 관한 협정’과 ‘환경 협조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바 있다.5)
이러한 중국의 대북투자 확대 움직임은 북한의 1, 2차 핵실험 이후 북･중 관계
가 소원해지며 잠시 침체되었으나, 2009년 하반기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을 계
기로 다시 회복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양국간에는 자유무역지대 개발,
나진항 부두 건설, IT산업 분야 교류 등 다양한 경제협력이 합의된 바 있다.
중국이 2000년대 이후 대북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배경에는 중국정
부의 동북진흥계획 실시가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공산당 제16
차 대표대회(2002. 11)에서 뺷동북지구 등 노공업기지의 조속한 조정과 개조를
지지한다뺸는 보고서가 채택된 이래,6) 중국 국무원은 동북 3성의 본격 개발을
선언한 ‘36호 문건’(2005. 6)7)을 통해 對북한 도로･항만･특구 연계개발 의사
를 공식 표명하였으며, 결국 2009년에는 동북 3성 개발이 국가산업으로 비준
되었다. 이에 따라 요녕성은 ‘연해경제벨트 개발계획’에 단둥-신의주 연계개발
을 포함시키며 신압록강대교 착공, 위화도･황금평 북중 공동특구 개발 등에 나
섰으며, 길림성은 ‘창지투 개발계획’에 훈춘-나진항을 잇는 도로 현대화 사업
등 교통망 개선 프로젝트를 포함시켰다.
북한 인프라 개선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집중 표명되면서 중국 민간 기업에
서도 시장 수요가 높은 광물 등을 중심으로 대북투자가 증대되기 시작했던 것
으로 판단된다. 또한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이하 7.1 조치) 실시 후
북한이 중국식 개혁･개방을 시도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중국기업들 사이에
증폭되었던 점8)도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의 대북투자가 본격적으로 확장되
5) 최수영(2013), 이 석(2013) 편, pp. 330~331.
6) 배종렬, 윤승현(2015), p. 3.
7) 중국 국무원(2005. 6. 30), 「동북 老공업기지 대외개방의 진일보 확대를 위한 의견」(36호 문건). 동 문건
에는 “북한과 맞닿는 도로, 항만, 지역에 대해 일체화를 추진한다”는 조항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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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2000년대 중반부터 중국의 대북투자가 본격 확대되기 시작했다는
점은 여러 자료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신뢰할 만한 투자액 통계
가 없다는 점이다. 중국정부에서 발표하는 공식 통계로는 상무부의 『중국대외
직접투자통계공보』가 있으나,9) 데이터의 연속성이 부족한 데다10) 누락 가능
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형편이다. 대북투자의 특성상 정부에 보고하지 않
고 비공식적으로 진행됐을 가능성도 있으며, 특히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
으로 알려진 광산 투자의 경우 구상무역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중
상당 부분은 투자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이다.11) 그 결과 상무부 자료에서 나타
난 중국의 대북투자액은 정부 발표, 언론 보도, 대북사업 관계자 증언과 규모
및 추세 측면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앞의 예시에서
2004년 당해 연도 투자액이 5,000만 달러(중국 정부관계자의 발표에 따른 언
론 보도)와 1,413만 달러(중국 상무부 통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데서도
잘 드러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저한’ 격차가 왜 발생하고 있는가를 밝히고 그것을 보정
할 방법을 탐구하며, 이를 바탕으로 가설적인 중국의 대북투자 시계열 데이터
(2000~15)를 추정,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 존재하
는 공식･비공식적 데이터를 모두 검증, 종합할 것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 대리
변수를 활용한 독자적인 추정 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신뢰할 만한 데이터가 없
는 만큼 연구의 한계도 명확할 것이나, 향후 보다 진전된 연구를 위한 작은 발
판이 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8) 배종렬, 윤승현, 앞의 책, p. 3.
9) UNCTAD Database는 각 나라에서 보고한 수치를 모아서 보고한 것이므로, 이 역시 출처는 중국 상
무부 자료이다.
10) 자세한 내용은 3장을 참고.
11) 광산 투자를 하면서 북한 내에 단독 합영 합작 등 투자기업을 설립하고 중국 상무부 비준을 받는 경우
에만 투자로 인식되는데 영세업체나 개인투자자의 경우 투자기업 설립 없이 순수 구상무역 형태로만
투자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경우 상무부 비준을 받을 유인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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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제2장에서는 2000년대 이후 북･중 양국의 해외직접투자 관련 제도 및
정책의 발전 과정을 간략히 점검한다. 이를 통하여 중국의 대북투자 확대 요인
은 무엇이었는지 알아보고, 그 성격을 파악함으로써 투자액의 증가 시점 및 추
세, 통계적 오류 가능성 등 추정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다.
둘째, 제3장에서는 중국의 대북투자와 관련하여 발표된 공식･비공식적 자료
를 제시하고, 그 한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유일한 공식자료인 상무부 통계
현황을 분석하여 통계의 불연속성 등 문제점을 점검한 후, 관련 언론 보도를 취
합한 결과와 대조하여 그 한계를 상세히 드러내 보이고자 한다. 또 선행연구에
서 인용된 공식･비공식적 자료에서 나타난 기업별 투자 데이터를 상호 보완하
여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제4장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중국의 대북투자액을 추정한다.
중국 내 대북 투자기업 데이터를 분석 및 종합하여 일차적인 추정치를 도출한
후, 중국의 대북투자 특성을 이용하여 대리변수를 통한 추정을 시도함으로써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하고자 한다.
넷째,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이상의 논의가 향후 북한경제에 대한 학술
적･정책적 접근에서 가지는 함의를 간략히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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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2000년대 이후 북･중 양국의
해외직접투자 발전과정
중국의 대북투자는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되었다. 여기에는 2000년대
들어서부터 한중수교로 소원해졌던 북･중 관계가 개선된 점이나 북한이 7.1
조치, 외자 유치제도 개선, 중앙특구 신설 등 일련의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한
점이 어느 정도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부터 중
국의 대북투자가 본격화된 핵심요인은 무엇보다 이 시점부터 중국정부가 전 세
계를 상대로 해외직접투자를 강하게 추진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있다.
이 장에서는 중국의 대북투자액을 본격적으로 추정하기에 앞서 2000년대
들어 중국과 북한이 자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장려하거나(중국) 해외기업의 자
국 진출을 장려하기(북한) 위해 취한 조치들과 결과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제1절에서는 2000년대 이후 중국 해외직접투자의 특징을 파악하고 그 속에서
대북투자가 차지하는 지위를 제시할 것이다. 제2절에서는 최근 새로 도입된 제
도를 중심으로 북한의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과 양상을 간략히 제시하고자 한
다. 본 연구의 목적은 투자액 추정에 있으므로, 구체적인 제도 분석은 제외하며
경제개발구 관련 정책 역시 최소화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1. 중국 해외직접투자의 발전 과정과 특징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2000년대에 진입하면서 본격화되었다. 개혁･개방
이후 1990년대 후반까지 중국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치에 초점을 두었으나, 2000
년대에 접어들어 무역수지 흑자가 기조가 지속되고 외환보유고가 축적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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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투자 확대를 고려할 수 있는 거시경제적 여건이 형성되었다. 이에 따
라 중국정부는 2005년 11차 5개년 계획(11･5 계획)에서 조우추취(走出去:
Going Global, 국외로 나간다) 전략을 채택하며 해외직접투자에 본격적인 박
차를 가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를 전환점으로 주관부서인 상무부를 비롯해
중국정부는 자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였고, 기업
들 역시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과 투자를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이 가운데 주목할 점은 상무부의 역할이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규제에서 해
외직접투자에 대한 지원 및 장려, 그리고 투자자 주권 강화로 일대 전환되었다
는 점이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국가외환관리국 등 주요 부처에서 해
외직접투자 장려정책을 채택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으며,12) 심사비준 및
관리, 외환관리, 재정지원 및 세무, 금융지원, 투자보험, 정보서비스 등 분야에
서 새롭게 제도가 도입･정비되었다.13)
이에 따라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유량 기준으로
약 45배 증가하였고, 저량 기준 약 30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그 결과 2000년
초중반 전 세계 26위(유량기준)에 불과했던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순위는 2012년
3위로 올라서게 되었다.

표 2-1.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현황(2002~14년)
(단위: 억 달러)

연도

금액

유량
글로벌 순위 작년 대비 성장률(%)

금액

저량
글로벌 순위

2002

27.0

26

-

299.0

25

2003

28.5

21

5.6

332.0

25

2004

55.0

20

93.0

448.0

27

12)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해외투자 관련 인허가 규정을 개선하였고, 상무부 역시 인허가 관련 규정을 정
비하면서, 국가별 산업방향 목록, 대외투자협력 국가(지역)별 지침을 발표하는 등 해외투자기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외환관리국은 해외투자 총량에 연도별 한도를 부과했던 기존 방식을 철폐
하는 등 관련 외환제도를 정비하였다. 이 근, 지만수, 서봉교(2012), pp. 8~9.
13) 자세한 논의는 KOTRA(2010), pp. 19~33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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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계속
연도

금액

유량
글로벌 순위 작년 대비 성장률(%)

2005

122.6

17

122.9

2006

211.6

13

2007

265.1

17

2008

559.1

12

2009

565.3

2010

688.1

2011

금액

저량
글로벌 순위

572.0

24

43.8

906.3

23

25.3

1179.1

22

110.9

1839.7

18

5

1.1

2457.5

16

5

21.7

3172.1

17

746.5

6

8.5

4247.8

13

2012

878.0

3

17.6

5319.4

13

2013

1078.4

3

22.8

6604.8

11

2014

1231.2

3

14.2

8826.4

8

주: 1) 2002~05년은 중국의 대외 비금융 분야에 대한 직접투자 수치이고, 2006~14년은 전 분야의 대외직접투자 수치임.
2006년 성장률은 대외 비금융 분야 직접투자액에 근거.
2) 본 통계는 중국의 ｢대외직접투자통계공보제도｣가 신설된 이후 각 연도 수치임.
자료: 中国对外直接投资统计公报(2014), p. 6.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자원개발이 주종을 이루었다. 특히 에너지 등 해외자
원 확보를 위한 대형 국유기업의 투자가 해외투자를 견인하였다. 이러한 현상에
는 경제성장에 따라 에너지 및 원자재 수요가 확대되면서 관련 자원 확보에 안
정성을 기하려는 국가전략이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은 전통적인
철광석 공급지인 호주와 브라질, 석유 공급지인 중동에서 자원 공급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한편, 아프리카, 중남미 등으로 공급원을 다양화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자원개발을 겨냥한 해외직접투자 방식은 크게 ① 인수･투자형(자원
개발 회사 혹은 개발권 지분 인수를 통해 자원 공급권 확보) ② 공급계약형(중
동지역에서 생산량 중 일부 확보) ③ 차관개발형(저개발국이나 신흥국에 차관
을 제공하는 대신 자원의 현물 상황이나 자원개발 우선권 확보) 등 3가지 유형
으로 구분된다.14) 또한 자원개발형 해외직접투자는 국가의 정치안보적인 목적
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효율성은 그리 중시되지 않는 편이다.
투자대상 산업별로는 2000년대 중반까지는 채광업의 비중이 높았으나 이후 비

14) 박월라, 최의현(2011), pp. 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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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니스 서비스업, 도소매업, 금융업, 제조업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그
림 2-1). 투자 분야 다양화에 따라 투자 방식 역시 기존에는 신설투자(Greenfield)
가 주종을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인수합병(M&A) 방식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
다.15) 아울러 정부 당국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대형 국유기업만이 아니라 중
소기업과 정보서비스를 갖춘 신생기업들도 투자 주체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들어 중국 경기가 둔화세를 보임에 따라 중국기업의 투자 성향도 보다
신중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 둔화에 따라 2000년대 고도성장을 뒷
받침하기 위한 자원확보식 해외직접투자 기조와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이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일대일로 전략’을 따
라 인프라 및 비즈니스 서비스업, 금융업 등이 각광받으면서 해외직접투자의
산업별 구성 변화가 촉진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1. 중국의 주요 산업별 대외직접투자 현황(2006-14년)
(단위: 억 달러)

주: 2014년 기준 해외직접투자액의 상위 5대 분야만 발췌.
자료: 中国对外直接投资统计公报(2014), p. 6.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중 대북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다. 중국 상무
부 통계에 따르면, 유량 기준으로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중국의 전체 해외
직접투자액 중 대북투자의 비중은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표 2-2).
15) 이 근, 지만수, 서봉교(2012), pp.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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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투자 비중이 낮은 이유는 투자 유인이 다른 국가에 비해 크지 않을 뿐 아니
라, 투자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지 않아 투자 리스크가 높기 때문이다.

표 2-2.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액 중 대북투자 비중(유량 기준)
(단위: 억 달러)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투자 총액

211.6

265.1

559.1

565.3

688.1

746.5

878

1078.4

1231.2

대북투자액

0.11

0.18

0.41

0.5

0.12

0.55

1

0.86

0.51

비중(%)

0.052

0.068

0.073

0.088

0.017

0.074

0.11

0.080

0.041

자료: 中国对外直接投资统计公报(2014), p. 6, p. 43.

그림 2-2. 중국의 주요 접경국가 해외직접투자 동향
(단위: 백만 달러)

자료:中国对外直接投资统计公报(2014), p. 131.

그 결과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액에서 북한에 대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중국이 국경을 접한 여타 나라들에 대한 투자 비중에 현저히 못미치는 수준이
다. [그림 2-2]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의 접경국가 중 동남아 체제전환국인 베
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에 대한 투자액은 대북투자액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중국의 투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중
국의 관점에서 보면 북한은 그리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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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비록 2000년대 중반부터 중국의 대북투자가 빠르게 확대되긴 하였으
나 중국의 전체 해외직접투자 규모에 비교해 보았을 때는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대북투자 규모가 영세하다는 것은 공식통계와 실제 투자액 사이의
괴리를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국의 대북투자액을 추정할 때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중국의 대북투자 규모가 작다는 것은 주로 중소기업이나 영
세기업이 투자를 주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런데 일정 금액 이상만 통계로
잡는 중국 상무부의 관행을 볼 때, 중소･영세 기업이 투자를 주도한다는 것은
공식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공식 투자가 상당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16) 북･중
관계의 특수성 역시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비공식 투자가 상당할 수 있음을 시
사한다.17) 아울러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이 해외직접투자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대북투자 통계가 체계적으로 누락되었을 소지 역시 다분하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볼 경우, 중국 상무부에서 제공하는 대북투자 추정치는 과소 추
정되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 이 문제를 포함한 상무부 통계의 문제점은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한다.

