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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후 남북한경제
한시분리운영방안:
경제적 필요성과 법적 타당성

서언
우리 민족은 남북한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동북아 협력에 기여하면서 국제사회
의 지지를 받는 한반도 통일을 이루어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
나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연이은 도발로 남북한간 교류협력
이 전면 중단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한반도 통일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민
족의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염원하는 통일의 구체적인 비전과 이를 실현하기 위
한 정책대안을 꾸준히 모색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KIEP는 지난 3년 동안 중장기 통일연구사업을 통하여 한반도 통일의 전략과 비
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계속해왔습니다. 2014년에는 ‘통일편익비용 분석과
남북한 경제통합방안’프로젝트를 통하여 한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남북한
경제통합의 효과와 방안을 분석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한반도 통일은 한국만이 아
니라 주변 4강에도 막대한 경제적 편익을 가져온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이
를 바탕으로 2015년에는 ‘북한 개혁개방 지원과 해외 통일재원 조달방안’ 프로젝
트를 추진하여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개혁개방과 경제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과 재원조달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분석 수준을 한 단계 높여서 ‘통일 후 남북한 경제의 한시적 분리운
영방안’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남북한 통일이 이루어지
더라도 경제통합은 점진적으로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암묵적 합의가 형성되어 있습
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번 연구에서는 통일 이후 남북한 경제를 일정 기간 분리운
영하는 방안을 노동·사회복지, 통화·금융·재정, 국유재산 관리 등 세부 분야별로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한시적 분리운영 상황에서 미·중·일·러 등 주변 4강의 대한
반도 경제정책을 전망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기존에 급진 통일과 점진 통일로 양극화되어 있던 통일방안 논
의를 절충하고 주요 분야별 운영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했다는 측면에서 통일연구
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뜻깊은 연구로 생각됩니다.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해주신 국내외 전문가의 노고
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프로젝트를 총괄한 임호열 동북아경제본부
장, 연구와 실무를 맡은 임수호 통일국제협력팀장, 최장호 부연구위원, 김영찬 초
청연구위원, 최유정·임소정·김범환 연구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8개
연구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심의해주신 심의위원들께도 감사의 말
을 전합니다.
이번 연구가 남북한 경제통합을 촉진하는 초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울러 한반도 통일을 위한 우리의 역량을 결집하여 진일보한 통일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통일을 향한 열망을 차근차근 현실로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랩니다.

2016년 12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현 정 택

국문요약
본 연구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중장기통일연구>의 3년 차 주제인 ‘통일
후 남북한 경제 한시적 분리운영방안’의 서론에 해당한다. 한시적 분리운영방안은
남북한 경제통합 방식과 관련하여 최근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접근법으로서 정치
적 통일 이후 경제통합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남북한 경
제의 일부 분야를 분리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고 있다.
통일 이후 남북한 경제를 한시적으로 분리운영하는 데서 정책적 초점은 북한 지
역 노동력의 대량 남하를 방지하는 데 있다. 그런데 통일이 달성된 상황에서 물리적
차단은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없으므로 대량 남하를 방지하려면 그만 한 경제적 유
인을 제공해야 한다. 물론 그 경제적 유인이 독일 통일에서와 같은 인위적 소득 증
가일 수는 없다.
이러한 딜레마에 대해 이번 KIEP <중장기 통일연구>에서는 노동·사회복지 정
책, 통화·금융·재정 정책, 그리고 국유자산 관리정책 등 세 가지 분야에서 구체적
제도 설계를 통해 대안을 마련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한시적 분리운영의 경제
적 필요성과 법적 타당성을 규명함으로써 나머지 구체적 제도 설계와 관련된 연구
들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사실상 독립적
인 2개의 연구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2장에서는 한시적 분리운영의 법적 타당성을 다루었다. 여기서는 한시적
분리운영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법률적 이슈들인 북한 지역 특별행정구역(SAR) 자
치권의 범위와 한계, 남북한 노동시장 분리의 합헌성, 국민의 주권적 의사확인 방
법 등을 검토하였다. 먼저 SAR의 자치권과 관련해서는 행정권·입법권·사법권의
측면에서 북한 지역 SAR에 허용될 수 있는 권한의 범위와 한계, 중앙정부와의 관계
등을 현행 헌법 및 법률, 조례에 따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남북한 노동시장 분리의 합헌성과 관련해서는 북한 주민의 남한이주
제한, 북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제, 남북한간 차별적 최저임금, 북한 지역 근로

자의 노동3권 제한 등의 방안들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
용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그러나 남북한의 노동시장 분리가 국민경제
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
고, 분리 기간을 한정하는 등의 기본권 친화적 노력과 국민적 합의가 뒷받침된다면
헌법적 수용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통일 후 남북한 경제를 한시적으로 분리운영하기 위해 거쳐야 할 절
차인 국민의 주권적 의사확인 방법과 관련해서는 국민투표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하였다. 북한 지역 주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발생할 수 있고 통일 국회
구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사항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남북한 한시적 분리운영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될 소지가 많
아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될 소지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남북한 통일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치적·윤리적·문화적·사회적·경제적·헌법적 과제가 수
반되는 미증유의 사건이어서 통일정책은 최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따라 수행될 가
능성이 높다고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제3장과 제4장에서는 한시적 분리운영의 경제적 필요성을 다루었다.
먼저 제3장에서는 한시적 분리운영의 경제적 필요성을 다루었다. 이를 위해 통일
후 경제통합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다양한 통합방식 중 한시적 분리운영을 통한
점진적 통합방식(본문에서는 ‘특구형 통합방식’)이 통일한국의 경제적 편익을 극대
화할 수 있는 방식임을 보이고자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통일의 순편익을 극대
화할 수 있는 적정 통일비용 및 그때의 경제통합 방식을 추정, 제시하였다.
통일비용은 한국의 재정이전지출 및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잠재성장률 저감효과
(직접비용)와 사회혼란비용(간접비용)의 합으로 정의하였다. 재정이전지출과 잠재
성장률 저하를 고려한 통일 후 남북한 GDP에서 간접비용을 차감하여 통일한국의

GDP를 산출하였고 여기서 분단 유지 시 남북한 GDP 합계를 다시 차감하여 통일
편익을 구하였다. 남북한 경제통합 방식은 생산요소 이동의 자유 정도에 따라 완전
개방형인 독일식부터 완전 폐쇄형인 특구식까지 다섯 가지 통합방식을 설정하였
다. 또한 각 통합방식은 재정이전지출 중에서 인프라구축비용(I)과 사회보장비용
(S)의 구성비로 정의되는 데 독일식이 I의 비중이 가장 낮고, 특구식이 가장 높게 설
정하였다.
추정 결과, 통일 이후 20년간의 누적 순편익을 극대화하는 통일비용은 1,000조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년 한국 GDP의 2.5%(2020년 기준)가 20년간 투입되는
것에 해당한다. 그 결과 2039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는 71%까지 상승
하겠지만 한국이 부담할 수 없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다.
제4장에서는 적정 통일비용 추정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누적 순편익을
극대화하는 경제통합 방식은 특구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북한 지역간 소득
격차 완화 역시 독일식보다 특구식을 지향할수록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
선의 경우에도 남북한의 소득 격차는 2039년에 가서도 북한 지역 소득이 남한 지
역의 34% 수준까지밖에 완화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편 적정 통일비용보다 적은 비용을 지출할수록 누적 순편익이 플러스로 전환
되는 시점은 빨라지고 통일비용 지불에 따른 한국의 단기적 편익 감소폭 역시 줄어
들었지만 전환 시점을 지난 이후의 순편익 역시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적정 통일비용에 근접할수록 전환 시점이 늦어지고 단기적 편익 감소폭 역시 커지
지만 전환 시점을 지난 이후의 순편익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한 경제통합
이후 일시적으로 순편익이 음의 값을 갖는 전환의 계곡(Valley of transition)을
지혜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민적 합의
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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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배경과 목적