2. 북한 외자 유치제도의 변화와 특징
북한은 2000년대 이후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관
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왔다. 1990년대 들어 심각한 경제난에 봉착했던
16) 刘永华(2009)는 중국의 대북 투자기업 중 90%가 중소기업이라고 분석하였다. 또한 경험에 기초해볼
때 중국의 대북 투자기업 중 중국 국가규정에 따라 경영하는 업체는 2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 있
다. 이에 따라 2008년 공식 투자 프로젝트 개수는 84개이고, 총투자액은 2억 6,000만 달러이지만, 비
공식 투자를 포함한 실제 투자는 420개의 프로젝트에 총투자액 13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추정하였
다. 刘永华(2009), p. 14.
17) 중국정부는 대북제재 등으로 인해 대북교역 확대에 불리한 국제환경이 조성될 때는 통계를 누락하거
나 다른 항목에 은폐하는 방법으로 선택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것이 대북 원유수출이지만, 대규모 투
자 역시 다르지 않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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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2000년대 들어 경제정책의 일대 전환을 시도하였
다. 대내적으로는 7.1 조치를 통해 기업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시장메커니
즘을 체제 내부로 수용하는 한편, 부족한 생산설비와 재원을 외국인투자로 충당
하고자 하였다. 특히 기존의 나선특구를 비롯해 황금평･위화도, 신의주, 개성공단,
금강산 경제특구를 추가로 신설하여 외자 유치정책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법적으로는 외국인투자법, 합영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외국인투자기업
법, 외국투자기업회계법, 외국인투자기업재정관리법,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 등이 2000년대 중반부터 지속적으로 제･개정되었다. 외국인의 대북투
자는 합영투자(중국식 표현으로는 합작투자), 합작투자(중국식 표현으로는 합
자투자), 특구에서의 단독투자 등 크게 3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여러 공식
자료에 따르면, 실제 이루어진 투자의 대부분이 합영 혹은 합작투자인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북한은 경영권을 자신이 갖는 합작투자(중국식 표현으로는 합
자투자) 방식을 선호한다고 한다.18) [표 2-3]에서 보듯이, 북한의 대중국 무역
회사에서 합영･합작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대 10~13%에서 2016년

표 2-3. 북한의 대중국 무역회사 현황
(단위: 개, %)

1995

1999

2016

무역관련회사

235

145

267

합영･합작회사

38

17

85

합영･합작회사 비중

13%

10%

24%

총 무역회사 수

273

162

352

주: 무역 관련 회사의 범위는 1995년 자료에서는 총회사, 전문업종 무역회사, 기타 일반회사, 운송 및 관광회사, 금융 및
보험기관을 포괄하고, 1999년 자료에서는 무역회사, 전문업종 회사, 수출제품 전문생산공장을 포괄함.
자료: 1995년은 통일부(당시 통일원), 『북한 무역상사 등 관련 기관 일람』, 1999년은 KOTRA, 『북한에는 어떤 무역회사가
있나』, 2016년은 북한 무역회사 관련 자료와 북한무역성(현 대외경제성)이 발행한 『FOREIGN TRADE』(2012.
1~2014. 4)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18) KIEP 비공개 전문가간담회(201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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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로 크게 증가하였다. 2000년대 합영･합작 회사의 대부분은 합작회사로 추
정되며,19) 그 주체 역시 대부분 중국계 자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북한은 김정은이 집권한 2012년 이후에는 동시다발적 경제특구 건설
전략을 추진하면서 관련 법안을 대거 신설･정비하였다.20) 특히 과거 북한의 외
국인 투자제도는 외국인투자 부문과 특구 부문으로 분리되어 운영되었으나, 최
근 법규 제･개정을 살펴보면 특구 운영에서 습득된 경험을 특구 이외 지역에서
의 외국인 투자제도에도 반영하려는 경향이 관찰되고 있다.21)
특히 2012년 이후 연속적으로 제정되고 있는 경제개발구 세부 법규들
은 북한당국이 외자 유치에 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갖고 보이고 있음을 시
사한다(표 2-4 참고). 이에 따르면 경제개발구에서 기업 소득세를 14%
까지 낮추어주고, 관세를 감면하며, 인프라･첨단기술･IT기업 투자의 경우
10%를 추가 감세해준다. 또한 기업운영을 통해 주식배당금 등 수입이 발
생할 경우 개발구 이외 지역에서는 20%이나 개발구 내에서는 10%로 세
금을 감면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이외에도 공장부지 우선선택권 부여,
기업 설립･분할 자유화, 최장 50년까지의 토지임차권 부여 등의 진일보한
우대정책을 선보이고 있다.
향후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제도와 법규는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재정비되
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투자주체의 수익을 담보할 수 있는 메커니

19) 최수영은 2000년대 합작기업수를 총 84개로 추정하였다. 최수영(2013), p. 323.
20) 나선경제무역지대, 개성공업지구, 금강산관광특구(원산-금강산 국제관광특구로 명칭 변경), 신의주
국제경제지대,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 등 기존 5개 중앙급 경제특구 이외에 19개 지방급 경제개발구
가 추가되었다. 지역으로는 함경북도에 3개(청진경제 ･ 어랑농업 ･ 온성섬관광개발구), 함경남도 2개
(북청농업 ･ 흥남공업개발구), 양강도 1개(혜산경제개발구), 자강도 2개(만포경제 ･ 위원공업개발구),
평안북도 2개(압록강경제 ･ 청수관광개발구), 강원도 1개(현동공업개발구), 황해남도 1개(강령국제녹
색시범구), 평남 2개(청남공업 ･ 숙천농업개발구), 황해북북 2개(송림수출가공 ･ 신평관광개발구), 평
양 1개(은정첨단기술개발구), 남포 2개(와우도수출가공 ･ 진도수출가공구)이고, 기능별로는 공업 ･
농업 ･ 관광 ･ 수출 등 12개의 단일기능과 4개의 복합기능으로 구분되어 있다. 또한 2015년 상반기에
는 백두산 무봉관광특구가 새로이 지정되었다.
21) 최우진(2014); 김병필(2015)에 따르면 개성공단의 경험이 일부 현재 특구제도 설계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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즘 구축, 외국인 투자자 재산권 보호, 안정적인 노사관계 확립을 통해 대북투자
유인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국기업의 북한 내 기업활
동에 대한 회계기준, 조세제도 등 외국기업의 위법활동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
도 필요할 전망이다.
표 2-4. 경제개발구 관련 주요 정책
사항

주요 내용

기본
원칙

① 단계적 개발 ② 외자유치 다원화 ③ 자연생태환경 보호 ④ 토지 등 자원의 합리적 이
용 ⑤ 생산, 서비스 국제경쟁력 제고 ⑥ 경영활동 편익을 제공하는 동시에 사회공공이익
보장 ⑦ 경제개발구의 지속가능한 균형발전 보장

건설 및
운영원칙

․ 경제개발구 건설･운영은 국가경제 발전전략에 부합하고, 대외경협･교류에 유리해야 함
․ 국가경제, 기술발전, 거주민과 일정 거리 확보 및 국가 지정 보호지역 훼손 금지
․ 경제개발구 관리권한을 국가급과 지방급으로 나누고, 설립은 중앙특수경제지역
지도기관이 담당
․ 경제개발구는 중앙특수경제지역 지도부문과 도(직할시) 인민위원회의 지도･관리를
받아야 함.
기업경영
․ 투자 기업의 권익 보장 및 자유로운 경영활동 보장
보장
․ 자유로운 기업 설립, 분할, 업무처리 가능
․ 토지, 노동력, 세수 등 국가의 우대정책 수혜 가능
기업활동 ․ 인프라 건설, 첨단기술, 국제경쟁력을 갖춘 생산･투자에 혜택 부여
우대정책 ․ 입지가 좋은 토지의 우선선택권 부여 및 일정 기간 토지 사용 시
면세혜택 적용
․ 기업별 해당 영역 재투자 시 기납부 소득세 전액 반환

기업활동
관련 혜택

소득세
감면

․ 경제개발구 기업소득세 세율 14%, 국가 장려 분야 10%(타 지역
외자기업 소득세 25%)
․ 경제개발구 내 10년 이상 운영･존속 기업은 기업 소득세 감면 혜택
․ 이윤 재투자, 신규기업 설립을 통해 5년 이상 운영한 기업은
재투자 부분 소득세 50% 감면.

수입
관련 세금 ․ 주식배당금･이자･임차･특허수입에 대해 10% 세율 적용(타 지역 20%)
감면
개발형
기업
혜택

․ 여행･여관업 경영권 우선획득 가능, 인프라･사회공공시설 운영 관련
세금혜택 부여

개발구 ․ 비관세 혜택 및 자유 수출입 가능한 경우: ① 경제개발구 건설
내
자재 및 위탁가공･중계･보상무역 관련 자원 ② 기업생산 수출 물품
관세혜택 ③ 기업활동에 필요한 생활용품, 국가 규정 자원
기타 혜택

․ 개발구 내 토지임대는 최고 50년 한도, 임대기간 종료 후에는 임차권 매매 가능
․ 자유로운 외환 휴대, 합법적인 이윤 및 기타 소득의 자유로운 송금 보장

자료: 임호열, 김준영(2015),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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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2000년대 이후 중국의 대북투자
관련 통계 점검
1. 중국 상무부 통계
중국의 대북투자에 관한 유일한 공식 통계로는 중국 상무부에서 발표하는
<중국대외직접투자정황표>를 들 수 있다. 이 자료는 중국 상무부에서 2007년
부터 매년 발행 중인 『

』를 통하여 발표되고 있으

며, 2001년 이전까지의 자료는 『

』에서, 그 이후는 『

』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각 국가 통계기관에서 보고된 자료를 취
합한 UNCTAD FDI/TNC Database에도 동일한 통계가 공개되어 있다. 북한

표 3-1. 2000년대 이후 중국의 대북 직접투자액(상무부 공식 통계)
(단위: 만 달러)

유량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1,840

-

-

-

112

1,413

650

1,106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4,123

586

1,214

5,595

10,946

8,620

5,194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

-

-

117

2,174

3,104

4,555

6,713

저량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11,863

26,152

24,010

31,261

42,236

58,551

61,157

주: 2000~02년은 투자액이 발표되지 않음.
자료: 『中国对外直接投资统计公报』(2008~15년)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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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아니라 총 233개 국가에 대한 상무부 비준 직접투자액을 연도별로 확인 가
능하며, 2007년 판(2006년까지의 자료 수록)부터는 유량과 저량으로 나누어
제시되고 있다.
[표 3-1]은 국가 통계기관에서 직접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공신력이 있어 보
이나, 여러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대로 데이터의 연속성에 문제가 있다. 먼저 자
료에서 누락된 2000~02년 중국의 대외직접투자액은 2003년 저량 통계를 감
안한다면 액수가 미미하여 공표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2001~06년
』및『

『

』을 보면 예상보다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표 3-2. 2007년 『중국상무연감』 전후 중국의 대북투자액 발표치 비교
(단위: 만 달러)

자료: 『

2007 상무연감 이전

2007 상무연감 이후

2001

260

-

2002

150.3

-

2003

352.6

112

2004

899.88

1,413

2005

1,437.22

650

』, 2002~03 및 『

』, 2004~06년 판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뿐만 아니라 2007년 이전･이후 상무연감에 나타난 2003~05년 투자액이
큰 차이를 보이는 사실은 상무부 통계의 불연속성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두 자료는 모두 중국 상무부에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투
자액의 규모뿐만 아니라 추세 역시 상이하여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다만
이와 같은 문제는 북한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전 국가에서 동일하게 나타나
고 있다. 예를 들어 2004년 홍콩에 대한 중국의 직접투자액은 9억 5,727만 달
러에서 26억 2,839만 달러로 대폭 상향조정되었으며, 일본의 경우는 2,782만
달러에서 1,530만 달러로 하향조정되었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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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 통계의 불연속성은 집계 방식의 변화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실
제로 2007년 이전에도 『

』및『

』에서 해

외직접투자액 통계가 제시되는 방식은 두 번의 변화를 겪은 바 있다. 2004년
』(2003년 통계자료)까지는 ‘중국비준해외투자기업통계’라는 제목

『

으로 [표 3-3]과 같이 제시되었고, 2005년에는 ‘비금융해외직접투자비준’으로
제목이 바뀌고 누적액 항목이 사라졌다가 200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표 3-1]
의 형태로 공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의 기업통계 등에서도 발
견되는 부분으로,23)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2001. 12) 국제적 기준에 맞
추어 통계를 개선하려는 시도가 그 배경인 것으로 보인다.24) Cheng과 Ma는
2002년 이후부터 상무부의 FDI통계가 OECD 및 IMF의 기준에 맞추어 수집
되면서 오류가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25) 그 이후에 작성된
2002년과 2003년 연감에서도 누적 기업 수･투자액 항목에서 불연속성이 발
견되고 있는 점은(표 3-3의 주 참고), 통계 작성 방식에 꾸준한 변화가 있었을 것
임을 시사하고 있다.

표 3-3. 2001~03년 『중국상무연감』에 나타난 중국의 대북투자액
(단위: 개, 만 달러)

당해 기업 수

당해 투자액

누적 기업 수

누적 투자액

2000

-

-

6

188.3

2001

2

260

8

448.3

2002

4

150.3

19

682.6

주: 2002년 4개 기업, 150만 3,000달러의 투자액이 발생했으므로 누적 기업수 12개, 누적 투자액 598만 6,000달러가
되어야 하나 일치하지 않음. 단, 누적 투자액은 저량 기준인 경우 유량의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
』, 2001~03년 판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22) 뺷
뺸(2005, p. 910; 2007, p. 298).
23) 중국은 2005년경 기업통계 집계 기준을 변경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기존에는 매출 500만 달러 이상
의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하다 2005년경부터 매출 2,000만 달러 이상 기업으로 상향 조정하였다고 한
다. 투자의 경우도 비슷한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24) KOTRA 동북아팀에 따르면, 2002년 이전까지는 중국 내 동일 기관에서 같은 해 발표한 수치도 서로
다른 등 해외투자통계 집계의 제도와 방식에서 문제가 심각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은 2002년부터 <대
외직접투자통계제도>를 신설하여 통계집계에 관한 문제를 개선해가고 있다. KOTRA(2005), p. 19.
25) Cheng and Ma(2010), p. 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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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자체의 불연속성 외에도 투자액의 누락 개연성이 높다는 점은
상무부 통계를 현실적으로 사용하기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다. 기본적으로
직접투자 내역은 북한 외에도 많은 나라들이 발표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
며, 특히 북한의 경우 투자국이 투자내역을 외부에 공표할 경우 투자허가
를 취소하는 경우도 있는 데다26) 북･중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중국의
여타 해외직접투자에 비하여 누락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된다.
중국의 대북투자 특성 및 투자사례를 종합하면, 상무부의 대북투자 통계
는 크게 세 가지 이유로 과소추정 소지가 다분하다고 보인다.
첫째, 중국의 대북투자 중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광물 투자는 구
상무역(barter)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투자로 분류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
다는 점이다. 북･중 간에 오랜 기간 유지되어온 구상무역은 중국 측에서 북한
에 시설장비 등을 현물로 투자한 후, 원자재 등 현물로 돌려받는 방식이다. 이
러한 거래 방식의 경우, 중국 측 투자자가 현물로 북한에 전달하므로 중국의 대
북투자 통계가 아닌 무역통계에 계상되어 누락이 발생하는 것이다.27)
둘째, 상당수 대북투자가 상무부 비준을 거치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다는 점
이다. 참여 주체는 많지 않지만 단위 투자 규모가 큰 중국 국가기관이나 국유기
업의 대북투자의 경우 투자 결정이 북･중 간 정치･경제관계에 의해 좌우되어
비공식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중소기업 및 개인 투자자의 경우28) 투자
규모가 영세하여 굳이 당국에 신고하지 않거나 자국 투자규정을 숙지하지 못했
을 수 있다. 게다가 이들은 주로 구상무역 형태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 굳이
대북투자로 신고하는 절차를 거칠 유인이 낮다고 판단된다.
셋째, 중국계 자본이 홍콩 등 조세 피난처를 경유하여 북한에 투자하고 있을

26) 장형수(2009), p. 25.
27) 북한의 대중 수입에서 최대 30%까지 중국의 대북투자일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KIEP 비공
28)

개 전문가 간담회(2016. 2. 12).
과 최수영은 2000년대 중국의 대북투자가 주로 민간의 중소기업에 의해서 수행되었다고 보고
하고 있다.

(2009), p. 14; 최수영(2013), pp. 3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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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2000년대 이후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총액
중 70% 이상이 홍콩, 버진 아일랜드, 케이만 군도 등 3대 조세 피난처에 투자
되고 있어 이 지역을 거쳐 중국계 자본이 북한에 우회투자를 했을 가능성이 있
다. 기본적으로 조세 피난처로의 투자는 대중국 재투자에 따른 외국인투자자
우대혜택, 중국경제에 대한 불안감, 환율변동에 대한 기대차 등이 주된 요인이
지만,29) 대북투자의 민감성을 고려하고 금융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조세 피난
처를 거쳐 대북투자가 이루어질 개연성이 충분해 보인다.30)
중국 대북투자의 특성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제도적･관행적 사각지대가 발
생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실제 투자액은 상무부 통계에서 나타난 금액보다 많
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북투자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광산 투자의 누
락 개연성이 높고, 정치적 합의에 따른 대형 투자 등은 그 규모가 일정하지 않
으므로 상무부 통계는 액수뿐 아니라 그 추세 또한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고 생각된다.

2. 언론 보도
중국 상무부 대북투자 통계가 가지는 한계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는, 2000년대 이후 언론 보도를 취합하여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언론 보도
에는 통일부･국회･북한주재 중국대사관 등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의 발표가 포
함되어 있어, 상무부 통계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한 단서를 얻기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중국기업의 투자 및 현지 분위기에 대한 보도 또한 수치의 정확성
은 확인이 어려우나, 대략적인 추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언론 보
도를 통해 중국의 대북투자액을 직접 추정할 수는 없지만 상무부 통계에서 신
29) 이 근, 지만수, 서봉교(2012), p.26.
30) 실제로 단동에서 대북사업을 진행 중인 한 사업가는 홍콩을 경유하여 대금을 지불한다고 밝히기도 하
였다. 2016년 5월 중국 대북사업가 인터뷰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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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할 수 있는 부분을 추려내는 데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정
수준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합뉴스 DB(2000~15년)를 중
심으로 분석하도록 한다.
2000년대 이후 중국의 대북투자가 언론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시점은
2004년으로 보인다. 당시 중국의 중쉬그룹이 평양 제일백화점에 5,000만 위
안을 투자했다고 중국 관영 경제주간지 뺷재경시보뺸가 보도하였으며,31) 길림성
상무청은 성내 9개 기업이 총 2,000만 달러를 투자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절
강성 온주(溫州)의 대표적 기업인 ‘낙청성금쾌속복무 유한회사’가 당해 5월 북
한 대외경제위원회와 접촉, 조선울림운수합영회사와 15년 합작계약을 체결하
며 7억 위안을 투자하였다는 보도도 있었다. 이 외에도 심양 무역촉진회가 ‘대
성상점’을 평양에 개설하는 등 대북투자 관련 보도32)가 활발하게 이어졌다. 또
한 2004년부터는 중국의 대북투자액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였는데,
KOTRA, 무역협회, 통일부 등은 2004년 대북투자액은 5,000만 달러, 합의액
기준 8,850만 달러가량으로 추산하였다.33) 2003년까지 투자 규모가 100만
달러 수준이었음을 고려하면, 거의 50배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
2005~07년에는 예년 수준을 뛰어넘는 대형 투자프로젝트가 상당수 보도되
기 시작했다. 대북투자의 대표적 사례인 무산철광 투자가 2005년 7월 합의되
었으며, 2007년 1월에는 ‘만향집단’이 합영회사를 설립하며 혜산동광 개발에
나선 것으로 보도되었다.34) 그 밖에 광서성 민영 광산기업이 광산 개발에
6,000만 위안 투자를 합의하였고, 충칭시 대외경제무역위원회가 전력･식용

31) 「中 기업 대북 투자열기 뜨겁다」(2004. 8. 21), 연합뉴스 프리미엄 DB(검색일: 2015. 5. 13).
32) 「中 지린성 기업, 북한에 2천만 달러 투자」(2004. 11. 11), 연합뉴스 프리미엄 DB(검색일: 2015. 5.
10); 「中 운수업체 7억 위안 對北투자 계획」(2004. 11. 28), 연합뉴스 프리미엄 DB(검색일: 2015. 5.
12); 「中기업, 광산개발 ‘붐’」(2005. 1. 29), 연합뉴스 프리미엄 DB(검색일: 2015. 5. 11).
33) 「北中투자･환경협정 체결 의미」(2004. 8. 21), 연합뉴스 프리미엄 DB(검색일: 2015. 5. 13); 「中 대
북투자 급속 증가..5년새 50배 늘어」(2005. 5. 29), 연합뉴스 프리미엄 DB(검색일: 2015. 5. 9).
34) 「中 지린성 대북 투자규모 크게 늘어」(2006. 10. 15), 연합뉴스 프리미엄 DB(검색일: 2015. 5. 12);
「급변하는 정세 속 중국기업 대북투자 행보 주목」(2013. 3. 8), 연합뉴스 프리미엄 DB(검색일: 2015.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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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타일 등에 3,334만 달러, 길림성 13개 기업이 1,956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
의하였다35). 이 시기를 기점으로 대형 기업의 투자가 점차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 언론 보도의 또 다른 특징은 북한주재 중국대사관, 뺷신화통신뺸 등
중국 측에서 구체적인 대북투자액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구진성(谷金生) 북
한주재 중국대사관 경제참사는 제2회 동북아투자무역박람회(2006. 9. 2)에 참
석하여, 2005년 중국 기업의 대북투자 합의액은 1억 345만 달러이며 실투자
액은 5,369만 달러라고 발표하였다. 또한 2006년 상반기에만 합의액 8,643만
달러, 실투자액 5,874만 달러가 발생하여 총 누적액은 합의액 기준 2억 1,935
만 달러, 실투자액 기준 1억 2,722만 달러라고 밝혔다. 한편 박람회에 동석한
쑹야오밍(宋耀明) 상무부 아주사 부사장은 ‘상무부 승인을 받은’ 중국 기업의

표 3-4. 언론 보도에서 파악된 중국의 대북투자액
(단위: 만 달러)

연도

출처

합의액

실투자액

2004

북한주재 중국대사관

2,947

1,479

2005

북한주재 중국대사관

10,345

5,369

2006

북한주재 중국대사관

8,643(6,667)

5,874

2007

신화통신

12,500

-

주: 1) 2007년 합의액 1억 2,500만 달러는 2억 6,000만 달러(2008년1월까지 누적액: 신화통신) - 1억 3,500만 달러
(2006년10월까지 누적액: 북한주재 중국대사관 웹사이트).
2) 2006년은 1~6월까지 합의액 및 실투자액(구진성 경제참사 발표). 단 괄호 안의 값은 북한주재 중국대사관 웹사이트
에 2007년 발표된 수치로 2006년 1~10월까지 합의액.
3) 2005년은 구진성 경제참사가 발표한 합의액 및 실투자액.
4) 2004년 합의액 2,947만 달러는 2억 1,935만 달러(2006년 6월까지 누적 합의액: 구진성 경제참사 발표)에서 1억
345만 달러(2005년 합의액: 구진성 경제참사 발표)와 8,643만 달러(2006년 1~6월 합의액: 구진성 경제참사 발표)
를 뺀 금액
5) 2004년 실투자액 1,479만 달러는 1억 2,722만 달러(2006년 6월까지 누적 실투자액: 구진성 경제참사 발표)에서
5,369만 달러(2005년 실투자액: 구진성 경제참사 발표)와 5,874만 달러(2006년 1~6월 실투자액: 구진성 경제참사
발표)를 뺀 금액
자료: 위 주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35) 「中기업, 광산개발 ‘붐’」(2005. 1. 29), 연합뉴스 프리미엄 DB(검색일: 2015. 5. 11); 「中 충칭시까지
대북 진출 가세」(2005. 5. 29), 연합뉴스 프리미엄 DB(검색일: 2015. 5. 9); 「中 지린성 대북 투자규
모 크게 늘어」(2006. 10. 15), 연합뉴스 프리미엄 DB(검색일: 2015.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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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액이 2,028만 달러, 합의액이 1,437만 달러라고 밝혔는데36) 이는 2006년
판 『중국상무연감』에 제시된 수치와 동일하다(표 3-2). 이 발표는 2007년부터
새로운 기준에 의해 발표되고 있는 상무부 대북투자 통계가 과소추정되었음을
확인해주는 것이며, 동시에 누락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도 시사하고 있다.
한편 북한주재 중국대사관은 2007년에도 공식 웹사이트를 통하여 2006년
1~10월까지 합의액이 6,667만 달러에 달하며, 기존 중국의 대북투자 누적총
액은 합의액 기준 1억 3,500만 달러에 도달하였다고 밝혔다.37) 이어서 뺷신화
통신뺸은 2008년 1월까지 누적 총액이 2억 6,000만 달러라고 보도38)하여
2004~07년 상무부 통계의 누락 정도를 부분적으로 식별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다만 [표 3-4]의 투자액 역시 동일한 출처에서 상이한 수치가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그대로 사용하기 어렵다. 북한주재 중국대사관 구진성 경제참사가
2006년 상반기 합의액이 8,643만 달러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동 기관의
웹사이트에는 2006년 1~10월 합의액이 6,667만 달러라고 발표되어 있어 기
간이 늘어났음에도 오히려 액수가 줄어드는 모순이 발생한다. 누적 합의액 역
시 2억 1,935만 달러에서 1억 3,500만 달러로 감소해, 어떤 수치가 정확한지
식별하기가 어렵다. 이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첫째, 2007년에 웹사이트에서 발표된 수치는 합의액이 아닌 실투자액일 가
능성이다. 만약 2006년 실투자액이 6,667만 달러가 될 경우, 2006년 구진성
경제참사가 밝힌 누적 실투자액 1억 2,722만 달러에 800만 달러가량(6,667만
달러-5,874만 달러)이 더해지므로 웹사이트에서 밝힌 누적액 1억 3,500만 달
러와 거의 일치한다. 따라서 실투자액이 합의액으로 잘못 기입되었을 수 있다.
이 경우 2006년 7~10월에 약 800만 달러의 실투자가 이루어졌다는 판단이
36) 「중국 기업 대북 실제 투자 누계 1억 3천만 달러」(2006. 9. 4), 연합뉴스 프리미엄 DB(검색일: 2015.
5. 12).
37) 「中, 대북투자 누적총액 1억 3천 500만불」(2007. 6. 30), 연합뉴스 프리미엄 DB(검색일: 2015. 5. 11).
38) 「中, 대북 누적 투자총액 1년새 2배로 증가」(2008. 4. 24), 연합뉴스 프리미엄 DB(검색일: 2015.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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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 하지만 2006년에 발표된 수치가 실투자액이 아닌 승인된 합의액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오기 가능성을 확신하기는 여전히 어렵다.
둘째, 통계작성 기준이 바뀌면서 합의액 및 실투자액이 대폭 변화했을 가능
성이다. 앞서 [표 3-2]에서 살펴보았듯이, 중국은 2007년판 『

』부터

대북투자액을 대폭 하향조정하여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2006년 9월 구진성
경제참사의 발표액과 2007년 북한주재 중국대사관 웹사이트 발표액이 달라졌
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2004~07년
중국의 대북투자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났다는 점은 확실하게 유추할 수 있다.
북한주재 중국대사관에서 발표된 두 수치가 일치하지는 않으나, [표 3-4]에서
보듯이 2006년까지 매년 실투자액이 증가하였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또한
북한주재 중국대사관 웹사이트 자료에 따르더라도, 2006년 합의액이 전체 누
적 합의액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대북투자의 급증 추세를 시사하고 있
다. 또한 북한주재 중국대사관 웹사이트 자료와 뺷신화통신뺸 보도를 비교해보
면 2007년 합의액은 1억 2,500만 달러에 달해 급증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7년 대북투자 합의액이 급증한 것은 2006. 10~2007. 2 기간 보
류됐던 대북투자가 2007년에 집중됐기 때문으로 보인다.39)
한편 2008년 이후에는 대북투자 총액 관련 보도가 거의 나오지 않고 있는
데, 그나마 보도된 것도 중국 상무부 통계를 인용한 것에 불과하다.40) 대북투
자 사례에 관한 언론 보도 역시 2011년 ‘천레이(陳雷) 가문’41)의 몰리브덴 광
39) 중국당국은 2006년 10월 북한의 차 핵실험에 대응하여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자국 기업의
신규 대북투자 승인을 전면 보류하거나 취소하였다 「中, 대북 누적 투자총액 1년새 2배로 증가」(2008.
40)

4. 24), 연합뉴스 프리미엄 DB(검색일: 2015. 5. 10).
년 이후 중국의 대북 투자총액 관련 보도는 단 한 건 뿐이며 이마저도 상무부 통계를 그대로 인용하

고 있어 새로운 정보 가치는 없다 「중 상무부 “기업 대북투자 적극 지원”」(2012. 9. 27), 연합뉴스 프리
미엄 DB(검색일: 2015. 5. 11).
41) 천레이 전 흑룡강성장은 김일성의 “항일혁명 동지”로 알려져 있다. 2011년 3월 천레이의 아들인 천샤
오평은 어머니의 고향인 황해북도 몰리브덴 광산 개발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위해 ‘천씨형제투자
자문관리유한공사’를 설립하였다. 천샤오평은 10여 개의 IT 업체를 운영하는 사업가로 알려져 있다.
「김일성 ‘혁명동지’ 中 천레이 가문, 北에 투자」(2011. 5. 18), 연합뉴스 프리미엄 DB(검색일: 2015.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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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투자를 제외하면 대부분 중국정부 차원의 인프라투자 보도에 집중되고 있
다. 이는 2009년 2차 핵실험 직후 중국 중앙정부가 북한에 대한 포괄적 관여정
책을 채택하고 동북 3성 개발과 북한 개발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정책을 본격
진행한 것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2009년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 이후 중국
이 추진한 대표적인 대북 연계개발 사업으로는 나진항 석탄창고 개조사업, 황
금평･위화도 특구 개발, 취안허-원정 다리 보수 및 원정-나진 도로 현대화, 신
압록강대교 건설, 백두산 관광지 개발, 남평(난핑)-무산 철도 건설, 투먼-청진
철도 보수, 단천항 보수 등을 들 수 있다.42) 2009년 12월 중국이 공개한 창지
투 선도구 관련 12개 대외통로(연계교통망) 프로젝트에 따르면, 2020년까지
중･북･러 교통망 연결 및 개선을 위해 총 25억 6,000만 달러가 투자될 계획인
데, 그중에서 9개 프로젝트(23억 7,000만 달러)가 북한과 관련되어 있다.