본 연구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중장기 통일연구>의 3년 차 주제인
‘통일 후 남북한 경제 한시적 분리운영방안’(이하 ‘한시적 분리운영 방안’)의 서
론에 해당한다. KIEP은 2014년 ‘한반도 통일이 주변 4강에 미치는 편익 분석’
이라는 주제하에 7개의 연구를 진행하였고 2015년에는 ‘북한 개혁개방 촉진·
지원 및 해외 재원조달 방안’이라는 주제로 7개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2016년
에는 한시적 분리운영방안을 주제로 8개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한시적 분리운영은 남북한 경제통합 방식과 관련하여 최근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접근법이다. 그간 남북한 경제통합 방식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접근
법이 경합을 벌여왔다. 하나는 독일식 통합방식으로서 정치적 통일 이후 남북
한간 소득이나 화폐가치 격차를 매우 빠른 속도로 좁혀나가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기능주의적 통합방식으로서 분단 상태에서 경제적 교류협력을 확대·발
전시켜 점차 경제공동체를 형성해나가고 이 과정에서 정치적 통일을 달성하는
방식이다. 전자는 독일통일을 모델로 하고 있고 후자는 유럽통합을 모델로 하
고 있다.1)
한시적 분리운영방안은 독일식 통합과 기능주의적 통합의 요소들을 취사선
택한 ‘절충형 통합방식’의 핵심 구성요소이다. 절충형 통합방식은 정치적 통일
이후 점진적으로 경제통합을 이루어나가는 방식을 의미한다. 즉 경제통합보다
정치적 통일이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를 상정한다는 점에서 독일식을 따르고 있
으며 정치적 통일 이후 경제통합은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경우를 상정한다는 점
에서 기능주의적 통합방식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2) 여기서 한시적 분리운영방
안은 정치적 통일 이후 남북한이 본격적인 통합을 추진하기 전에 ‘특정 분야’에
서 ‘일정 기간’ 남북한 경제를 분리운영함으로써 급속한 통합이 가져올 혼란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논의되고 있다. 즉 한시적 분리운영 대상은 급속한 통합
시 혼란이 야기될 소지가 큰 분야에 국한되며 그 목적은 남북한 지역 경제의 영

1) 자세한 내용은 박종철 편(2016)을 참고하기 바람.
2) 자세한 내용은 이석 편(2013); 전홍택 편(2012)을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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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리가 아니라 ‘질서 있는 통합’에 있다.
여기서 ‘질서 있는 통합’을 강조하는 이유는 통일 이후 모든 분야에서 급속한
경제통합을 추진할 경우 남북한 모두에 큰 혼란이 초래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
이다. 독일 통일 당시 인구수는 동독이 서독의 1/4, GDP는 1/10, 1인당 소득
은 1/3, 노동생산성은 1/3 수준이었는데, 서독은 통일 후 20년간(1990~2009
년) 매년 GDP의 4~5%를 순통일비용(민간 부문을 제외한 공공 부문의 순이전
지출)으로 지출하였다. 반면 현재 북한의 인구수는 남한의 1/2인데 비해 GDP
는 1/40, 1인당 소득은 1/20 수준이고 노동생산성은 비교조차 불가능한 수준
이어서 독일식 통합을 추진하는 경우 한국은 ‘경제적 재앙’에 직면할 소지가 다
분하다는 것이 상당수 연구자들의 지적이다.
독일식 통합은 통일 이후 북한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
다. 통일 이후 북한 지역의 경제가 발전하려면 먼저 산업 인프라가 재건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민간투자가 대거 유입되어야 한다. 그런데 독일식
통합을 추진하려면 한국정부의 재정이전지출 대부분이 사회보장성 비용에 투
입될 수밖에 없어 인프라 투자는 그만큼 위축되게 된다. 또한 지하자원과 함께
북한 지역의 유일한 경쟁력 요인으로 꼽히는 임금 수준이 빠르게 오르면서 국
내외 기업의 대북 투자유인도 그에 비례해 감소하게 된다.
서독의 경우 통일에 따른 재정이전지출의 50%가량을 사회보장성 비용에 지
출했다. 그런데 남북한간 소득 격차는 통일 당시 동서독간 소득 격차의 7배가
량이다. 따라서 독일식 통합을 추진할 수도 없을뿐더러 설사 추진하더라도 재
정이전지출의 대부분을 사회보장성 비용에 투입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결
국 독일식 통합을 추진할 경우 북한 지역의 생산성은 거의 오르지 않는 상태에
서 한국은 북한 지역의 소득보전을 위해 무한정 재정지원을 해야 할 것이고 이
에 따라 한국의 재정 파탄과 북한의 저성장이 악순환 고리를 형성하여 남북한
경제의 공멸이 초래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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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을 예방하자면 통일 이후 북한 지역 경제를 빠른 속도로 발전시
켜 생산성 및 그에 비례하는 소득이 일정 수준에 도달한 후 본격적인 경제통합
에 착수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북한 지역 경제를 빠른 속도로 발전시키자면
북한 지역의 임금 경쟁력을 유지시키는 가운데 한국정부의 대북 재정이전지출
중 가급적 많은 부분이 인프라 개발에 투입되는 것이 관건이다. 문제는 통일이
이루어지는 경우 북한 근로자들이 높은 임금을 찾아 대량 남하할 가능성이 있
다는 점이다.3) 만일 실제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북한 지역에서는 노
동력 부족으로 임금이 급상승할 것이고 남한 지역에서는 저임금 노동력의 유입
으로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따라서 통일 이후 남북한 경제를 한시적으로 분리운영하는 데서 정책적 초
점은 북한 지역 노동력의 대량 남하를 방지하는 데 두게 된다. 그런데 통일이
달성된 상황에서 물리적 차단은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없으므로 대량 남하를
방지하려면 그만 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 물론 그 경제적 유인이 독일
통일에서와 같은 인위적 소득 증가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딜레마에 대해 이번 KIEP <중장기 통일연구>에서는 노동·사회복지 정
책, 통화·금융·재정 정책, 그리고 국유자산 관리정책 등 세 가지 분야에서 구체
적 제도 설계를 통해 대안을 마련해보고자 하였다. 즉 임금·사회복지 분야에서
한시적 분리운영의 취지에 맞는 제도를 설계하면 여기서 부족한 인센티브는 통
화·금융·재정과 국유자산(토지·주택·기업) 분야에서 보완하는 방식으로 연구
가 배치되었다. 따라서 통화·금융·재정 분야에서는 북한 지역 물가관리가, 국
유자산 관리 분야에서는 소유권 처리 문제가 핵심 이슈로 다루어졌다.
기간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한시적 분리운영으로 북한 지역 경제가 일정 수
준에 도달하면 남북한간 본격적인 경제통합이 추진될 것이다. 하지만 한시적

3) 독일 통일의 경우 동서독간 기대임금의 격차가 60% 수준으로 완화될 때까지 동독 인구의 약 9%가 서독지역
으로 이동하였다. 물론 동서독과 달리 남북한은 전쟁을 경험하였고 상호간 적대의식이 높아 대량 이주가 발생
할 개연성이 낮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이 닥치지 않는 이상 어느 쪽이 진실일지는 판단하기 어렵
다. 이영훈(2009),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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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운영 기간이라고 해서 모든 분야에서 경제통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은 억제되지만 상품과 자본의 경우 기본적으로 자유로
운 이동이 보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 지역의 경제개발과 통일경제의 기
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북한 지역에 대한 남한 지역 자본의 특혜적 진출과 남
북한간 비교우위에 기반한 교역 활성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한시적 분
리운영이 남한 지역과 북한 지역이라는 두 독립관세구역(separate customs
territory) 간 자유무역지대(FTA)와 동시에 추진됨을 의미한다.4) 그리고 이를
통해 북한 지역 경제가 발전하고 남북한간 산업연계가 완성되는 정도에 따라
대외 공동관세(관세동맹) → 노동시장 통합(공동시장) → 통화통합(경제통화동
맹)을 거쳐 단일경제공동체가 형성될 것이다.5)
요컨대 한시적 분리운영방안은 용어가 주는 이미지와 달리 통일 이후 북한
지역의 경제개발과 경제통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되어
야 한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 한시적 분리운영방안은 한국 주도의
통일과 경제통합을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한시적 분리
운영방안은 절충형 통합방식을 전제하는데, 절충형 통합은 정치적 통일 후 점
진적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통합방식이다. 즉 한시적 분리운영방안은 ‘모종의
상황’이 발생하여 북한 지역에서 ‘개혁·개방 지향적이며 한국 주도의 통일을
지지하는 세력’이 새로운 북한 정부를 구성한 후 남북한간 합의를 거쳐 정치적
통일을 이루고, 이후 한국 주도로 경제적 효율성의 논리에 따라 경제통합을 추
진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6) 그간 한시적 분리운영방안에 대해 이루어졌던
비판의 핵심은 이러한 가정의 ‘비현실성’에 있다.7)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다
음과 같은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4)
5)
6)
7)

남북한간 FTA에 대해서는 임수호 외(2016)를 참고하기 바람.
Bella Balassa(1961).
이에 대해서는 김규륜 외(2012)를 참고하기 바람.
또 하나의 핵심 비판은 통일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북한 지역 주민의 대량 남하를 인위적으로 막는 것이 과연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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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본 연구에서는 북한 지역에서 ‘모종의 상황’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지 낮은지는 판단하지 않는다. 또한 그러한 상황이 한국 주도의 통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은지 낮은지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않는다.8) 그리고 ‘모종의 상황’
이 ‘개혁·개방적이고 한국 주도의 통일을 지지하는’ 북한정부 수립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은지 낮은지, 수립된다면 어떠한 경로를 밟게 될 것인지, ‘개혁·개
방적이고 한국 주도의 통일을 지지’한다는 다분히 구조기능주의적이고 순환어
법적 북한정부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판단하거나 논의하지 않는다. 마
지막으로 정치적 통일 이후 경제통합 과정이 정치적 다이내믹스가 아니라 경제
적 효율성의 논리에 따라 진행될 개연성이 높은지 낮은지, 정치적 다이내믹스
를 억제하려면 어떤 수단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판단하거나 논의하지 않는다.
이 모든 점은 단지 전제될 뿐이다.
둘째, 가정의 현실성 여부는 정책연구의 필요성이나 가치를 평가하는 척도
가 될 수 없다. 가정의 비현실성으로 따지자면 기능주의적 통합방식 역시 절충
형 통합방식에 못지않다. 근대 이후 경제적 교류협력이 정치적 통일로 이어진
사례는 발견하기 어렵다. 기능주의적 통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교류협
력이 북한정부를 ‘개혁·개방적이고 통일지향적인’ 것으로 변화시켜야 하는데
이는 ‘모종의 상황’이 ‘개혁·개방적이고 한국 주도의 통일을 지지하는’ 북한 정
부로 이어진다는 가정만큼이나 비현실적이다.
한국정부의 통일방안이 (신)기능주의적 통합이론에 기초하고 있는9) 것은 이
러한 가정이 현실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정책적 판단과 그러한 방향으로 가겠다는 정책적 의지의 산물일 따름이다.
마찬가지로 절충형 통합방안 역시 만일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모종의 상황’

8) 북한의 급변 사태는 한국 주도의 통일이 아니라 강대국들의 북한 지역 분점을 거쳐 재분단으로 이어질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도 많다.
9)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화해협력 단계 → 남북연합 단계를 거쳐 통일국가로 가
는 3단계 통일론에 기초하고 있다. 여기서 통일 과정을 이끄는 핵심동력은 경제적 교류협력이며 정치적 노력
은 이를 이끌고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설정되어 있다. 통합이론 차원에서 보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기능주
의 혹은 신기능주의적 접근법으로 분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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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생한다면 한국 주도의 통일을 추진하고 경제적 효율성 논리에 따라 경제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판단과 또 그렇게 하겠다는 정책적
의지의 산물로 보아야 한다.
셋째, 한시적 분리운영방안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정책적 판단과 의지를 뒷
받침하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크게 보면 한시적 분리운영방안이나 그
전제가 되는 절충형 통합방안은 통일방안 중 ‘플랜 B’의 성격을 갖는다. 즉 정
부는 한편으로는 공식 통일방안에 따라 남북한간 화해협력을 추진하고 이를
통일로 귀결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이 통제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대안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 통
일은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으며, 또 우리가 준비되
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통일 상황이 닥쳐온다고 해서 거부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한시적 분리운영방안은 만에 하나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이유로 통일 상
황이 닥쳐왔을 때를 대비하여 진행하는 연구이다.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통일
상황이 닥쳐왔을 때 정치적 다이내믹스가 경제적 효율성 논리를 압도할 개연성
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독일의 경우에도 통일 이후 급진적 경제통합을 추진한
것은 기민당의 정치적 필요성 때문이었다.10) 따라서 우리는 경제적 효율성의
논리에 따라 경제통합 방안을 마련하여 사회적 합의를 형성함으로써 경제통합
과정에서 분출할 정치적 다이내믹스를 사전에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한시적 분리운영연구 시리즈의 서론에 해당한다. 본 연구는 한시
적 분리운영의 경제적 필요성과 법적 타당성을 규명함으로써 나머지 구체적 제
도설계와 관련된 연구들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에 따
라 본 연구는 사실상 독립적인 2개의 연구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2장에서는
한시적 분리운영의 법적 타당성을 다룬다. 여기서는 한시적 분리운영을 둘러싸

10) 우베 뮐러(2006), 번역: 이봉기, pp. 5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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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제기되는 법률적 이슈들을 검토한 후 그것이 현행 한국의 헌법규범에서 수
용 가능함을 보이는 데 초점을 둔다.
다음으로 제3장과 제4장에서는 한시적 분리운영의 경제적 필요성을 다룬다.
먼저 제3장에서는 통일 후 경제통합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다양한 통합방식
중 한시적 분리운영을 통한 점진적 통합방식(본문에서는 ‘특구형 통합방식’)이
통일한국의 경제적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임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이
어서 제4장에서는 ‘특구형 통합방식’과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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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한시적 분리운영방안의
법제적 타당성
1. 문제제기
2. 남북한 정치경제통합 유형 검토
3. 주요 법적 쟁점 및 관련 헌법 규정
4. SAR 자치권의 범위
5. 남북한 노동시장 분리방안의 합헌성
6. 북한 주민의 주권적 의사확인 방법
7. 종합판단

1. 문제제기
최근 경제적 측면에서 통일 후 남북한 경제의 한시적 분리운영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법제적 관점에서 과연 정치적 통합이 완성되
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지역의 경제를 분리하는 것이 우리의 헌법질서에서
수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 또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법
적 타당성에 대한 논의는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추상적인
수준에서 ‘경제분리는 북한 지역에 대한 명시적 차별을 의미하므로 결국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통일상에 부합할 수 없다’는 직관적 평가를 내리는 경우가 대
부분이었다. 이는 한시적 분리운영을 주장하는 연구가 적지 않음에도 구체적으
로 어떤 분야에서 어떤 방식으로 분리운영하는 것이 최적이고 또 어떤 정치체
제를 통해 이를 수용할 것인지를 제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현실감 있는 법적 분석을 위해 제2장에서는 한시적 분리운영의 목표에 적합한
과도적 정치체제로서 북한 지역을 특별행정구역(SAR: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경제분리의 단계로는 남북한 지역간 노동
시장을 분리하는 방안을 전제한다. 이후 SAR의 독자적 경제정책 수행 권한의 한계
와 노동시장 분리를 위한 구체적 정책에 중점을 두고 법적 타당성을 검토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한시적 분리운영방안은 통일의 경제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특별한 통일시나리오로 통일 상황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전제나
가정을 수반하게 된다.11) 첫째, 통일에 관한 의사결정이 남북한의 평화적인 합
의에 따라 이루어지되 북한의 대표세력이 남한 주도의 통일과정 진행에 적극 협
력한다는 전제이다. 무력충돌 등 군사적·정치적 판단이 통일과정을 압도하는
상황은 경제효과 제고를 목표로 하는 시나리오로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12)
11) 문성민, 민준규(2016. 2), pp. 57~58을 참고ㆍ요약하였음.
12) 경제통합과 관련한 통일시나리오를 구성할 때 ‘무력을 동반한 일방적 강제적 흡수통합 시나리오’는 배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흡수통합을 상정할 경우에는 사실상 ‘합의에 따른 흡수통합(편입방식, 독일 사례)’이
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실적으로는 북한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동시에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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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정치환경 측면에서 남한주도의 한시적 분리운영안에 대해 대내적으로
는 남북한 주민의 정치적 지지가 유지되고 대외적으로도 외국정부나 국제기구
들이 우호적인 입장을 취한다고 가정한다. 대내외 지지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
에서 통일과정이 시작된다면 경제적 고려가 통일정책의 우선순위가 되기는 어
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법제적 측면에서 북한경제의 한시적 분리운영방안이 통일헌법 제정을
통해서가 아닌 현행 헌법질서 내에서 실행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물론 새로운 통
일헌법 제정에 관한 논의는 통일정책의 핵심의제가 될 것이 분명하고 이론적으
로도 북한경제 분리운용의 헌법적 근거를 새로운 통일헌법에 마련하는 것이 최
선일 수 있다. 그러나 한시적 분리운영방안이 급진적 정치통합을 전제로 한 통일
시나리오라는 점을 감안하면 남북한간 법제통합의 방식은 최소한 초기단계에서
는 복잡한 정치적 과정을 거쳐야 하는 통일헌법 제정보다는 남한의 현행 헌법을
북한 지역에 확장 적용하는 방식13)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넷째, 한시적 분리운영방안에 대해서는 행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컨센
서스가 이루어짐에 따라 정책실행을 위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입법지원이 이루
어진다고 가정한다.