표 3-5. 창지투 선도구 관련 12개 대외통로 프로젝트
단위：억 위안

프로젝트명

총투자금액

건설기한

팔도-삼합-청진-고속도로 경내구간 (47km)

28

2015년

훈춘-권하-나진 고속도로 경내구간 (39km)

23

2015년

화룡-남평-청진 고속도로 경내구간 (50km)

30

2015년

도문-남양-두만강-핫산 철도 합작개조 (126km)

24.3

2020년

도문-청진 철도합작개조(청진항사용) (171.1km)

20

2020년

화룡-남평-무산 철도 (53.5Kkm)

16

2015년

도문-나진 철도 합작개조 (158.8km)

12.7

2020년

통정, 개산툰 철도통상구 건설 (2.5km)

1.5

2020년

권하, 도문, 사타자, 개산툰, 삼합, 남평 통상구 다리건설 (2,152km)
북한 관련 프로젝트 총 투자액 합계
훈춘 춘화분수령 통상구 건설
훈춘-장령자-블라디보스토크 고속도로 (14km)
중러 인접지역 교통기초시설합작 (훈춘 철도통상구 확건)
프로젝트 투자액 총계

5
160.5
(23.7억 달러)
2

2020년

8

2015년

3
173.5
(25.6억 달러)

비고

북한
관련

-

-

북한
비관련

자료: 배종렬(2010), p. 5.
42) 김상훈(2010), pp. 8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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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1년 김정일의 중국 집중 방문, 2012년 8월 장성택의 원자바오 면
담 이후 중국정부 차원의 대북 인프라 투자는 더욱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43)
실제로 장성택 방중 기간 북･중 양국은 6개 민간투자 사업, 4개 정부합작 사업
에 합의하여 약 10개의 중국 국유･민간기업이 나선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였
다.44) 하지만 중국 중앙정부 차원의 대북투자는 2013년 3차 핵실험과 장성택
숙청 이후에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며, 다만 지방정부나 개별 기업 차원에서
소규모 투자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신 언론보도에서는 투자를 취
소하거나 인력 공급으로 선회하는 사례가 언급되고 있다. 이후 북･중 관계가
냉각기에 접어들며 이러한 경향은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45)
이상의 언론 보도 분석을 종합하면, 중국의 대북투자는 2004~07년 지속적
으로 증가하였고, 2009년 2차 핵실험 이후 일시적 시기를 제외하면 2008년
이후 최소 2012년까지도 투자 증가세가 유지되었다가 2013년 3차 핵실험 이
후 감소세 내지는 침체기로 돌아섰을 것으로 잠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러
한 추세는 중국 상무부 통계상의 추세와 대체로 일치한다(표 3-1). 하지만 세부
적으로 들여다보면 상무부 통계상 2004~05년 투자액이 언론 보도와 정확히
상반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상무부 통계상 2005년도 중국의 대북투자액은 전
년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히려 늘어
난 것으로 나타난다. 더욱이 2005년은 핵실험 등 별다른 악재 요인이 없었던
시기이므로 이 시기의 투자 급감은 직관과 배치되는 부분이다. 또한 북한주재
중국대사관 웹사이트 자료에 따르면, 2006년 대북투자 합의액은 전체 누적 합
의액의 절반가량을 차지하였는데, 상무부 통계에서는 2006년 투자액이 2004
43) 이는 중국 상무부 부장의 발언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 「중 상무부 “기업 대북투자 적극 지원”」
(2012. 9. 27), 연합뉴스 프리미엄 DB(검색일: 2015. 5. 11).
44) 「한반도 정세 불안속 중국 기업 대북투자 주춤」(2013. 5. 6), 연합뉴스 프리미엄 DB(검색일: 2015. 5. 12).
45) 투자가 예정되어 있었던 ‘자오상 그룹’이 계획을 철회하였고, 대련에 본사를 둔 대형 수산가공업체 ‘아
시아어항’은 투자 대신 인력공급으로 선회하였다고 한다. 「장성택 실각으로 대북투자 침체 길어질 듯」
(2013. 12. 9), 연합뉴스 프리미엄 DB(검색일: 2015. 5. 10) ; 「北 장성택 처형 후 中 대북 투자심리 ‘꽁꽁’」
(2013. 12. 20), 연합뉴스 프리미엄 DB(검색일: 2015. 5. 13); 「중국 기업 대북투자는 ‘난색’, 인력도입
은 ‘환영’」(2014. 2. 26), 연합뉴스 프리미엄 DB(검색일: 2015.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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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보다도 적게 나타나고 있어 의구심을 낳게 한다.
상무부 통계만이 아니라 언론 보도자료 역시 2008년 이후에는 대북투자 총
액 관련 보도가 나오지 않고 있어 이 시기 대북투자액 추정의 근거로 삼기는 어렵
다. 결국 중국의 대북투자액 추정을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데이터가 요구된다.

3. 선행연구에서 인용된 관련 통계
2000년대 이후 중국의 대북투자를 들여다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기업별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 분야의 여러 선행연구는 북한에 투자한 중국 기
업명과 투자연도, 그 내용 등을 정리하여 분야별･연도별로 분석하고 있다. 다
만 제시된 자료에는 일부 기업의 정보만이 공개되어 있고, 연도별 대북투자액
추정에 필요한 투자연도 및 투자액이 누락된 경우가 많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기업별 데이터를 찾아볼 수 있는 선행연구로는 정형곤 외(2011), 최수
영(2013), 배종렬, 윤승현(2015)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KOTRA에서 2012
년 발간한 보고서가 있다.46) 정형곤 외(2011), 조명철 외(2005), 배종렬
(2008) 등의 선행연구에서 공개된 기업에 북한자원연구소･한국광물자원공사
(2010) 보고서에 수록된 광산 투자기업을 추가하였으며, 최수영(2013)은
2012년 공개된 Open Source Center(OSC) 자료를 바탕으로 국감 수감자료,
림금숙(2012), 국내 언론자료 등을 통해 기업 관련 정보를 보완하였다. 가장 최
근에 발표된 연구인 배종렬, 윤승현(2015)은 북한에서 직접 발간되는 출판
물인 뺷Foreign Trade of DPRK뺸 및 뺷조선신보뺸 등과 중국 지방정부 자료 및
언론 보도 등을 활용, 길림성의 대북 투자기업을 비교적 상세히 분석하였다. 각
연구에서 인용하고 있는 자료에 약간 차이가 있어 식별된 기업 수에 차이가 발
생하긴 하나, 최근에 발표된 연구일수록 더 많은 기업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47)
46) KOTRA(2012), 『북한 비즈니스 어떤 외국 회사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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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선행연구별 대북 투자기업 정보
선행연구

식별 연도

식별된 기업 수

정형곤 외(2011)

2000~09

36

KOTRA(2012)

정보 미상

37

최수영(2013)

1992~2011

205

배종렬, 윤승현(2015)

2000~15

70

주: KOTRA(2012)에는 북중 합영기업의 상무부 비준 연도가 공개되어 있지 않음.
자료: 저자 작성.

최수영(2013)에서 대북 투자기업에 대한 정보가 급증한 배경에는 2012년 3월
공개된 ‘Open Source Center(OSC) Report’가 있다. 여기에는 2011년까지
설립된 350개의 북한 내 외국인 합영기업 리스트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중 중
국 기업이 59%가량(205개)을 차지하고 있다. 설립연도가 알려지지 않은 43개
기업과 2000년도 이전에 설립된 7개 기업을 제외하면 155개의 기업 정보가
사용 가능한데, 이는 2013년 말 현재 중국 당국에 등록된 대북 투자기업
수(180개)48)의 85%가량에 해당한다.

표 3-7. 2000년대 이후 중국의 연도별 대북 투자기업 수(OSC 합영기업 기준)
(단위: 개)

’00

’02

’03

광업
경공업

1

중공업･건설
식품･농업

’04

’05

’06

’07

’08

’09

’10

’11

계

1

9

22

13

7

8

3

2

65

3

1

2

1

3

2

1

15

2

5

4

1

1

14

3

3

2

3

3

1

1
1

1

2

화물
화학

3
1

자동차

1

1

1

4

14

2

10
2

1

1

8
3

47) 배종렬, 윤승현(2015)은 길림성 기업으로 제한하여 연구하였기 때문에 최수영(2013) 보다 식
별된 기업 수가 적을 뿐, 실제 길림성 기업에 국한하여 보면 더 많은 기업을 식별하고 있다.
48) 「北 장성택 처형 후 中 대북 투자심리 ‘꽁꽁’」(2013. 12. 20), 연합뉴스 프리미엄 DB(검색일: 2015.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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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계속
’00

’02

’03

2

1

’04

무역
IT
소매

’05

’06

’07

1

3

1

5

1

4

2

’08

’10

’11

1
1

1

계

3

첨단기술
전자

’09

1

2

1

2

호텔

1

1

식당

1

1

관광

1

미상
계

2

3

1

1

1

3

8

20

42

1

1

29

11

15

1

1

1

7

14

8

155

주: 2001년은 해당 기업 없음.
자료: 최수영(2013), p. 320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3-7]에 따르면 중국의 대북 투자기업 수는 2003년까지 8개 수준에 그쳤
으나, 2004년 16개로 증가한 후 2005년부터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다.
2005~11년의 기간 동안에만 전체의 90%에 육박하는 139개 기업이 설립되었
으며, 2004~07년의 4년 동안에만 전체의 64%인 99개가 설립되었다. 이는 앞
서 언론 보도 분석 결과와도 추세가 일치하는 부분이다. 특히 이 기간(2004~
07) 설립된 투자기업의 절반가량(45개)이 광업 분야에 진출한 것으로 볼 때 광
업 분야 투자가 대북투자를 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2000~11년의 전 기간을
두고 보더라도 광업 분야 투자기업이 65개로 전체의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경공업 분야 투자기업이 9.7%(15개), 중공업･건설 및 식품･농업 분야 투
자기업이 각 9.0%(14개), 화물 분야 투자기업이 6.5%(10개), 화학 분야 투자
기업이 4.5%(7개)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대북투자의 대부분이 광업 부문에
집중되었다”는 그간 국내 전문가들의 추론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그 실상을 구
체적으로 보여주는 수치이기도 하다.
한편 중국의 대북투자가 본격화된 2005년 이래 2011년까지 매년 꾸준히
신규 투자기업이 설립된 분야는 광업과 경공업 분야뿐이며, 이 두 분야와 중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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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2000년대 이후 중국의 연도별 대북투자액(OSC 합영기업 기준)
(단위: 만 달러)

’02 ’03 ’04
광업

’05

’06

’07

88,727 7,284 21,145

경공업

82.5

중공업
･건설
식품･

286

농업
화물

15,713

화학

28

325

847

120

424

12

724.5

175

209

자동차
IT

’08

’09

10,697 2,591

’10
1,387

52

334

77

1,241

540

16,989.5
7,080

7,492
649
65

791

기술
전자

791

35

35

식당

750
32
65

1,884.5
1,172

65

미상

계
131,831

1,750

649

첨단

계

’11

28 286 104,472 7,951 23,432

750
32

11,083 4,571

8,544 2,500 162,867

주: 1) 연도 미상인 경우는 제외하였음.
2) 누락된 산업분야 및 연도에는 공개된 투자액이 전무함.
자료: 최수영(2013), p. 323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업･건설, 식품･농업, 화학 분야를 제외한 분야에 대한 투자는 2009년 이후 전
무한 것도 특징으로 지적될 수 있다.
광업 분야로의 대북투자 쏠림 현상은 투자액을 기준으로 볼 때 더욱 두드러
진다. OSC 자료에서 공개된 투자액 총합인 16억 2,867만 달러 중 81%(13억
1,831만 달러)가 광업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투자액 비중이 2순위, 3순위인
화물(10.4%) 및 화학 분야(4.6%)와도 그 차이가 현저하다. 특히 대북투자액이
급증한 2005~08년 광업 분야 투자액의 비중은 각각 85%, 91.6%, 90.2%,
96.5%에 달하여 거의 전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수준이다. 하지만 2009년부
터는 비중이 급락하여 2010년에는 16% 수준으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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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상의 기업별 투자액 데이터는 매우 유용하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
를 갖고 있어 해석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첫째, OSC가 공개한 대북 투
자기업 리스트는 합영회사명･투자기업명･투자액･연도 등 비교적 자세한 정보
를 포함하고 있으나, 일부 항목이 누락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표 3-7]에서 식
별된 투자기업 수는 155개이나, 그중 투자액이 기록된 기업은 70개에 불과하
다. 이러한 이유로 [표 3-7]에서는 경공업 분야 투자가 2005년 이후 매년 발생
하였으나 [표 3-8]에서는 3개 연도에만 투자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투자액이 확보된 기업만 볼 경우 광업 분야 투자기업은 66개에서 35개로, 경공
업 분야 투자기업은 21개에서 4개로 급감하는 등 분야별 누락 정도도 일정하
지 않으며 무역･소매･호텔･관광 등 4개 분야는 투자액을 파악할 수 있는 기업
이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표 3-8]을 바탕으로 중국의 연도별 대북투자액을
추정할 경우 매우 큰 오류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둘째, 투자액이 과잉 발표된 부분도 있다. [표 3-8]의 2005년 광업 분야 투
자액은 단일 연도로는 최대치인 8억 8,727만 달러에 달하고 있는데, 기업 수는
무산광산에 투자한 ‘연변천지공업무역유한공사’와 혜산청년동광에 투자한 ‘장
백초금광업유한공사’ 2개뿐이다. 그런데 무산광산에 대한 투자는 2007년 초
결렬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 투자 계약 시 합의된 금액이 전부 실행되었을 개연
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OSC의 데이터는 이러한 점을 반영하지 못하
고 있어 투자액의 과다계상이 우려된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투자기업이 중복 기입되거나 위안화가 달
러로 오기되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예로 2007년 함경북도 회
령 몰리브덴 광산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연변해구동부수출입무역유한공사’
의 경우, ‘Yanbian Haigou Dongbu Import/Export Trading Co’와
‘Yanbian Trench East Import&Export Trading Co’로 두 번 언급되어 있
다. 갑산 문락평 광산에 투자한 ‘장백조선족자치현서광개섭유한공사’의 투자
액은 1억 달러로 적혀있으나, 실제로는 1억 위안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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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저도 총 투자액으로 중국 측 투자액은 3,600만 위안에 불과하였다.49)
결국 OSC 자료는 중국의 대북 투자기업 정보를 가장 많이 담고 있다는 장점
은 있으나, 이를 통해 투자액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보완 및 보정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 자료, KOTRA의 대북투자 중국기업 관련 보고서
등 독자적으로 추정된 데이터와 최근에 연구된 배종렬, 윤승현(2015) 등과 상
호 대조하여 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누락된 항목을 추가적으로 식별한다면
보다 신뢰성 있는 자료를 마련하여 중국의 대북투자액 추정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49) 배종렬, 윤승현(2015), p.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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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2000년대 이후 중국의 대북투자
추정
1. 데이터 매칭(Matching)을 통한 추정
이번 장에서는 OSC(Open Source Center) 데이터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최근 정보를 추가하여 투자기업별 데이터의 신뢰성을 제고한 후, 이를 바탕으
로 일차적인 추정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가 가능한 배경으로는 다음
의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첫째, 각 선행연구들은 서로 상이한 자료를 인용하고 있으며, 그나마 현존하
는 자료 중 일부가 누락되어 있다는 점이다. 3장에서 보았듯이 기존 선행연구
들은 국정감사 자료, 북한자원연구소 보고서, KOTRA 보고서, 기타 언론 보도
등을 선별적으로 인용하고 있다. 최수영(2013)에서 OSC 데이터를 포함하여
다양한 자료를 취합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정형곤 외(2011) 및 KOTRA (2012)
등에서 언급된 데이터와 대조해 본 결과 투자액, 투자연도 등이 누락된 부분이
발견되었다. 여기에 길림성에 국한되어 있기는 하나, 배종렬, 윤승현(2015)은
투자기업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와 최근 투자기업 자료를 담고 있어 이를 취
합하면 좀 더 개선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분산된 각 자료의 모 데이터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공개된 자료 중 가
장 많은 투자기업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OSC 데이터와 배종렬, 윤승현(2015)
은 둘 다 북한에서 출판된 『Foreign Trade of DPRK』 문서를 기반으로 작성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위의 자료를 수집･분석할 경우 전반적인 데이
터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더하여 중국 상무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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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대북 투자기업 리스트를 입수하여 추가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OSC 자료에서 정보 개선 및 추가적 식별이 가능한 데이
터를 분리한 후, 이를 선행연구, 국정감사 자료, KOTRA와 광물자원공사 등
정부기관 보고서, 연합뉴스 DB, 중국 상무부 투자기업 리스트 등 9개의 추가
자료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와 매칭(Matching)하여 기업별 데이터를 개선하
였다. 먼저 OSC에 제시된 중국 대북 투자기업 205개 중 기업명과 투자시기가
모두 누락되어 식별이 불가능한 9개 데이터와 본 연구의 초점을 벗어나는 홍콩
기업 및 2000년 이전 투자기업 9개 데이터를 삭제하였다. 그리고 이를 제
외한 187개 데이터50)를 대상으로 자료간 매칭을 통하여 누락된 기업명･
투자시기･투자액 등을 복원 및 수정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기존 데이터의 경우 합의액, 비준액, 실투자액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다.
본 연구의 데이터 매칭에서는 실투자액에 근접한 추정액을 얻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규칙을 적용하였다. 첫째, 투자액은 미국 달러로 표기하였다. 위안화나 유
로로 표시된 경우 해당 연도의 환율을 적용하여 달러로 환산한 후 투자액을 추
산하였다.
둘째, 동일 기업의 투자액에 대하여 자료간 상이한 금액이 제시되는 경우 적
은 금액을 선택하였다. 이는 과소추정 편의를 야기할 수 있다는 약점이 있으나,
제시된 금액이 상무부 비준액인지 또는 합의액인지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은 자
료가 많아 과다계상 오류를 범할 우려가 더 크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투자 시기는 상무부 비준일을 기준으로 하며 각 자료마다 상이한 일자
를 제시하는 경우 가장 빠른 일자를 채택하였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
다. 우선 기존 자료에서 비준일로 제시되어 있는 일자 중 일부는 조업이 처음
확인된 일자인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즉 비준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조업
개시일을 비준일로 보고 투자시기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빠른 일자를
선택하는 것이 일관성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다음으로 실제 중국의 대북투자에
50) 투자 시기가 미상인 기업도 포함되어, 3장에서 제시한 155개보다 많은 데이터가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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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상무부가 공식 비준하기 이전에 실제 투자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이다. 심지어 실제 투자 이후 3~4년이 지나서 상무부 비준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51) 따라서 가장 빠른 비준일을 선택하는 것이 실제 투
자 시기와의 격차를 줄이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이미 북한에 투자한 중
국기업이 추가 투자를 하는 등 금액이나 합영 조건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
우 상무부에서 재 비준을 받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동일 기업에 대해
여러 개의 비준일이 제시되어 있을 경우 늦은 비준일은 재비준 일자일 가
능성이 있으므로 가장 빠른 비준일을 선택하는 것이 실제 투자 시작시점
과의 격차를 줄이는 방법이다. 실제로 ‘연변천지공업무역유한공사’ 등 7개
기업은 최근 재비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넷째, 취합된 자료 중 투자 시점 파악이 불가능하거나, 언급된 일자가 있더라
도 상무부 비준일이 확인되지 않은 자료는 제외하였다. 3장 1절에서 언급하였
듯이 중국의 대북 투자기업 상당수는 상무부 비준을 우회하거나 회피하고 있으
나 기업별 데이터를 통하여 이 부분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물론 이로 인해 과소
추정 편의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포함한 OSC
데이터나 언론보도 등에는 실제 투자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MOU 등 투자합의
에 불과한 것도 상당수 있어 이를 분리하지 않는 경우 과다계상 오류를 범할 우
려가 더 높기 때문이다.
다섯째, 상무부 비준일은 파악되었으나 투자액이 알려지지 않은 기업은 해
당 투자 분야의 최소 투자액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자료 중
대부분은 2012년 이전의 투자 내역만을 다루고 있어, 그 이후에 투자한 기업의
정보는 불완전한 경우가 많고 투자액 누락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
러한 데이터를 분석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2012년 이후 투자가 지나치게 과소
추정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일정 부분 보정하기 위하여 해당 투자 분야
의 최소 금액 정도는 투자가 이루어졌을 것이라 가정하였다. 예를 들어 2013년
51) KIEP 전문가 간담회(2016.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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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중국기업의 혜산청년동광 투자사례
투자
합영･
투자기업
형태 합작기업
합영