2. 남북한 정치경제통합 유형 검토
가. 과도적 정치체제
정치통합의 경제적 함의는 재정통합이고 재정통합은 구성국이나 구성지역
간 채권·채무관계를 남기지 않는 화폐·재화·서비스의 일방적 공여에 대하여

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에서 ‘어떤 형태로든 북측의 대화 상대방을 발견하고
문제를 합의구조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김병기(2010), p. 119.
13)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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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국민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상태를 의미한다. 남북한 정치통합은 중앙정
부가 북한 지역에 대해 대가가 따르지 않는 금융·경제·복지상의 지원이 가능한
상황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한시적 분리운영방안을 수용할
수 있는 과도적 정치체제로서 대표적으로 국가연합(confederation), 연방제
(federation), 단일국가 내 특별행정구역(SAR) 등을 상정할 수 있다.
우선 국가연합은 공동이익을 위해 한시적·잠정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국가결
합 형태라는 점에서 한시적 분리운영방안과 제도적 정합성이 높다. 국가연합
상태에서는 형식적으로 남북 쌍방이 각자의 경제영역에 대한 지배력을 그대로
보유하는 가운데 남북협력을 도모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 분리운영을
위한 별도의 제도를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다. 예컨대 남북한 노
동시장 분리정책도 국가연합 체제하에서는 용이하게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 아
울러 외형적으로는 남북한의 정치질서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에서 현행 헌법
질서 내에서의 수용 가능성이 높다14)는 점도 장점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념과 체제가 다른 분단국가가 국가연합이라는 느슨한
결합체제를 거쳐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룩한 사례가 없다는 점이 문제이다. 또
한 통일과정의 가역성(reversibility)이 높은 정치체제라는 점에서 북한경제가
성공적으로 발전할 경우 분단 상태의 지속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단
점이 있다. 아울러 남북한이 별개의 국가라는 점이 분명해짐으로써 재화시장이
통합될 경우 WTO 체제의 최혜국 대우 규정15) 위반 문제16)가 더욱 강하게 제
14)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15)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GATT)｣ Article I(General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With respect to customs duties and charges of any kind imposed on or in connection with importation or exportation or imposed on the international transfer of payments
for imports or exports, and with respect to the method of levying such duties and charges,
and with respect to all rules and formalities in connection with importation and exportation,
and with respect to all matters referred to in paragraphs 2 and 4 of Article III,* any advantage, favour, privilege or immunity granted by any contracting party to any product originating
in or destined for any other country shall be accorded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to the
like product originating in or destined for the territories of all other contracting parties.
16) 법무부(2009, pp. 375~377)에서는 ‘남북한간 거래는 민족내부거래로서 국가간의 거래로 보지 않는다’거나
‘남한이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GATT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남한 법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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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될 가능성도 있다.
연방제는 남북한이 하나의 주권을 가진 국가로 통합되면서도 북한 지역 정
부의 정책적 독자성을 헌법적 차원에서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
어 인구 면에서 소수인 북한 주민의 정치적 박탈감을 최소화하면서도 연방정부
의 조정 역할을 통해 남북한 지역을 교차하는 노동이동을 제한하거나 지역별로
사회보장제도를 차등 적용하도록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외형적으로 과
거 북한당국의 통일방안과 유사한 측면이 있어 북한 지역에 들어서는 새로운
정부 및 북한 주민의 수용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 재화시장을 통합
하되 북한 지역의 산업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더라도 국가연합 형태에 비
해 WTO의 최혜국 관련 논란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그러나 헌법 제·개정의 현실성 여부, 2정부 연방제의 불안정성, 연방정부 지
배구조 설계의 어려움 등의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먼저 급진적인 정치통합 상
황에서 북한과의 협상을 통하여 신속하게 통일헌법을 제정하거나 현행 헌법을
전면 개정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앞서 한시
적 분리운영방안이 현행 헌법질서에서 실행된다고 전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설령 연방제 도입이 가능하다고 전제하더라도 연방국가가 단 2개의 지역정부
로만 구성됨에 따라 남과 북의 자치정부가 대치할 경우 이를 조정·중화할 수 있
는 완충장치가 없기 때문에 무력대결17) 또는 연방 해체18)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19) 아울러 연방정부(의회 포함)의 정책결
정기구를 인구 비례에 기초하여 구성할 경우 남한 지역이 제도적으로 주도권을

대해서 (ⅰ) 국내법 제·개정을 통한 국제법규 위반은 정당화될 수 없고 (ⅱ) WTO 협정은 국가만이 아니라
독립된 관세영역(제12조 제1항, separate customs territory possessing full authority)도 대상으로 하
고 있고 (ⅲ) UN 헌장상의 민족자결권 개념이 남북한간 특혜의 교환을 합리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고 (ⅳ)
남북한 중 최소한 남한이 WTO 회원국인 한 GATT상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등의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17) 예멘의 통일 사례를 들 수 있다.
18) 세르비아-몬테네그로의 사례를 들 수 있다.
19) 역사적으로도 단 2개의 지역정부만으로 이루어진 연방국가가 장기간 안정적으로 유지된 사례를 찾아보기 어
렵다. 남궁영(2006, p. 108)은 남북연방의 정치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캐나다나 독일과 같이 10여개
의 지방정부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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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할 수 있지만 북한 주민의 반발 및 박탈감을 초래할 수 있고 반면 남북한
지역간에 동등한 수준으로 권한을 배분할 경우 분리운영을 위한 정책 수행에
큰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20)
이러한 문제점들은 근본적으로 연방제 자체가 복수의 별개 국가가 공통의
목적 실현을 위해 보다 구속적이고 통합적인 체제에 편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는 점에서 시장분리보다는 시장통합과 제도적 정합성이 높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21) 실제로 연방국가 중 각 지방(地邦)간 생산물 및 생산요소의 이동을 제
한하는 사례를 찾기는 어렵다. 남북한 지역의 정치적·법적 지위가 동등한 상황
에서 양 지역간 상품·자본·노동력 등의 이동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정치적·제도적·행정적 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대외관계에
서는 단일국가와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북한 지역의 경제위기 발생 시 남
한 지역으로의 전이를 차단하는 것이 극히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도 지
적하지 않을 수 없다.
SAR은 단일 주권국가 내에서 경제의 지역적 분리를 넘어서 경제체제의 분
리·운영까지 수용하고 있는 실례가 현실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가장 큰 장점이
라고 할 수 있다. 국가연합이나 연방제 방식을 통한 경제 분리방안이 주로 관념
적·추상적인 접근방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SAR 방안은 약 20년 가까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중국-홍콩 사례를 여러
각도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 분리의 구체적 실현방법,
관련 제도 도입 전후의 맥락 및 연혁, 대내외 정치·경제 여건 등에 대한 사례 연
구로 현실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데 유리한 제도이다. 다만 분리운영의 법
적 근거 측면에서는 홍콩 SAR의 자치권이 헌법과 특구기본법에 따라 직접적으
로 보장22)된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다루는 북한 지역 SAR과는 결정적인 차
20) 김우진(2011, p. 172)은 절충적 대안으로 예컨대 연방의회 구성의 경우 양원제를 도입하여 하원은 현재 우
리나라 국회가 취하고 있는 인구 비례에 따른 구성 방식을 취하는 한편 상원은 남북한 지역에서 각각 동수의
대표를 선출해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21) 언어, 자연환경, 문화적 동질성이 높은 지역의 경우 생산물 및 생산요소시장(특히 노동시장)의 자유로운 이동
성이 연방체제 결속·유지의 중요한 요인으로 기능한다(기획재정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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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있다.
또한 SAR 방안은 통일에 대하여 ‘남한이 주도하는 단일국가 형태로의 통일’
이라는 일반적 인식과 잘 들어맞는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SAR은 단
일국가 내 지방자치제도의 일부라는 점에서 북한 지역을 대한민국의 영토로 간
주하고 있는 현행 헌법질서와 정합성23)이 높기 때문이다. 아울러 경제 분리운
영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을 남한이 전적으로 주도한다는 기본원칙에도 잘 부합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SAR은 중앙정부와 수직적 관계를 구성한다는 점에
서 수평적 관계를 전제로 하는 국가연합이나 연방제에 비해 제도와 실질 간 정
합성이 높기 때문이다.
반면 SAR 방안은 국가연합이나 연방제에 비해 단일국가에서 지역간 경제수
준 격차를 유지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북한 주민의 기본권 침해 및 ‘내부식민
지’ 논란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남북한의 사례는 거대한 개발도상경제가 소
규모 선진경제의 기득권을 보장하기 위해 특구로 지정한 중국-홍콩의 사례와
크게 다르다. 남한인구의 절반에 이르는 저개발 북한경제를 단일국가 내에서
분리한다는 점에서 수용도에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상존한다. 따라서 북한 지
역 주민의 기본권 침해를 둘러싼 헌법적 논란이 끊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
한 제도적으로 복수의 국가를 전제하는 국가연합이나 중앙정부와 대등한 지방
정부의 존재를 보장하는 연방제와 달리 SAR은 중앙정부의 정책의지에만 기대
어 경제 분리를 실현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북한 주민의 불만이 직접 중앙정부
로 향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22) 중국은 일국양제 구상을 헌법 규범화하는 차원에서 홍콩 반환 전인 1982년에 헌법에 특별행정구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중국헌법｣ 제31조 “국가는 필요한 때에는 특별행정구를 설립하여야 한다. 특별행정구 내에서
시행하는 제도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법률로 제정한다.”). 이후 특별행정구 자체에 대
한 법제화 문제가 추가로 부각되면서 1990년에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을 제정하게 된다(법무부 2009).
23) 중국의 사례에서처럼 북한특구 운영을 위해서는 헌법상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2체제를
추구하는 중국-홍콩과 달리 북한 지역에 즉시 남한의 법질서 및 시장경제체제가 실효성 있게 적용된다는 점
에서 헌법적 대응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이규창(2011, p. 78)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주특별자
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도 헌법
상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운영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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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제분리 유형
복수의 국가 또는 지역 간에 이루어지는 경제통합 유형은 통상 특혜무역협
정(preferential trading bloc)에서 시작하여 통합 수준이 높아질수록 자유무
역지대(free trade area), 관세동맹(customs union), 공동시장(common
market), 경제·통화동맹(economic and monetary union)으로 이행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장에서는 한시적 분리운영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
안으로서 요소시장 분리(상품 통합), 노동시장 분리(상품·자본 통합), 통화·재
정 분리(상품·요소 통합) 등 3단계의 통합 유형에 대해서만 살펴본다.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는 방안은 북한 주민에게 통일에 따르는
후생증대 효과를 실감시키면서도 한시적 분리운영의 원래 취지에 부합한다는
장점이 있다. 북한 지역에서 노동력의 가격경쟁력을 유지하면서 독자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적합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 지역 생산 상품에 대
해서만 관세상 특혜를 주는 특혜무역지대 정책과 결합할 경우 북한 지역의 산
업기반 보호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단점으로 남북한 산업구조가 양 지역의 비교우위 산업을 중심으로 재
편되면서 북한경제의 제조업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
경우 북한 지역에서는 농림어업·광업 편중 현상이 급속히 진행될 가능성이 있
다. 또한 특혜무역지대 방식의 경우 남한 상품의 반입비용이 높아짐에 따라 북
한 주민의 후생 감소로 불만이 생기기 쉽고 WTO 규범 위반 여부에 대한 논란
이 제기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노동시장 분리방안은 남북한간 재화뿐만 아니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
장되고 역외국가에 대해서는 관세동맹과 마찬가지로 공동무역정책을 취하지
만 노동의 이동은 제한하는 유형이다. 북한 지역에서 노동력의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성장동력을 확충한다는 점에서는 한시적 분리운영의 취지
에 부합하지만 통일에 따른 경제적 혜택이 남한에 집중된다면 정치적 부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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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할 수 있다. 북한 지역이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생산요소인 노동력의 남한
이동은 제한하는 반면 남한자본의 북한 진출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남북한 지역간 경제통합에 따른 혜택 분배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부연하면 남한 지역의 자본 진출이 생산설비 및 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대로 이어지면서 북한 지역 주민의 자산형성 기반을 훼손하는 한편 북한 지
역 노동력의 남한 이주 제한은 북한 지역으로 귀속되는 노동소득의 확대를 기
대하기 어렵게 한다고 할 수 있다.
통화·재정 분리 방안은 공동시장(common market) 유형으로 남북한간 재
화·서비스뿐만 아니라 노동, 자본 등 모든 생산요소들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
되지만 재정·통화 등 거시경제 정책은 독자적으로 운용되는 경제통합 방식이
다. 이 방안은 노동시장의 통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급진적 경제통합
에 해당하므로 한시적 분리운영방안이 추구하는 목표와 근본적으로 어긋난다
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된 상황에서 재정·통화 등
거시경제정책 수단을 독립적으로 활용할 여지는 없다고 본다. 효율성보다는 복
지 차원의 거시정책이 실행되었던 통독과정의 전철을 되풀이 할 가능성이 높다
고 할 수 있다.

다. 한시분리운영의 취지에 부합하는 국가결합 형태와 경제분리 유형
과도적 국가 형태 측면에서는 SAR 방식이 북한경제의 독자적 성장동력 확
보라는 한시적 분리운영방안의 근본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정치체제라 본다.
우선 SAR 자체가 특정 지역 분리를 전제로 특정 분야에 한정하여 통합을 추구
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들 수 있다. 경제정책 분야에서는 최고도의 자치권을
보유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중앙정부와 수직적인 관계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남
한이 사실상 통일과정을 주도하는 상황에 적합하다. 아울러 현행 헌법질서와의
정합성 측면에서도 SAR 방식의 장점이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제도의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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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실현 과정에서 역사적으로 벤치마킹할 사례가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도 SAR
방식은 독보적인 우위에 있다.
경제분리 유형의 측면에서는 한시적 분리운영의 목표를 실현하면서도 일반
경제주체가 체감하는 통일의 의미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생산요소
시장의 분리가 적절할 것이다. 현재 남북한 사이에 생산요소간 경쟁력 편차가
극명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양 지역이 비교우위에 있는 생산요소의 활용을 극대
화하는 것보다는 열위에 있는 생산요소를 보호·육성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즉 통일효과(경제적 편익)를 극대화하기보다는 통일비용(사회혼란)을 최소화
한다는 원칙에도 잘 맞는다고 할 것이다. 생산요소 중에서도 특히 노동시장의
분리를 강조하는 것은 경제정책의 근본적 딜레마인 ‘북한 지역 인적자본 이
탈24)을 막기 위한 고임금 → 산업경쟁력 상실’과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저
임금 고수 → 인적자본 열화로 인한 성장동력 잠식’ 간의 선택 문제를 정치적
결단을 통해 피하려는 것이 한시적 분리운영방안의 핵심 논리이기 때문이다.
다만 노동시장 분리가 추구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대가로는 북한 주민들의
차등적 생활수준 지속에 따르는 정치적 위험을 지적할 수 있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북한 지역을 SAR로 지정하는 방식을 통하여 남북
한의 노동시장을 분리하는 방안을 한시적 분리운영 시나리오의 취지에 가장 부
합하는 과도적 정치체제 및 경제분리 유형으로 제시한다.