혜산초금
합영공사

광업유한

합영

혜중광업

만향자원

합영공사

유한공사

합영회사

투자액
(만 달러)

길림성 2005.2

1,340

공사
집단

혜중광업

투자
시점

백산초금

난하실업

합영

성

하북성

중광국제

총 투자액 2,680만 달러, 50% 지분,
합영기간 25년, 3기로 나누어 개발
자회사인 ‘중광국제’를 통하여 혜산초

2006

절강성 2007.8

내역

금 지분 51% 매입, 경영권 확보
3,122

2007. 6 ‘중광국제’ 지분 인수, 2009.
3월 일시중단 후 10월 재추진.

2008

심양
합작

금사비무

요녕성

2009

3,000

시설투자계약

광산설비
주; 1) 출처가 다른 여러 자료를 합쳐놓은 것이어서 회사 명칭, 투자 시점 등에서 비일관성이 있음.
2) 중광국제가 혜산초금 지분을 인수한 이후 혜산초금은 혜산광업으로 회사명칭 변경.
자료: 배종렬, 윤승현(2015), pp. 79~90; 북한자원연구소, 한국광물자원공사(2010), p. 31; 정형곤 외(2011), p. 86; 최수
영(2013), p. 341 등을 종합하여 저자 작성.

1월 ‘조선영금합영회사’를 설립하여 금광, 석탄 분야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호남성 ‘후난 웨이진 투자그룹 유한회사’의 경우, 금광 분야 최소치인 825만
달러(산서성 아오커광업유한회사의 2007년 투자액)를 적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중복 데이터임이 확인되거나 투자 보류･중단이 알려진 기업은
실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추정에서 제외하였다. 배종렬･윤승현
(2015) 등 최근에 출간된 자료에는 중국 대형기업의 투자사례가 심층적으로 분
석되어 있어, 대북투자를 위해 설립된 자회사 및 지분인수를 통한 투자주체 변
경사항과 같은 정보를 일부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따라서 OSC 데이터 등
기존 자료에서는 별개의 기업으로 간주되었더라도 위와 같은 관계에 있는 기업
은 최종 투자주체를 중심으로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혜산청
년동광에 대한 투자이다.
혜산청년동광에 대한 투자는 2005년 2월 ‘백산초금광업유한공사’가 투자를
통해 ‘혜산초금합영공사’(이하 혜산초금)를 설립한 이후 2006년 하북성 ‘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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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집단유한공사’(이하 난하집단)가 혜산초금 지분 51%를 매입하여 경영권
을 확보하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난하집단은 직접 지분을 매입하기보다 ‘중
광국제투자유한공사’(이하 중광국제)라는 자회사를 설립하여 우회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절강성 ‘만향자원유한공사’(이하 만향집단)가
2007년 6월 중광국제 지분을 다시 매입하며 최종 투자주체가 되었다. 이 경우
매입한 지분을 되판 난하집단과 지분 매입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회사인 중광
국제는 투자금액 추정 시 제외할 필요가 있다. 또 ‘심양금사비무광산설비’는 만
향집단이 혜산광산에 설비 공급을 의뢰한 회사로, 투자주체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한편 투자기업의 영문명과 중문명이 중복 기입된 사례도 있어 중문명 위주
로 통일하였다. 이는 OSC 데이터가 영문으로 작성되었기에 분간이 어려워 발
생한 문제로, 본 연구에서는 중문 기업명을 포함하는 최근 자료를 확보하며 기
업명을 정확히 식별할 수 있었다. 영･중문이 혼용된 형태에서 중문으로 통일된
기업 리스트를 확보함으로써, 향후 기업별 세부 분석을 수행하기도 용이할 것
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규칙을 적용하여 데이터 복원을 시도한 결과, 2000년대 이후 대
북투자를 시행한 191개 중국 기업을 식별하는 데 성공하였다(투자액 미식별
기업을 제외할 경우 102개 기업). 확보된 데이터 수가 기존의 187개에서 오히
려 늘어난 이유는 최신 자료를 통하여 74개의 기업 정보를 추가하였기 때문이
다. 기존의 OSC 데이터만 사용하였을 때 합영회사명･투자기업명･투자금액･
투자연도 등 추정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갖춘 데이터는 59개에 불과한 것과 비
교하면, 투자액 미식별 기업을 제외하더라도 거의 두 배에 달하는 표본(102개)
을 확보하게 되었다.
[표 4-2]는 확인된 191개 기업을 연도별･분야별로 제시하고 있는데, 투자
부문은 광업･경공업･제조업･서비스･인프라의 5개 분야로 구분하였다. 수산･
의류 부문의 경우 대부분 위탁가공형 투자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경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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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으로 통칭하여 나머지 제조업 분야와 분리하였다. 다만 ‘연변성해상무유한
공사’ 등 투자 분야가 경공업과 여타 제조업을 모두 망라하는 경우는 경공업 부
문 투자기업으로 분류하였다.
인프라 투자의 경우 항만시설･농업시범구 개발 등 북한 지역에 국한된 투자
로 제한하였다. 중국의 대북 인프라 투자의 경우 대부분 북･중 접경지역 도로･
철도 연결망이나 양국에 걸쳐 있는 접경지역 개발 형태로 진행되었는데, 이러
한 경우 북한 지역에 이루어진 투자를 분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본 연구에
서는 제외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신 압록강대교(2011), 권하-원정 간 두만강
다리 보수공사(2009), 훈춘-라선 송전 프로젝트(2013), 도문-온성 다국적 문
화관광합작구 건설(2013)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비파도 관광지 개발
(2010), 라선경제무역구개발(2013) 등은 금액이 식별되지 않아 자연스레 제외
하였고, 훈춘시 항무국의 라진항 1호 부두 개조사업은 아직 계획 단계에 있어
(2015년 기준) 제외하였다.

표 4-2. 2000년대 이후 중국의 대북 투자기업 수
(단위: 개)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광업

1

1

4

15

16

4

7

3

경공업

1

1

1

1

6

1

3

5

2

4

12

5

1

2

7

2

4

3

1
12

15

제조업

1

1

2

서비스
인프라
계

1
1

1

2

2

6

13

2011

2012

2013

광업

2

3

5

경공업

6

6

3

제조업

9

2

5

서비스

4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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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2014

28

7
2015

계
61

2

36

9

5

67

2

2

23

표 4-2. 계속
2011

2012

인프라

1

2

계

22

17

2013

2014

2015

계
4

14

11

9

191

자료: 저자 작성.

분석 결과 중국의 대북 투자기업 수는 2004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비교
적 최근까지도 두 자릿 수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4-2]를 선행연
구 및 언론 보도 분석과 비교해보면, 투자 상승 및 하강 시점이 상당 부분 일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004~07년 기간 가장 많은 중국기업이 북한에 투
자했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한편 비교적 최근인 2011~14년에도 상
당수의 중국기업이 북한에 투자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기존에는 자
료 부족으로 확인이 어려웠던 부분이다.
분야별로 보면 제조업52)(34.9%)과 광업(31.8%)의 비중이 높으나, 시
간이 지날수록 광업 부문의 투자는 감소하는 반면 타 부문의 투자는 꾸준
히 유지되는 특징을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의 표본편향
으로 인하여 2011년 이후 광산 부문 투자기업이 과소상계 되었을 가능성
이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는 [표 4-3]에서 제시
된 투자 추정액 해석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이다.

표 4-3. 2000년대 이후 중국의 대북투자 추정액(기업 투자액의 합)
(단위: 만 달러)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광업

1200

149.3

2744

경공업

13.3

250.9

52.2

52.2

574.1

52.2

78.8

67.1

294.2

1083.1

1390.3

39

1440

704

393

380

700

1171.3

3483.4

제조업

61.2

305

65

서비스
인프라
계

2006

2007

2008

2009

11793.6 22968.2 847.1

3656

380
61.2

305

65

1213.3

13308.9 25632.6 1318.3 5174.8

52) 대부분 위탁가공업의 특징을 갖는 의류･수산물 분야를 ‘경공업’으로 별도 분류하고 남은 모든 제조업
분야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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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계속
광업

2010

2011

2012

2013

1453.5

582.5

163.1

846.9

2014

2015

계
46404.2

경공업

165.2

284.1

996.4

108.7

203.8

2831.9

제조업

1781.6

4260.4

1200

2071

1376

1309.8

16743.7

서비스

190

1514.8

24.5

179

260

인프라

4000

1293.6

9317

5167.9

계

3400.3

4345.3
5673.6

3051.1

1555

1773.6

75998.7

자료: 저자 작성.

데이터 매칭 방법을 사용하여 191개 기업의 연도별 대북투자액을 합산한 결
과, 2000년대 이후 중국의 대북투자 총액은 약 7억 5,998만 달러가량으로
추정되었다.53) 이 중 2004~07년 동안에만 전체의 57.4%에 달하는 4억
3,596만 달러가 투자되었으며, 2009~12 기간에도 30.3%에 해당하는 2
억 3,060만 달러가량의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분야별로는 광업
부문에만 4억 6,404만 달러가량이 투자되어 전체의 61%를 차지하고 있
으며, 제조업 투자액은 약 22%에 해당하는 1억 6,743만 달러 정도로 추정
된다. 경공업･서비스 부문은 총 투자액이 200만 달러가량에 불과해 액수
측면에서는 미미한 실정이다. 한편 대북투자 초기에는 광업 부문이 투자
를 주도했으나, 2010년 이후 제조업 부문의 투자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5~06년 전체 대북투자액의 90% 가까운 비중
을 차지하며 투자를 주도했던 광업 부문은 2009년 이후 투자액이 급감한
반면, 제조업 분야는 1,000만 달러 이상의 투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성별로 보면 길림성 기업이 2000년대 대북 투자기업 전체의 약 33%를 차지
하고 있으며, 요녕성(27.4%)･산동성(7.0%) 순으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길림성의 경우 최근까지도 꾸준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반면, 요녕성은 2011년

53) 이는 연도별 대북투자액의 합, 즉 유량의 합으로서 저량과는 차이가 있다. 현재로서는 대북 투자자산의
가치 변동을 평가할 방법이 없어 저량 대신 유량의 합으로 대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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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기업의 대북투자가 발생하지 않아 그 비중이 감소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산동성 기업의 경우 절반가량이 비교적 최근인 2010~12 기간에 대북투자를
실행하였다. [표 4-4]에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절강･강소･하남 등 남방 지역 기
업들 역시 마찬가지 패턴을 보이고 있다. 즉 그간 동북 2성(길림성･요녕성) 기
업에 국한되었던 대북투자 주체가 이 시점부터 확장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
이다. 물론 아직 대북투자에서 이들 지역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상황이
다. 길림･요녕･산동 등 3개성이 대북 투자기업의 약 67.8%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4-4. 주요 성별 대북 투자기업 수 변화
(단위: 개)

2000

2001

요녕성

1

길림성

1

1

2

1

2002

2003

2004

2005

2006

6

10

6

3

4

8

12

2

6
2

산동성
계

0

2

6

2009

2010

2011

요녕성

6

4

5

길림성

4

5

6

4

2

2

2

11

13

6

산동성
계

10

2012

1

3

11

21

2013

2014

2007

2008

2
18
2015

7
계
47

5

1

2

57
12

5

1

2

116

주: 길림성 기업만을 조사한 배종렬, 윤승현(2015)의 자료는 성별 분석 시 제외함.
자료: 저자 작성.

이상의 추정액을 [표 3-1]에 나타난 중국 상무부 통계(2003~14)와 비교해
보기로 한다. 중국 상무부 통계상 2003~14년 대북투자 총액은 유량 합산기준
4억 1,399만 달러이다. 하지만 데이터 매칭 방법으로 추정한 본 연구의 추정액
은 같은 기간(2003~14) 7억 2,239만 달러에 달한다. 이는 상무부 통계상
유량 합산액의 1.74배를 상회하는 금액이다.54) 특히 [그림 4-1]에서 살
54) 중국 상무부 통계상 동 기간 저량은 6억 1,157만 달러이다. 만일 본 연구의 유량합을 저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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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듯이 대북투자가 가장 활발히 진행된 시기 중 하나인 2005~07년 기
간 본 추정액과 상무부 통계 간 차이가 가장 크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기
간에 발생한 투자가 상당 부분 상무부 통계에서 누락되었다는 해석이 가
능하다. 또한 앞서 설명했듯이, 본 추정에는 대북투자에서 상당 부분을 차
지할 것으로 판단되는 미신고 투자는 포함되지 않았고, 합의 이후 실제 투
자는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는 등 기존 기업별 데이터를 가급적
보수적으로 계상하였기 때문에 실제 투자액은 본 연구의 추정액 보다 많
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그림 4-1. 기업별 데이터 매칭 추정치와 상무부 통계치 비교(유량 기준)
(단위: 백만 달러)
300
250
200
상무부

150

추정치
100
50
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자료: 저자 작성.

이상의 데이터 매칭 방법은 기업별 데이터를 복원함으로써 연도별 투자액뿐
아니라 분야별･성별 분석까지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
를 지니고 있다.
첫째, 본 추정은 상무부 비준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 투자 시
점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 대북투자 관행상 상무부 비준 이전에
환산할 수 있다면, 상무부 통계상 저량과 1.74배 전후의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된다. 『中国对外
直接投资统计公报』,(2008~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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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투자액이 북한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 투자 시작일과 비준일 간
격차는 기업마다 편차가 심하여 일괄적으로 평균값을 적용하여 추정하기가 곤
란하다. 선천금광에 투자한 ‘길림호융유색금속집단유한공사’의 경우 2006년
4월 합작 합의 후 2006년 7월 상무부 비준을 받기까지 소요기간은 단 3개월에
불과하였으나, 의류 임가공 분야에 투자한 ‘훈춘풍화제의유한공사’는 홈페이
지에 따르면 1997년부터 나선시에 진출하였으나 실제 비준을 받은 것은
2003년 11월이었다고 한다.55)
둘째, 본 추정에서는 상무부 비준을 받은 연도에 투자액이 전부 실행되었다
고 가정하고 추정하였다. 즉 각 기업이 북한에 투자한 총 투자액이 최초 비준
시점에 모두 실행된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기업이 많이 식별된 해
일수록 중국의 대북 투자액이 과도하게 추정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투자
액수가 상대적으로 큰 광업 분야의 경우 여러 해에 걸쳐 단계별로 투자가
들어갈 것으로 판단된다.56) 그런데 단계별 투자시점 같은 상세정보는 차
치하더라도 초기 투자가 완료된 시점조차 파악이 어려워 연간 투자액을
정확히 추정하기는 어렵다. 투자의 대부분이 2004~07년에 몰려 있고,
2008년 투자액이 급감하는 원인은 이러한 추정의 한계 때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셋째, 2012년 이후 추정 투자액은 정보가 누락된 경우가 많아 이전 기간에
비하여 과소추정이 발생했을 수 있다. 선행연구 및 관련 자료는 대부분 2012년
이전 자료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확보한 최신 데이터 역시 상무부
비준일은 알려져 있으나 투자액 정보가 누락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경우 동일
분야 최소 투자금액을 적용하였으므로, 실제 투자액은 본 추정치보다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구체적인 투자액이 판별되지 않은 90개 기업 중 43개

55) 배종렬, 윤승현(2015), p. 118.
56) 혜산청년동광에 투자한‘백산초금광업유한공사’의 경우 3기로 나누어 개발함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
어 총 투자액이 3회로 나뉘어 실행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배종렬, 윤승현(2015), p.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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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가 2012년 이후 투자한 기업이다. 2012년 이전에는 투자액이 판별되
지 않은 기업 수가 연평균 한 자릿 수에 그쳤던 반면 2012년부터는 매년 10개
정도로 늘었다. 전체 기업 수에서 투자액 미식별 기업 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76.5%, 2013년 85.7%, 2014년 90.9% 등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 경
우 본 추정에서는 해당 분야 최소 액수만큼만 투자한 것으로 가정하고 추정하
였기 때문에 과소추정이 불가피하게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본 추정
치와 상무부 통계를 비교해 보아도 2012년 이전에는 전자가 후자보다 많은 금
액을 제시하고 있으나, 2012년 이후에는 역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시점 이후 자료들은 추후 보완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넷째, 본 추정에서는 기존 데이터에 비해 두 배에 가까운 표본을 확보하였으
나 여전히 식별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된 기업 수도 상당하다는 점이다. 중복
및 사업 중단 등 명백한 사유로 추정에서 제외된 기업 외에도 투자 여부가 확인
되지 않았거나, 투자 연도가 식별되지 않아 누락된 기업은 73개(투자 분야 미
상 기업 5개 포함 시 77개)에 달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광업 분야에서 23개
(31.5%), 제조업 분야에서 22개(30.1%), 경공업 분야에서 11개(15.1%), 서비
스 분야에서 10개(13.7%), 인프라 분야에서 7개(9.5%) 기업이 누락되었는데,
본 연구에서 식별된 분야별 투자기업 구성비와 유사하여 표본의 대표성 문제는
크지 않을 수 있으나 투자액은 상당 부분 과소추정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자료간 매칭을 통해 복원된 기업별 데이터로 중국
의 연도별 대북투자액을 추정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를 가진다. 무엇보다 정확
한 투자 시작 시점 및 총 투자액의 연도별 실행액 식별이 어려워 추정 편의가
연도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다음 장에서는 다른 추정 방
법을 제시하여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을 시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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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리변수를 이용한 추정: 대북 광산 투자를 중심으로
2절에서는 중국의 대북 광업 투자액과 유사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생각되
는 ‘대리변수’를 선정하고 그 추세를 분석함으로써 중국의 대북 광업 투자액을
추정한 후, 1절에서 기업별 매칭 방법을 통해 추정한 여타 분야 투자액과 합하
여 전체 중국의 대북투자액 추정치를 제시하고자 한다.
1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중국의 대북투자액 중 60% 이상이 광업 분야에 집중
되었으며, 특히 2000년대 중후반에는 대부분의 투자가 이 분야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중국의 대북 광업 분야 투자는 주로 ‘구상무역’ 형식
으로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다. 즉 투자액에 해당하는 광산 채굴장비 등의
설비를 북한에 보낸 후 그에 맞는 광물을 되가져가는 일종의 연불수출57)
방식이다. 이러한 ‘설비제공형 투자’는 중국 측 투자자가 비교적 단기간에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어 투자 리스크를 줄여주는 동시에, 북한 역시 반입
된 설비를 공장이나 광산 등에 투입하여 가동률을 높일 수 있어 선호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단둥 소재 대북 투자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자의 56% 가량이 이러한 방식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공식적
투자 형태인 합영(13%) 및 합작(13%)의 두 배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대북투자
수익률 측면에서도 설비제공형 투자는 평균 12%에 달하는 높은 수익률을
나타냈다.58)

57) 수출대금 지불을 일정 기간 연기해주는 결제 조건을 인정하는 수출 방식. 김병연, 정승호(2015), p.
108.
58) 이러한 지하자원에 대한 설비제공형 투자기업 18곳 중 55%(10곳)가 한족 투자기업으로 나타났다. 이
들은 조선족 사업가에 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금력 및 정부와의 긴밀한 관계를 기반으로 동 사업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한 것으로 보인다. 위의 책, p.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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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단둥 소재 대북 투자기업의 투자 방식별 분포 및 평균 수익률
(단위: %)

구분

합영

합작

설비제공형 투자

북한인력 수입

분포

13

13

56

18

투자수익률(평균)

-5

-16

12

30

자료: 김병연, 정승호(2015), pp. 108～113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광업 분야 투자가 대부분 이러한 형식으로 진행된다면, 북한의 관련 설비 수
입 추세는 중국기업의 광업 분야 대북투자액과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
상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대리변수를 파악한다면 그 추세를 적용하여 2000년
대 중국의 연간 대북 광업 투자액을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
로 1절에서 제시된 기업 데이터 매칭 방법을 이용한 추정치를 조정함으로써 중
국의 연도별 대북투자액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추정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
대리변수를 통한 추정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기업별 데이터를 통
한 추정의 한계였던 실제 투자 시작 시점과 상무부 비준 시점의 시차 문제, 그
리고 단계별 투자 분산을 반영할 수 없었던 문제를 제거할 수 있다. 투자가 발
생하여 북한으로 설비가 투입될 경우 해관통계 등 무역 데이터를 통하여 즉시
포착할 수 있으므로 연간 데이터를 작성하기 위하여 별도의 가정이 필요하지
않으며 유량 측정 시 정확성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상무부 비준을 거치지 않았거나 정보 식별이 어려워 누락되었던 투자
분을 일정 부분 파악할 수 있다. 설비제공형 투자는 보낸 설비와 들여온 광물이
각각 중국의 수출･수입(북한의 수입･수출)으로 계상되고, 상무부를 통한 투자
집계에서는 누락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상무부를 통해서 파악되지 않은 투
자라고 하더라도 관련 설비의 수입 통계에는 나타난다는 것이다. 특히 설비제
공형 투자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상무부 비준 절차를 건너 뛸 유인이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액 투자자들의 주된 투자방식으로 알려져 있다.59)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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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누락된 투자 집단까지 추정에 포함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상무부 비
준 기업 분석을 통한 추정보다 더 높은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문제는 투자액과 유사한 추세를 보여줄 수 있는 대리변수 파악이 쉽지 않다
는 점이다. 설비제공형 투자 시 중국 측은 북한 측의 요구에 따라 광산 개발 관
련 품목을 상품묶음(bundle) 형태로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투
자 액수에 맞추어 파쇄기 몇 대, 화물자동차 몇 대, 타이어 몇 개 등 광물 채굴･
운반에 필요한 물자 리스트를 북측이 제시하면 그것들을 보내주는 방식으
로 진행되는 것이다.60)
여기서 북한이 요구하는 각 품목이 투자액에 따라 동일한 변화폭을 보인다
면 한 가지 품목만을 대리변수로 사용하더라도 투자액 추세를 유추하는 데 문
제가 없을 것이다. 즉 특정 연도에 중국의 대북 설비제공형 투자액이 전년대비
10% 증가하였고 북한이 모든 품목을 10%씩 동일하게 더 보내줄 것을 요구했
다면, 상품묶음 구성요소 모두를 조사할 필요 없이 어느 한 품목만 대리변수로
삼으면 될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투자 광산의 종류 및 개발 단계 등에 따라
각 품목별 비중 변화의 정도가 다를 것이므로 모든 요구 품목 각각의 구체적 변
동 내역을 파악하지 않는 이상 합리적인 추정이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여러
품목을 합하여 가상의 대리변수를 생성하는 것이 측정오류를 줄이는 방법이라
고 사료된다. 광산 개발에 필요한 대표적 품목들은 [표 4-6]에 정리되어 있다.

59) “나는 평안북도 선천이라는 금광에

만 불 정도 투자를 했다 광산에 대한 투자는

년도에 했으며

설비를 내가 직접 중국에서 구입해 북한에 보냈다 나처럼 주변에 북한에 투자하는 사람이 있는데 조선
에서 자동차 달라 공장 설비를 달라 그런 것이 많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광산 설비 배 부품 등
이 종류가 많다 ” 단동 대 부부 수출입 무역회사 운영 및 북한 광산 투자 이석, 이종규, 정은이
(2013), p. 425.
60) 이 때 북측은 기계의 모델명과 가격 등 비교적 구체적인 리스트를 제시한다고 한다. 또한 북한은 2000년
대 중반 이후 중국에 시장조사원을 투입하여 각 제품가격 등을 상세히 파악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알
려져 있다. 2016년 5월 중국 대북사업가 인터뷰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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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북한 광산 개발 시 필요 장비 예시

구분

품목

동력

공압식(압축공기)

천공장비

소형공압식 착암기

적재장비

록커쇼벨(0.24m3)

운반장비

광차, 소형트럭

장약장비

인력장약

주: 김경술(2014)에서 언급된 장비 중 ‘재래식 개발’61)로 분류된 장비만 적용.
자료: 김경술(2014), p. 68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그런데 광산 개발과 깊은 관련이 있는 품목이더라도 다른 용도로도 쓰일 수
있다면 타 분야의 투자 변화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대리변수에서 제외시킬 필
요가 있다. 예를 들어 화물자동차(트럭)의 경우 필수적인 운반 장비이므
로 설비제공형 투자 시 북한이 자주 요구하는 품목으로 알려져 있으나,62)
건설 등 타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화물 자동차의 증감
이 광업 분야 투자로 인한 것인지 알 수가 없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이러한 품목을 제외하고, 광산 개발 관련 단일 용도만을 가진 상품 및
그 부속품의 대북 수출 데이터를 이용하여 대리변수를 구성하고자 한다.
대리변수에 포함된 품목은 광물성 물질 처리용 선별기(HS 847410) 및 파
쇄기(HS 847420)와 그 부분품(HS 847490), 지하작업용 컨베이어(HS
842831) 및 광산용 왜건(HS 842890)과 그 부분품(HS 843139), 석탄암석 절
단기(HS 843031, 843039), 갱구용 호이스트(HS 842539), 기타 천공 및 시
굴기(HS 843041), 천공 및 시굴 관련 부속품(HS 843143) 등이다.63)
61) 김경술(2014), p. 68.
62) 복수의 대북 광산투자 관계자 면담 결과, 북한이 설비 제공형 투자 시 가장 자주 요구하는 품목이 바로
화물자동차라고 한다. 특히 이들은 20톤 이상 대형트럭 수입과 설비 제공형 투자액의 상관관계가 높을
것으로 예측했다. 실제로 중국 해관통계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1998~2015년 중국의 대북 무연탄 수
입액과 화물자동차(HS 8704) 수출액의 상관계수는 0.967에 달한다.
63) 1998~2014년은 UN Comtrade 데이터를, 2015년은 한국무역협회(KITA)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이
석(2013a, p. 28)에 따르면 전자가 좀 더 확정치에 가까우므로 우선적으로 사용하였으나 UN
Comtrade는 아직 2015년 통계치를 발표하지 않아 2015년 데이터만 KITA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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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대리변수 구성 품목의 대북 수출액 변화(1998~2015년)
(단위: 미 달러)
품목 선별기 파쇄기 부분품 컨베이어