24) 통일 이후 북한 주민이 남한으로 이주하려는 것은 단순히 남한의 높은 임금 때문이라기보다는 북한 지역에서
는 장래의 지속된 수입이 기대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이주유인의 기저에는 북한경제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
고 있다. 한편 장기적 관점에서는 북한 지역 노동자의 남한 지역 이주는 남한기술의 북한이전을 촉진하는 긍
정적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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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법적 쟁점 및 관련 헌법 규정
가. 주요 쟁점 및 관련 헌법 규범
한시적 분리운영방안의 법적 타당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주요 쟁점으로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 주제를 다룬다. SAR 자치권의 범위(한계), 남북한 노동시
장 분리를 위한 정책방안의 합헌성, 국민의 주권적 의사확인 방법, 통치행위 관
점에서의 접근이 그것이다.
첫째, SAR의 자치권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 입법부 및 사법부와의 관계에
서 자치권의 내용, 범위 및 한계가 법적 타당성의 초점이라 할 수 있다. SAR에
서 행정을 담당하는 북한특별행정구역청(북한특구청)을 설치하고 통화·재정·
산업 등의 분야에서 최고도의 자치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중앙정부와의 관계에
서 경제정책에 대한 권한의 범위 설정이 문제될 것이다. 국회와의 관계에서는
SAR에 설치되는 입법기구의 자치입법권의 한계가 주요 이슈이고 법원과의 관
계에서는 SAR에 독립적인 사법체계 설치가 가능할 것인가가 쟁점이다.
둘째, 남북한 노동시장 분리방안의 경우 북한 주민의 기본권 침해 문제가 핵
심 쟁점으로 제기된다. 현재 노동시장 분리의 구체적인 정책대안으로는 북한
주민의 남한 이주 제한, 북한 주민의 남한 지역 취업에 대한 고용허가제, 북한
근로자의 노동 3권 제한, 남북한 지역 차등적 최저임금제 시행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들 정책들은 자유권적 기본권(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
회적 기본권(노동의 권리, 노동 3권) 및 평등권을 제한하는 조치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실제로 시행될 경우 위헌 논란 발생이 불가피할 것이다.
셋째, 한시적 분리운영방안이 정치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북한 주
민을 포함한 전체 주권자의 지지가 필수적인데 현행 헌법규범에서 국민의 의사
를 확인하는 구체적 방안과 절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넷째, 한시적 분리운영방안의 도입·시행이 사법심사에서 제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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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통치행위로 인정될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남북한
통일에 대한 의사결정은 국가적 이해와 직결된 최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해당하
는 국가행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상의 쟁점별로 관련 헌법 조항을 정리
하면 [표 2-1]과 같다.

표 2-1. 한시적 분리운영방안 관련 헌법 조항(발췌)
쟁점

관련 헌법 조항
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
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 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

SAR의 자치권 로 정한다.
제118조 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
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
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
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
노동 시장 분리

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
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 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
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주 권 의 사 확 인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
방법

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

기타

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66조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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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계속
쟁점

관련 헌법 조항
제76조 ①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
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
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기타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
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자료: 관련 헌법 조항을 발췌하여 저자 작성.

4. SAR 자치권의 범위
기존 문헌에서는 한시적 분리운영을 위한 행정체계에 대해 필요성이나 대강
의 방향만을 언급하는 정도가 보통이다. 예를 들면 북한 지역을 별도 관리하는
과도기적 행정체제의 구축을 고려해야 한다거나25)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총리
급 위원장 임명)를 구성하고 이로 하여금 통일 후 경제 분야에 한하여 10년간
별도 관리하자거나26) 특별행정구역을 3~10년간 유지하면서 간접선거에 의해
특구행정기구의 장을 선출하고 중앙정부가 임명권과 해임권을 보유해야 한다
는 의견27) 등이 그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시적 분리운영에 적합한 SAR의 조직구조나 자치권한을 직
접 제시하기보다는 경제분리의 토대가 되는 정책영역별로 현행 헌법상 SAR에
부여할 수 있는 자치권의 범위와 한계를 검토한다. 간접적으로 SAR의 조직적·
기능적 외연을 설정하는 동시에 통일국회가 SAR 관련 제도를 구축할 때 입법
재량의 한계를 가늠해 보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할 경우 구체
25) 최은석(2012), p. 393.
26) 신창민(2012), p. 36, p. 79 이하.
27) 전홍택 편(2012), p. 1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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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사건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문헌과 중국-홍콩 사례 등을 참고하여
SAR의 행정·입법·사법 영역별로 쟁점을 상정한다.

가. 현행 지방자치제도와 SAR
헌법이 국가 형태로서 단일국가를 전제로 하고 있는 이상 SAR은 지방자치
제도28)의 일환으로 수용될 수밖에 없다. 헌법은 지방자치와 직접 관련된 규범
으로 제117조와 제118조 단 두 조항만을 두고 있고 지방자치의 본질이나 핵심
구성요소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법령의 범위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29)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 방법 및 기타 자치단체의 조직과 운
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30)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광범위한 입법 형성의 자
유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규정 자체가 SAR의 자치권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적 시도의 최
대 한계에 대한 기준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31) 헌법재판소도 지방자치제도를
제도 보장의 하나로 이해하면서 제도적 보장은 기본권 보장의 경우와 달리 입
법자에게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형태의 형성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최소한 보
장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32) 그렇다면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
SAR에 한시적 분리운영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28) 지방자치란 지역중심의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자치기구를 설치하고 그 자치단체의 고유사무를 국가의 간
섭 없이 스스로의 책임 아래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허영(2015), p. 833.
29)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광역자치단체(서울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로 구분된다.
30) 예컨대 ｢지방자치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공직선거법｣, ｢지방재
정법｣, ｢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분권 및 지방행체제개편에 관한 특
별법｣, ｢주민투표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들
수 있다.
31) 김수연(2010), p. 302.
32) 2006. 2. 23, 2005헌마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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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법률 제·개정을 통한 지방자치권의 강화 사례로는 2006년에 시행된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약칭 제주특별법)｣
을 들 수 있다. 「제주특별법」은 지원위원회가 외교·국방·사법 등의 국가존립
사무를 제외한 사무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단계별로 이양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하도록 하면서(제20조),33) 국토관리·중소기업·해양수산·보훈·환경·노동 관
련 사무(일부 제외)는 우선이양 사무로 규정(제24조)34)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SAR은 현존하는 어떤 지방자치 사례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자치권을 보유하게 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음 절부터는 주요 쟁점영역별로 자치권의 범위를 살펴본다.

나. SAR의 행정자치권
SAR은 현행 지방자치제도에 따라 SAR의 장을 중심으로 집행조직을 구성하
고 자치사무, 자치재정 등의 행정자치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아울러 행정목적
달성과 공익상 필요한 경우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운용을 위한 기금을

33) ｢제주특별법｣ 제20조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 ① 지원위원회는 제주자치도의 경우 외교, 국방,
사법 등의 국가존립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제주자치도의 지역 여건, 역량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제주자치도에 이양하기 위한 계획(이하 “이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이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령에 규정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전수조사에
관한 사항. 2.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제주자치도 이양 대상사무의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중앙행정기
관 권한의 제주자치도 이양 대상의 확정과 그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중
앙행정기관 권한의 제주자치도 이양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이양계획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4) ｢제주특별법｣ 제24조 (우선 이양대상사무) 종전의 제주도에 설치되어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은 제주자치도로 이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권한의 이양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토관리: 제274조 제4항,
제394조 제2항, 제412조 제2항·제3항, 제413조 제2항 및 제418조 제2항에 따른 사무. 2. 중소기업(시험·
분석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301조에 따른 사무. 3. 해양수산(해상안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
289조 제1항(｢수산업법｣ 제54조 제1항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290조 제1항, 제294조 제4항, 제
364조 제7항, 제368조 제2항, 제419조 제1항·제2항, 제437조 제1항(｢연안관리법｣ 제24조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제1호, 제25조, 제27조, 제28조 제3항, 제35조, 제36
조 및 제39조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438조 제2항·제3항, 제439조 제3항, 제440조 제1항·제2항
및 제441조에 따른 사무. 4. 보훈(국가유공자 등의 상이등급의 판정 등 보훈심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341조부터 제34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 5. 환경: 제367조 제1항 전단, 제371조 제2항, 제372조
제1항(｢하수도법｣ 제25조 제2항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375조 제1항 단서 및 제394조 제3항에 따
른 사무. 6. 노동(｢근로기준법｣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근로감독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395조부터
제40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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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는 등의 재정고권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에게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및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조세고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기능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및 하
부 행정기관을 설치·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SAR에 관해서는 이처럼 현행 법제상 인정되는 사무·권한을 초과하여 어느
정도까지 독자적인 정책수행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일 것이다. 이하
에서는 한시적 분리운영의 핵심 영역이라 할 수 있는 조세·재정, 통화, 산업부
문에 대한 경제정책 수행 권한을 중심으로 자치권의 한계를 조망한다.