왜건

HS
코드

842890

847410

847420

1998

1,322

100

1999

47,050

321,550

847490

842831

6,852
4,639

부분품 절단기 호이스트 기타 기기 부속품
843139

843031,
843039

7,500

25,470

7,939

12,000

3,850

11,214

842539

843041

269,800

8,442

22,540

60,650

23,551

7,450

50,530

48,500

32,379

합계

171,524

220,707

72,285

737,749

2000

1,750

58,392

133,290

2001

215,036

217,180

298,249

2002

208,013

483,747

136,500

2003

350,868

348,719

159,724

2004

731,895

836,023

249,749

2005

2,865,674

7,105,079

509,768

2006

3,421,970

5,063,818

372,911

2007

3,125,876

2,750,228

1,459,766

2008

3,879,982

7,073,812

1,179,156

2009

7,663,192

8,101,133

1,840,548

2010

6,868,429

9,538,805

1,515,319

2011

6,544,640

12,093,859

3,301,195

2012

10,477,901

8,784,312

3,165,252

133,275

1,346,618

250,342

17,145

196,634

184,855 24,631,934

2013

8,252,784

8,445,527

2,855,271

291,477

2,930,150

307,392

17,417

511,906

113,754

23,725,678

2014

6,558,783

8,020,821

4,168,584

650,383

371,779

159,916

6,269

367,269

154,072

20,457,876

2015

3,147,415

4,728,067

2,096,500

818,709

385,536

41,179

14,660

228,449

85,016

11,545,53

188,560
18,792

6,80

843143

37,790

354,356
884,852

32,016

1,086,626

4,003

36,749

21,402

71,478

44,313

105,419

98,147

107,992

277,131

156,727

1,449

14,320

17,166

63,369

65,931

301,544

4,460

51,466

147,633

9,510,268

127,050

59,433

891,417

457,624

5,920

424,101

189,694

9,491,109

83,974

265,871

530,046

2,288

708,753

252,074 13,975,956

43,239

1,600,619

318,309

774,662

19,337

3,240,171

108,800

1,259,047

606,931

496,955

21,043

361,800

110,199

20,887,328

352,698

915,353

939,175

51,464

295,529

83,560

24,577,473

75,600

7,958

34,302
15,528

11,010

10,720

969,945

12,890

35,644

2,087,411

73,733 11,210,020

582,907 24,184,117

주: 석탄암석 절단기(HS 843031, 843039)는 용도가 아닌 동력(자주식인 것과 아닌 것)에 따라 HS코드가 분리되어 있으므로, 그
둘을 합하여 제시하였음.
자료: UN Comtrade Database(검색일: 2016. 5. 20) 및 한국무역협회(KITA)의 중국무역통계(검색일: 2016. 5. 20)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그런데 [표 4-7]에서 제시된 대리변수 구성품목 합계의 변화가 중국의 연간
대북 광업투자액의 변동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국의 광산장비
수출은 설비제공형 투자로 인하여 발생하기도 하지만 이와 무관하게 북한 당국
이 광산 개건 및 생산량 개선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장비 수입을 시도할 수도 있
기 때문이다. 위 데이터는 이 둘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위의 대리변수를 사용하
여 추정할 경우 북한의 자체 수입량 증가를 중국의 투자 증가로 오인하여 투자
액이 과다추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는 북한의 연간 광산기계 수입량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파악이
어려운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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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0~15년 『노동신문』에 언급된 연간 ‘인민경제 부
문별 지출계획 증가율’(세출 계획 증가율)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대리변수를
구성하는 광산 개발 관련 장비에 대한 북한의 자체 수입액을 추정하고자 하였
다.64) 즉 세출 계획 증가율 중 광업 분야의 세출 계획 증가율을 바탕으로 [표
4-7]에 언급된 장비들에 대한 북한의 자체 수입액을 추정한 후, 그 값을 제함으
로써 구성 품목 중 순수하게 중국의 투자에서 발생한 금액을 추정하고자 하는 것
이다.
북한에서는 매년 4월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전년
도 예산 결산과 내년도 예산 계획을 발표한다. 전년도 세입 계획 및 집행, 세출
계획 및 집행, 내년도 세입 및 세출 계획 등이 주요 내용이다. 북한의 세출
항목은 크게 인민경제비, 인민시책비, 국방비, 국가관리비로 구성된다(대항
목).65) 본 연구의 대상인 인민경제비는 다시 기본건설비와 각종 사업비로 구분
된다.(중항목) 기본건설비는 고정재산 신설비, 고정재산 확대재생산비, 고정재
산 단순재생산비 등으로 구성되며, 각종 사업비는 각 산업 부문별로, 즉 농업,
수산, 임업, 선행 부문, 경공업, 과학기술 등 관련 사업비로 구성된다(이상 소항
목). 여기서 선행 부문은 석탄/금속/전력/철도의 4대 부문을 의미하며, 경공업
은 선행 부문을 제외한 각종 민수 부문을 의미한다(세부항목).

64) 북한 예산의 계획 대비 집행률은 평균 100.3% 가량으로, 집행이 계획된 예산이 모두 실제 집행되고 있
으므로 세출 결산 자료가 아니라 세출 계획 자료를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된다.

북한 세출의 계획대비 집행률
연도

’00

집행률
(%)

102.7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평균

100.5 99.8 98.2 99.3 104.4 99.9 101.7 99.9 99.8 99.9 99.8 99.6 99.7 99.9 100.3

자료: 『노동신문』 2000~15년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65) 여기서 국방비는 피복비, 군량미 비용, 운영비 등 경상비용에 국한된다. 실제 국방예산에서 가장 큰 비
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무기 개발비 및 조달비인데, 이는 최고인민회의에서 결정되는 내각 예산이 아니
라 노동당 산하 제2경제위원회 예산으로 별도 편성된다. 북한은 1972년 제2경제위원회를 만들어 핵
심 군수 관련 예산은 따로 관리하고 있으며 1972년부터는 대외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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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2002년 7.1 조치 전후 북한 세출 항목 변화
변경 전
기본건설
자금공급
인민
경제비

변경 사항

7.1 조치 이후

고정재산 신설

불변

고정재산 신설

고정재산 확대재생산

축소

고정재산 확대재생산

고정재산 단순재생산

폐지

- (※2005년 부활)

大보수자금공급

폐지

-

유동자금공급

폐지 (※1990년대 폐지)

-

인민경제

각종사업비

불변

각종 사업비

사업비

추가 시책비

사실상 폐지

<인민시책비>로 항목변경

변경 전

변경 사항

사회문화시책비

축소

7.1조치 이후

국방비

불변

국방비

국가관리비

불변

국가관리비

자료: 임수호(2008), p. 226.

북한은 과거에는 세출 계획을 금액으로 직접 발표했으나 최소한 본 연구가
대상으로 삼고 있는 2000년대 이후에는 금액이 아니라 전년대비 증가율만 발
표하고 있고, 그나마 매년 모든 항목을 발표하지도 않고 있다. [표 4-9]는
2000년부터 북한이 발표한 세출 계획 증가율을 정리한 것이다. 표에서 보듯이
이것만으로는 광업 분야에 대한 세부 분야별 계획까지는 파악이 어렵다는 한계
가 있다. 광산 개건 및 생산량 증대를 위한 북한의 자체 장비 수입액을 추정하
려면 석탄･철･아연 등 세부 광종별 정보가 필요하며, 최소한 광업 분야에 대한
세출 계획 정보가 있어야 하나 관련 정보는 2000년과 2003년 석탄 부문의 세
출 계획 증가율이 유일한 실정이다. 또한 설비제공형 투자는 석탄보다는 철광
석 부문에서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66) 그나마 석탄 부문 세출 계획 증가율을
사용하여 추정하는 데도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체 선행 부문
세출 계획 증가율 데이터를 사용하여 북한의 자체 광산 관련 장비 수입량을 추
정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로 가정하였다.

66) 정은이(2016), pp. 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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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북한의 세출 계획 증가율(2000~15년)
(단위: %)
부문
전체
농업 농업
수산
경공업
전체
인민
석탄
선행
금속
경제
부문
전력
철도
과학기술
기본건설
산림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5.0

4.0

2.7

21.3

2.7
2.7

12.4

12.3

30.0

15.4

12.8

5.4

29.1 12.2

8.5

5.5

6.9

9.4

9.0

9.4

16.8
5.6 10.1 12.9 9.4
9.6 11.9 49.8 8.7 7.3 13.5 12.1

5.1

5.1

5.1 5.2
7.2 5.2

15.7 60.0 14.7 3.1 60.3 6.1 8.0 8.5 10.1 10.9 6.7
0.3 18.5
11.5
15.1 12.2 5.8

3.6
4.3

4.2
6.8
5.1
5.1

5.0
8.7
9.6

주: 기본건설은 고정자산 신설이나 확대재생산에 소요되는 자금임(평양시 개건 등 포함).
자료: 2000~15년 『노동신문』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① 가정 1：2001년까지 북한의 광산장비 수입은 전량 자체 생산용이며,
2002~05년 북한의 자체 광산장비 수입액은 2001년 수준과 동일할 것
이다.
가정 1의 근거가 되는 사실은 중국의 대북 광업 분야 투자는 2002년 이후 시
작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북한의 자체적 개건 노력은 1998년부터 시작되었다
는 점이다. 북한은 1998년부터 ‘산업생산 정상화’를 내걸고 내각의 각 기업들
을 독려하기 시작하였으며, 당시 석탄공업부 부부장은 『조선신보』와의 인터뷰
에서 석탄 생산 목표 8만 톤/일을 달성하기 위해 100개 이상의 새로운 갱 개발
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하였다.67) 실제로 이 시기 『노동신문』에서는 광
업 분야 투자동향 보도가 두드러지게 증가하였으며,68)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북한의 석탄･철광석 생산통계 역시 1998~2001 기간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67) 이석기 외(2010), p. 100.
68) 심완섭 외(2015),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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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북한의 석탄 및 철광석 생산량(1998~2001년)
(단위: 만M/t)

1998

1999

2000

2001

석탄

1,860

2,120

2,250

2,310

철광석

289

379

379

421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검색일: 2016. 5. 20).

이러한 노력은 2002년 이후에도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경제의
역량상 핵심 분야라고 하더라도 광업 분야에 대한 세출을 갑자기 큰 폭으로 증
가시키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광산 개건 및 생산량 증대를 위하
여 수입한 광산장비는 2002년 이후에도 일정 기간 1998~2001 기간과 유사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2~05년 내수 생산량 증진을 위한
자체 수입액은 이전 4년간 평균치보다 전년도(2001년)와 유사할 것이라 보고,
2001년도 수준을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② 가정 2: 2006년 이후 북한의 자체 광산장비 수입액은 선행 부문 예산 증
가율과 동일한 추세를 보일 것이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 북한의 공식경제 부문이 어느 정도 복구되었고, 이후
북한 당국은 선행 부문을 우선 복구하려는 기조를 유지했기 때문에 특정 시점
이후부터는 2001년 수준(2002~05년 수준)과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자체 수
입 증가율을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반영하기 위해 위와 같
은 가정을 추가하였다.
북한이 2000년대 중반 이후 자체 생산을 위한 광산투자를 늘렸다고 볼 수
있는 몇 가지 근거가 있다. 북한은 2007년부터 그간 사실상 방치하였던 화학공
업 부문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재개하였고, 전력 등 일부 산업에 국한되었던 국
가 차원의 투자를 범위･규모면에서 모두 확대하기 시작했다.69) 과거와 달리
2006년부터 『노동신문』을 통해 선행 부문 전체에 대한 세출 계획을 매년 발표
69) 이석기 외(2010), pp. 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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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것도 해당 시점부터 선행 부문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추론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위의 두 가정을 바탕으로, [표 4-7]의 대리변수 구성품목 중 광산 개발 목적
으로 북한이 자체적으로 도입한 장비의 수입액을 추정하면 [표 4-11]과 같다.
[표 4-11]에서 2002년 자체 수입액 88억 4,852만 달러는 [표 4-7]의 2001년
구성 품목 수입액 합계이다. 중국의 대북 광업 분야 투자는 2002년부터 본격
추진되었고, 2002~05년 북한의 자체 광산장비 수입은 2001년과 동일하다는
가정에 근거하였다.

표 4-11. 대리변수 구성품목 중 북한의 자체 수입액 추정치(2002~15년)
(단위: 미 달러)

2002

2003

2004

884,852

884,852

884,852

2005

2006

2007

2008

2009

884,852 969,798 1,085,204 1,625,635 1,767,06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896,061

2,152,029

2,412,425

2,586,120

2,720,598

2,859,348

자료: 저자 작성.

북한이 대리변수 구성품목 중 중국에서 수입한 금액 전체에서 [표 4-11]에
서 제시된 금액을 제한 나머지가 중국의 대북 ‘설비 제공형 투자’로 발생한 해
당 품목들의 수입액, 즉 대리변수에 해당한다. 이는 중국의 대북 광업 분야 투

표 4-12. 중국의 광업 부문 대북투자액 추정치(2002~15년)
(단위: 만 달러, %)

대리변수
구성품목
수입액
(A)
품목 중
북한의 자체
수입액
(B)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108.7

97.0

208.7

112.1

951.0

949.1

1,397.6

88.5

88.5

88.5

88.5

97.0

108.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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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계속
품목 중
중국의 투자에
기인한 수입액
(A-B)
대리변수
변화율
(C, %)
광업투자
(D)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2

8.5

120.3

103.3

854.0

840.6

1,235.0

-

-57.8

1,313.2

758.6

-17.3

-1.6

46.9

91.7

38.7

546.4

4,691.6

3,880.7

3,819.5

5,611.8

합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418.4

2,088.7

2,457.7

2,463.2

2,372.6

2,045.8

1,154.6 19,834.1

176.7

189.6

215.2

241.2

258.6

272.1

2,241.7

1,899.1

2,242.5

2,221.9

2,113.9

1,773.7

81.5

-15.3

18.1

-0.9

-4.9

-16.1

8,629.3 10,189.8 10,096.2

9,605.5

8,059.5

10,186.0

285.9

2,361.4

8,686.2 17,472.8
-51.0

-

3,946.9 79,393.5

주: 1) 광업투자(D)=전년 투자액*[1+대리변수 변화율(C)/100].
2) 2002년도 광업투자액은 주 69) 참고.
자료: 저자 작성.

자액과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이므로, 기준점으로 설정된 2002년 광업 분야
투자액70)에 해당 변화율을 적용, 중국의 연간 광업 분야 투자액을 추정하였다.
[표 4-12]에서 보듯이 이상과 같이 대리변수를 통해 추정한 2000년대 이후
중국의 광업 분야 대북투자액의 유량합은 7억 9,394만 달러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1절에서 기업별 데이터를 취합하여 추정한 동 기간 유량합 4억 6,404만
달러의 1.7배를 상회하는 금액으로서, 공개된 데이터에서 누락된 기업 및 개인
투자자들의 광업 분야 대북투자액이 알려진 총액의 70%를 넘는 수준이며, 그
중 상당 부분이 설비 제공형 투자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그림 4-2]
에서 보듯이, 대리변수를 통한 추정에서는 기업별 데이터 합산을 통한 추정에

70) 이러한 방식으로 도출된 대리변수의 변화율이 처음 제시되는 구간은 2002~03년이므로, 2002년에는
별도의 투자액을 가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대외경제무역연감』의 2002년 대북투자액인
150만 달러에, 4.1절에서 얻어진 전체 대북투자액 중 광업 분야 투자의 비중인 61%를 적용한 금액인
91만 7,000천 달러를 2002년 중국의 대북 광산 부문 투자액으로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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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신규 투자기업이 증가한 연도의 투자액 쏠림 현상이 상당 부분 해소되어
보다 안정적인 추정이 가능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2. 기업별 데이터를 통한 추정 및 대리변수 추정 비교(광업 분야)
250

200

150
기업별 추정
대리변수

100

50

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자료: 저자 작성.

마지막으로 대리변수를 이용하여 추정한 광업 분야 투자액과 기업별 데이터
를 통해 파악된 경공업･제조업･서비스･인프라 등 광업 외 분야 투자액을 더한
중국의 연간 대북투자액은 [표 4-13]과 같다.

표 4-13. 중국의 연간 대북투자액 추정치: 2000~15년
(단위: 백만 달러)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0.61

30.5

1.56

0.39

13.18

53.79

53.44

59.10

60.31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186.4

141.05

117.0

96.15

55.17

1,089

2009

2010

116.26 104.11

자료: 저자 작성.

본 연구에서 추정한 중국의 대북투자액 총액(유량합)은 2003~15년 약 10
억 8,900만 달러, 2003~14년 약 10억 116만 달러로서 동 기간 중국 상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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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제시한 대북투자액의 유량합인 4억 1399만 달러의 2.42배에 달한다. 이
는 상무부 통계에서 전체 대북투자액의 142% 가량, 연평균 4,893만 달러라는
적지 않은 금액이 누락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본
연구의 2004~06년 추정치가 중국 측의 유일한 공식 보도인 북한주재 중국 대
사관에서 제시한 액수와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이다. 특히 2005년의 경우 대사
관 측에서 언급한 5,369만 달러와 불과 10만 달러의 차이만을 보이고 있다.

그림 4-3. 상무부 통계상 대북투자액과 대리변수 활용 추정치 비교(유량 기준)
200
180
160
140
120
100

상무부

80

추정치

60
40
20
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자료: 저자 작성.

[그림 4-3]에서 볼 수 있듯이 2005년 이후 현재까지 대리변수를 이용한 투
자 추정치는 상무부 투자액을 매년 상회하고 있는데, 이는 중소기업･개인투자
자의 ‘설비제공형 투자’ 등 비공식적 대북투자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여 왔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2012년 이후 전반적인 투자액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표
4-12]에서 보듯이 설비제공형 투자로 추정되는 상무부 통계 누락분 규모는 유
지되고 있어 현재까지도 대북투자의 상당 부분이 이러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표 4-12 중 A-B 부분). 각주 57에서 보듯이, 최근 설
비제공형 투자의 주체는 한족 자본이 주축을 이루고 있고 이들은 중국정부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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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설정이 용이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에도 이러한 방식의 투자는 꾸준히
유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대리변수를 이용한 추정치와 상무부 연
간 투자액간 차이 중 최근 몇 년 분은 미신고 투자로 볼 수도 있으나, 아직 비준
이 진행 중인 것일 수도 있어 확실한 평가를 내릴 수 없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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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중국의 대북투자 실적에 대한 국내외의 논의에는 크게 세 가지 흐름이
있었다. 우선은 공식 통계를 무의식적으로 수용하는 흐름이다. 여기에 속하는
대부분의 연구자들도 공식 통계가 현실과 큰 괴리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
하고 있지만, 공적 기관이 제공하는 데이터의 ‘공신력’과, 특히 ‘대안 없음’의
현실 인식 아래 이 방법을 그대로 따랐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보여주고자 했듯이 공식 통계는 북한과 중국의 투자관계를 체계적으로 평가 절
하하고 있을 소지가 다분해 보인다.
다른 하나는 대외적으로 공표된 수치를 그대로 합계해서 보여주는 논의의
흐름이다. 이는 학계보다는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주로 채택하는 방식이지만 학
계에서도 공식 통계의 한계를 보여주고자 할 때 ‘참고용’이라는 사족을 붙인 후
이런 식의 접근을 활용하곤 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여기에 나타난 수치에는
합의액과 비준액과 실행액이 모두 뒤섞여 있기 때문에 실적이 부풀려지기 마련
이다. 더욱이 대외적으로 금액이 발표되지 않는 경우 추정 자체가 불가능하다
는 문제가 있다. 공식 통계의 문제가 주로 절대액의 문제라면, 이 접근의 문제
점은 절대액만이 아니라 추세에서도 큰 오류를 범할 개연성이 높다.
마지막 하나는 공식 통계에 바탕을 두되 대외적으로 발표된 수치를 추적하
고 신뢰성 있는 부분만을 취합하여 보완하는 방법이다. 대북투자를 연구하는
소수의 선구적 연구자들이 이러한 접근법을 취하고 있으며, 이들의 노력에 의
해 데이터의 보정이 상당히 이루어져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우선은 공식 통계에 포함된 것과 포함되지 않은 것을 구분할 방법이 거
의 없다는 점이다. 실제 상무부가 대북통계를 어떻게 집계하는지는 외부에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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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알려져 있지 않다. 또한 대외에 알려진 실적에서 투자금액의 크기, 실행액인
지 합의액인지 여부, 그리고 투자금액의 연도별 배분에 대한 자료를 모두 구하
기가 어려워 실적이 체계적으로 누락되거나 특정 연도(즉 최초 투자일)에 투자
금액이 집중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접근법 역시 절대액과 추
세를 모두 왜곡할 우려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존 접근법의 문제점을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 현재
가용한 모든 공식적, 비공식적 자료를 동원하여 기존 접근법에 따른 추정치와
그 한계를 보이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광업 분야 투자에 대한 대리변
수를 구성한 데 기초하여 새로운 추정을 시도하였다. 이는 대북투자에 대한 기
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지는 본 연구만의 기여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추정은 중국의 대북투자와 관련된 기존 통계보다 안정
성 있는 시계열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림 4-3]에서 보듯 본 연
구에서 대리변수를 활용한 추정치와 중국 상무부의 공식통계는 거의 비슷한 추
세를 보이고 있다. 절대액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만 2009년을 제외하면 투자액
증감 추세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71) 이는 중국 통계당국이 대북투
자를 누락시킴에 있어 나름의 합리적 기준을 갖고 있다고 전제한다면 본 연구
의 추정 방법이 향후 더욱 발전시킬 가치가 있는 방법임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추정치는 상무부 통계 대비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
고 있으며, 상무부 통계에서 누락된 부분을 추론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
에 향후에도 자료간 비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중국의 대북투자액 추정과 더불어, 본 연구 결과가 갖는 또 하나의 함의는 북
한의 외화가득률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북한이 지하자원
수출을 통하여 상당한 외화수입을 올렸을 것이라는 주장이 일반적이나, 상당수
가 설비제공형 투자의 대가였다면 광물 수출액이 증대되었더라도 북측으로 귀
속되는 이익은 적었을 것이다. 즉 북한의 외화가득률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개
71) 2009년의 추세 차이는 2차 핵실험 직후 대외정세의 민감성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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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성이 높으며,72) 이는 2000년대 중반 이후 북한 광산이 상당수 정상화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산업 회복 및 발전은 정체되고 있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일 수 있
다. 특히 지하자원 부문은 산업연관효과가 낮고, 설비제공형 투자가 단기적이
고 소규모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타당한 추론이라고 볼 수 있
을 것이다.
위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여전히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화물자동차･건설장비 등 설비제공형 투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 품목이 누락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20톤 이상 화물자동차(HS
870423)의 경우 2000년대 이후 북한의 대북 수입품목 중 세 번째로 높은 비중
을 차지하고 있어, 이 항목을 제외시킨 현재의 추정 방법과 실제 설비제공형 투
자의 흐름이 상이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 북한이 독자적으로 수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이 과소･과대평가 되
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내각과는 별개로 군･돈주 등이 자체적 투자를 위하
여 중국에서 설비를 수입한 부분은 인민경제비를 통한 본 연구의 추정으로는
포착되지 않는다.73) 이 부분이 과소평가될 경우 본 연구에서 채택하고 있는 추
정 방법상 중국의 대북투자액이 과다추정되는 오류가 발생하여, 추정치의 신뢰
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이와 같은 문제점은 현지조사를 통해서도 파악
하기 어려우므로 현 단계에서는 개선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추정 방법은 여러 가지 가정에 기반한 시론
적 분석에 불과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즉 대리변수의
72) 실제로 중국의 대북 광산투자가 모두 설비제공형 투자의 성격을 가진다고 가정한 후, 김병연, 정승호
(2015)에서 제시된 투자수익률을 적용할 경우 광석(HS26) 수출을 통한 북한의 외화가득률은
2002~15년 평균 68%에 그치고 있다.
73) 특히 2009~13년 사이 무연탄을 중심으로 상당한 내부투자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무연탄은 북중
무역의 핵심 품목으로, 만약 무연탄에 중국의 설비투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면 북한 내부에서 투자
를 통한 개선 노력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루트로 반입되는 설비가 있더라도
갱목, 발동기 등에 불과하며 돈주들의 투자는 폐광에서 잔여물을 수집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
되어 이 부분을 추정에서 제외하였으나, 금액이 작다고 확신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 부분을
지적해주신 심사위원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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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과 각각의 가정의 ‘현실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추가적 데이터 분석과
현지조사 등에 기반한 실증적 입증이 필요하다. 실증적 탐색 과정에서 비현실
성이 드러나면 그것을 보정하는 과정에서 보다 현실에 근접한 추정치가 도출되
기를 기대한다.
그렇다면 향후 보다 현실에 근접하는 추정치를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
는 무엇일까? 첫째, 광업 분야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 투자를 측정할 수 있는 다
수의 대리변수군을 구성하여 추정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대
북투자를 주도하는 것이 광업 분야 투자라는 ‘과거의 팩트’에 기반하고 있다.
따라서 광업 분야에서 중국의 대북투자액을 추정한 후 나머지 분야는 기업별
투자액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여 합산하였다. 가능한 선에서 불순물을 걸러내
는 보정을 시도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에게 알려진 기업별 투자
데이터는 실행액과 합의액이 구분되지 않는 등 엄밀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접근은 광업 분야 투자가 압도적일 때는 큰 문제가 없
을 수 있지만 광업 분야 투자가 줄어들고 제조업 등 여타 분야 투자의 비중이
늘어나는 현재의 추세하에서는 추정치에 중대한 오류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것이다.
둘째, 북한의 수입과 국내산업의 연관성에 대한 심도 깊은 실증연구가 필요
하다. 다수의 대리변수군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공개된 무역 데이터에서 북한의
수입품목을 산업 용도별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각
대리변수군의 수입액에서 북한이 자체 예산으로 수입한 금액을 제외하는 과정
이 필요하다. 하지만 앞서 북한의 자체 광산장비 수입액 추정에서 여러 가지
‘무리한’ 가정이 필요했던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이 과정에서 무리한 가정을 배
제하고 추정의 엄밀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산업생산 자체를 데이터로 재
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역량과 시간의 한계상 이 부분을 다
루지 못했지만 향후 협력연구를 통해 보다 나은 데이터를 구성하고자 한다.
셋째, 무엇보다 현지조사를 통하여 중국의 대북투자 실태를 세밀히 파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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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정이 절실히 요구된다. 만일 다수의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액의 연도
별 분배, 상무부 비준 시점과 투자 개시 시점, 실투자액과 합의액의 관계 등을
조사하여 일종의 규칙을 발견할 수 있다면, 현재 존재하는 기업별 데이터를 활
용하여 보다 나은 추정치를 만들어내고 이를 대리변수를 통한 추정치와 비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아가 단순히 투자액에 대한 시계열 데이터를 구축하는 수
준을 넘어 중국기업의 대북투자 분야, 수익배분 구조, 운영 실태 등을 파악하는
것은 북한의 경제 실태 파악과 통일 후 대비를 위해서도 마땅히 추진되어야 할
연구과제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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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Estimation of China’s Investments on North Korea
after 2000s
LIM Soo Ho, KIM Junyoung, and HONG Seokki
This paper aims to estimate time-series data of China's direct
investments on North Korea from 2000 to 2015. In order to achieve
such a goal, problems of official and unofficial reports related to the
subject are presented first. Then, original estimates are drawn by
utilizing firm-level overseas direct investment data and proxy
variables.
The estimation process starts from aggregation of data appeared
in all press releases and earlier studies. A basic analysis on collected
items suggests that China's ODI on North Korea has continuously
increased from 2004 to 2012, except for a brief period around
Pyongyang's second nuclear test in 2009. Investments seem to enter
a downturn after the third test in 2013. Such a trend matches the
one suggested by China's Ministry of Commerce(MOFCOM) by and
large; however, there was a big difference between the two in
volume and trend of ODI from 2004 to 2005. Therefore, some
revisions are needed to obtain reasonable time-series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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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suggested the first stage estimates by matching former
data of Chinese firms to newly obtained lists. The number of
samples is almost doubled even after filtering out flawed ones. Based
on a more reliable set of data, estimated amount of China's
investment on North Korea after 2000 is 759.98 million dollars total.
This estimate is 1.74 times larger than figures reported in MOFCOM,
implying that a significant portion of ODI turns out to be
unrecorded especially during 2005-2007.
In order to further include unofficial investments, the second
stage estimates are presented by constructing a proxy from bilateral
trade data. For example, since a large part of unreported
investments take the form of barter trade, North Korea's mining
facilities imports from China are likely to indicate a similar trend
with Chinese ODI on DPRK mines. North Korea's own demands,
deduced from government spendings data, are subtracted. The final
result implied that investments not reported to MOFCOM are even
more; estimated total flows are 1001.16 million USD, about 2.42
times than official figures. It is highly probable that most of the
missing parts are barter-like ones, and such a type of ODI are still
prevalent.
The above results offers a new insight on North Korean regime's
rate of foreign exchange earnings. If the rise in DPRK's exports of
natural resources after 2000 is mainly driven by barter-like
investments from China, actual foreign exchange earnings are much
lower than increments from the export surge. Considering that
primary products induce only a minor inter-industrial effec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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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ments last a short term, the conclusion of this paper resulted
in a slow recovery of North Korean industries despite normalization
of mines after mid-200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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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imation of China’s Investments on
North Korea after 2000s
LIM Sooho, KIM Junyoung, and HONG Seokki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대북투자 시계열 데이터(2000~15)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의 대북투자와
관련된 공식·비공식적 자료에 나타난 문제점을 제시하고, 기업별 투자 데이터 및 대리변수를 사용하여 기존
데이터를 보정한 독자적인 추정치를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파악된 기타 분야의 투자액을 합산한 총액(유량합)은
2003~14년 동안 약 10억 116만 달러에 달하였다. 이는 같은 기간 중국 상무부에서 제시한 대북투자액의 유량합인
4억 1,399만 달러의 2.42배에 해당한다. 중국 상무부 통계와 비교하면 연평균 4,893만 달러라는 적지 않은 금액이
집계에서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누락분의 대부분은 설비제공형 투자로 추정되는데, 현재까지도
이러한 형태의 대북투자가 지속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위의 추론에 기초한다면, 북한의 외화가득률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2000년대 이후 북한의 지하자원 수출 증가분의 상당수가 설비제공형 투자의 대가였다면,
북한의 외화가득률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개연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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