1) 조세·재정의 자치
홍콩의 경우 중앙정부와 독립적으로 조세제도를 형성하고 조세를 징수할 수
있으며 독자적 예산을 편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35) 법률의 위임을 통해 북한
지역의 SAR에도 상당한 수준의 독립적 조세·재정 권한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
로 본다.
헌법(제59조)은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조세법률주
의36)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과세요건법정주의,37) 과세요건명확주의, 소급
과세 금지의 원칙, 엄격해석의 원칙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편 헌법이 조
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조세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법률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위임입법이 허용된다. 헌법재판소도 사회현상의 복잡다기화, 국

35) 홍콩의 경우 중국 중앙정부는 특구에서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특구는 재정의 독립을 유지하고 세금과 재
정수입을 독자적으로 사용하며 중앙정부에 상납하지 않고 독자적 조세제도를 시행한다. 아울러 독자적 세금
의 종류, 세율, 세금 감면 및 기타 세무사항을 결정하고 집행한다(｢홍콩기본법｣ 제106조 홍콩특별행정구는
재정의 독립을 유지한다. 홍콩특별행정구의 재정수입은 모두 자체수요에 충당하고, 중앙인민정부에 상납하지
아니한다. 중앙인민정부는 홍콩특별행정구로부터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08조 홍콩특별행정구는 독립
적인 조세제도를 시행한다. 홍콩특별행정구는 홍콩에서 시행하던 기존의 저세율정책을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세금의 종류, 세율, 세금의 감면 및 기타 세무사항을 법으로 제정하여 시행한다).
36)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근거 없이는 국가가 조세를 부과하거나 징수할 수 없으며 국민은 조세를 납부할 의무
가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37) 조세법률주의 내용 중 과세요건법정주의에 따라 과세요건(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세율 등)
과 조세의 부과·징수 절차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서 규정하여야 하며, 조세를 감면하는 경
우에도 국회 제정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헌재결 1989.7.21, 89헌마38, 1996. 6. 26, 93헌바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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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전문적·기술적 능력의 한계 등을 이유로 행정입법에의 위임을 허용한다
고 결정한 바 있다.38) 다만 이 경우에도 조세의 본질적인 부분은 법률로 규정
해야 할 것이다.39)
한편 자치입법의 경우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점을 고
려하여 위임명령과 달리 포괄적 수권(授權)이 허용된다는 판단을 감안하면
SAR은 국회가 제·개정한 법률에 따라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비해 더
욱 강화된 형태의 독립적 조세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법률우위 또
는 법률유보의 원칙이 여전히 제한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홍콩과
동일한 수준의 독립적 조세권한(종류, 세율, 감면 규정 등)을 부여받기는 어려
울 것으로 보인다.

2) 통화정책의 자치
홍콩의 경우 자체적으로 통화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금융시장을 관리·감독
하며 법정화폐의 발행권을 명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데,40) 북한 지역에 설치

38) 헌재결 1996. 6. 26, 93헌바2.
39) “토초세법상의 기준시가는 국민의 납세의무의 성부 및 범위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항이므
로 이를 하위법규에 백지위임하지 아니하고 그 대강이라도 토초세법 자체에서 직접 규정해 두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토초세법 제11조 제2항이 그 기준시가를 전적으로 대통령령에 맡겨 두고 있는 것은 헌법상의 조
세법률주의 혹은 위임입법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한 헌법 제75조의 취지에 위반되나, 아직까지는 대
부분의 세법규정이 그 기준시가를 토초세법과 같이 단순히 시행령에 위임해 두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이
는 우리의 오래된 입법관례로까지 굳어져 왔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성급하게 위 조문을 무효화할 경우 세정
전반에 관한 일대 혼란이 일어날 것이므로 위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선언결정을 하는 대신 이를 조속히 개정
하도록 촉구하기로만 한다”(헌재결 1994. 7. 29, 92헌바49 등).
40) ｢홍콩기본법｣ 제110조 The monetary and financial systems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hall be prescribed by law. 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hall, on its own, formulate monetary and financial policies, safeguard the free operation of
financial business and financial markets, and regulate and supervise them in accordance with law.
제111조 The Hong Kong dollar, as the legal tender in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hall continue to circulate. The authority to issue Hong Kong currency shall be vested
in 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The issue of Hong Kong
currency must be backed by a 100 percent reserve fund. The system regarding the issue of
Hong Kong currency and the reserve fund system shall be prescribed by law. 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may authorize designated banks
to issue or continue to issue Hong Kong currency under statutory authority, after satisfying
itself that any issue of currency will be soundly based and that the arrangements for such issue are consistent with the object of maintaining the stability of the cur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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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SAR도 유사한 수준의 통화정책 자치권한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헌법은 제9장에서 경제 관련 규율을 두고 있는데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구체
적으로 정하는 바가 없다. 따라서 일반적인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수권이 가
능하다고 본다. 통화정책은 재산권 등 국민의 권리에 무차별적 영향을 미치는
권한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입법을 통해 권한의 내
용, 행사 방법, 한계 등에 관한 규범을 형성해야 한다는 제한만 충족시키면 될
것이다. 따라서 입법자가 통일 이후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특별법 제정 및
「한국은행법」 개정 등41)을 통해 SAR에 별도의 중앙은행을 설립하고 독자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42)

3) 외교·국방 영역
경제정책 영역에서 SAR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과는 대조
적으로 외교, 국방 등 국가의 존립·유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는 SAR에 자치권을 부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는 헌법이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할 권한,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책무 등을 대통령에게 전속적으
로 부여(제66조)하고 있다는 사실이나 ｢지방자치법｣에서 외교, 국방, 사법, 국
세 등 일정한 사무를 국가사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
한 데에도 잘 나타나 있다. 홍콩의 경우에도 외교, 국방 등의 책무는 중앙정부
의 관장사항으로 홍콩 SAR의 자치권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다.43)

다. SAR의 입법상 자치권
SAR의 자치입법권에도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명령 또는 규칙 제정
41) ｢한국은행법｣은 화폐의 발행권은 한국은행만이 가진다고 하는 규정(제47조) 등 우리나라에 하나의 중앙은행
만 있다는 전제하에 마련된 법률이다.
42) 전홍택 편(2012), p. 26 이하.
43) 양림일(2014).2, p. 6, p.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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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법률유보의 경우와 달리 규율의 내용·목적·범위 등에서 자유로운 규범
형성권이 수반된다.44) 아울러 국회나 중앙정부가 SAR에 대하여 일정한 정책
영역에 대해 포괄적인 수권을 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45) 다만 SAR
의 입법권도 헌법과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행사되어야
하며(절차적 한계), 내용상으로도 상위 법률 등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는(내용
상 한계) 한계는 있다. 홍콩의 경우에도 본토의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홍콩기본
법｣의 해석권과 개정권을 보유하고, 홍콩 SAR의 입법기관은 기본법 및 전국성
법률에 상응하도록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아울러 전국인민대표
대회 상무위원회의 통제46)를 받는 등 중앙정부의 개입 및 견제장치가 마련되
어 있다.47)
한편 특구의회는 헌법 제118조 제2항에 따라 선거를 거쳐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될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특구의회의원의 임명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라. SAR의 사법상 자치의 한계
사법자치 측면에서 북한 지역 SAR은 홍콩 SAR과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홍
콩 SAR은 독립적인 사법권과 종심권(終審權)48)을 보유하며 법관은 현지 법조
계 인사들로 구성된 독립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행정장관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
다. 반면 북한 지역 SAR의 경우 현행 헌법상 대법원 외에 최종심급의 법원을

44) 정종섭(2010), pp. 961~962.
45) 헌재결 1995. 4. 20, 1992헌마264 “그런데 조례의 제정권자인 지방의회는 선거를 통해서 그 지역적인 민
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포괄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로 볼 때 조례제정권에 대한 지나친 제약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
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
다고 할 것이다”(부천시 담배자판기 설치 금지 조례사건).
46) 홍콩 SAR 입법기관이 제정한 법률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등록되며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
원회가 기본법에 위배된다는 등의 이유로 홍콩 SAR 법률을 반송하는 경우 이 법률은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47) 양림일(2014), pp. 49~50, p. 56.
48) 단 외교·국방 관련 사항은 본토가 관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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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둘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49) 또한 법관의 경우에도 SAR에서 자체적으
로 선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50) 다만 대법원에 SAR 상고사건 전담 재판
부를 두는 방안 등은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아울러 SAR 내의 사건을 전속 관할
하는 하급법원으로서 특구지방법원 및 특구고등법원을 설치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5. 남북한 노동시장 분리방안의 합헌성
한시적 분리운영을 주장하는 기존 연구에서는 남북한 노동시장을 분리하여
운영하기 위한 직접적 규제조치로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다. 통일
초기 남북한의 노동시장을 분리하기 위한 제도로는 북한 주민의 남한이주 제
한, 북한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제 등이 대표적이며 분리된 북한 지역의 노동
시장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차등적 최저임금 설정, 북한 지
역 근로자의 노동 3권 제한 등이 제시되고 있다.
경제적 유인설계가 아닌 직접규제를 통한 노동시장 분리는 필연적으로 북한
지역 주민의 기본권 제한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침해 대상이 되는 헌법상의 기
본권으로는 평등권 외에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와 같은 자유권적
기본권과 근로의 권리, 근로 3권과 같은 사회적 기본권 등을 상정할 수 있다.
한편 구체적 조치들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은 기본권 제한의 일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이 중심이 된다.

49) 헌법 제101조 ②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한편 이효원(2015), “통일과정에서의
특별사법제도 운영 가능성,” 「저스티스」에 따르면 통일정책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북한 지역을 특별행정구역
으로 설정하여 특별 관리를 하는 경우에도 이는 행정권의 예외를 의미하며, 입법권과 사법권은 이러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외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50) 헌법 제102조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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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북한 주민의 남한이주 제한 방안
통일 이후 북한 주민은 당연히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공권력의 간섭 없이 일
시적으로 머물 체류지 또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거주지를 자유롭게 정하고 동
체류지와 거주지를 변경할 목적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거주·이전의 자
유를 가지게 된다. 즉 국내에서는 남한 지역에 체류지 또는 거주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51) 해외로의 이주나 여행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한편 북한 주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도 무제한의 것은 아니며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서 제한이 가능하다. 다
만 이 경우에도 과잉금지의 원칙상 북한 주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되며 헌법상 다른 보호법익과 충돌하는 경우 합리적 이익형량
등을 통해 모든 법익이 보호될 수 있는 조화로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에서 북한 주민의 남한이주를 직접 제한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제
시되고 있는 방안으로는 전체 북한 주민의 남한 이주를 일시적으로 제한52)하
거나 취업증명(고용허가)이 있는 경우에만 남한이주를 허용53)하는 조치가 대
표적이다. 이러한 방안들은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

1) 북한 주민의 남한이주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방안
법률로써 북한 주민의 남한이주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주제한 기간을 과도하게 설정하는 경우에는 과잉금지의 원
칙54)에 위배되어 위헌으로 판단될 수 있다.
51) 현재 남북한이 분단된 상황에서는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북한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북한 지역으로의 거주·이
전의 자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52) 최은석(2011, p. 34)은 북한 주민의 남한이주를 제한하는 ‘남북한 주민의 남북한 지역간 거주·이전에 관한
특례법(가칭)’을 한시법으로 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김진아(2012), p. 75.
53) 전홍택 편(2012, p. 13 이하)은 취업증명이 있는 경우에만 이주를 허용하고 증명서 발급 규모를 단계적으
로 확대(초기 3년 20만 명, 4∼6년 30만 명, 7∼10년 50만 명)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김석진, 이석
기, 양문수(2011, p. 61)에서는 북한 지역의 생활수준을 일정하게 보장하는 가운데 한시적으로 남한 지역
취업에 자격조건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54) 과잉금지의 원칙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작용의 한계로서 입법활동 등을 함에 있어 지켜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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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주제한 조치의 목적인 남북한 경제의 혼란 방지 및 통일비용 최소화
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범주에 부합하기 때문에 목
적의 정당성 요건은 쉽게 충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피해의 최소성 요건
과 관련하여 기본권 우호적인 다른 방법으로 인구이동을 막는 방법이 있음에
도55) 정책적 노력이 선행되지 않고 직접 이주를 제한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
우 위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겠다.56) 아울러 이주제한 기간을
과도하게 장기간으로 설정하는 경우에도 과잉입법으로 위헌으로 판단될 수 있
을 것이다.
다만 제한기간을 어느 정도로 설정해야 하는지는 논리 또는 당위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북한 주민을 포함한 전체 국민의 합의를 거쳐 결정될 필요
가 있다.57) 한편 남한이주 제한의 목적을 고려할 때 제한기간 중이라도 휴양
또는 치료 목적의 거주·방문 또는 관광·여행 목적의 체류58)는 제한할 수 없다
고 판단된다. 이러한 목적의 방문 등을 제한하는 경우59) 침해의 최소성, 법익
의 균형성 측면에서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날 가능성이 높다.

2) 취업증명 또는 고용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남한이주를 허용하는 방안
취업증명 또는 고용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북한 주민의 남한이주를 허용하는
방안도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으로 위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60)

55)
56)

57)
58)
59)

60)

기본원칙을 의미하며,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그 내용으로 한다(헌
재 1992. 12. 24, 92헌가8).
헌법재판소는 수도권의 인구 및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간접적인 방법으로 중과세제도를 채택한 것은
합헌으로 결정한 바 있다(헌재결 2000. 12. 14, 98헌바104, 2014. 7. 24, 2012헌바408).
헌법재판소는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고도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의무
를 부과하고 그 의무를 강제하기 위하여 그 불이행에 제재를 가한다면 이는 과잉금지의 원칙의 한 요소인 최
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헌재결 2006. 6. 26, 2002헌바80 등).
최준욱(2014), pp. 13~14.
허영(2015), p. 480.
전홍택 편(2012, p.13 이하)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 1단계에서 1개월 내의 여행 및 방문 허용, 2단계에서는
학업이주와 친지 동거를 위한 이주를 허용하되 친지의 서약서를 요구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
러나 이러한 방안은 목적의 정당성 등 측면에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고용허가와 관련된 직업의 자유 제한 문제는 ‘나. 북한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제 도입의 위헌성’ 참고하기를 바란다.

42 • 통일 후 남북한경제 한시분리운영방안: 경제적 필요성과 법적 타당성

헌법재판소는 침해된 법익이 개인 연관성을 가질수록 더욱 보호되어야 하며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61) 거주·이전의 자
유는 개인의 자유권적 기본권에 속하는 것으로 국민에게 자유로운 생활형성권
을 보장하고 경제적 개성신장의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정신·문화·건강·정치·
사회활동을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기본권의 실효성을 증대시키
는 기능이 있다.62) 따라서 단순히 취업증명 등을 보유한 경우에만 남한이주를
허용하는 것은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 과잉금
지의 원칙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63)
다만 기간을 한정64)하는 등 기본권 친화적인 노력과 전 국민적 합의가 뒷받
침된다면 합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 방안이 시행되더라도 휴
양 또는 치료 목적의 거주·방문, 관광 또는 여행 목적의 체류는 제한 없이 허용
돼야 할 것이다.

나. 북한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제
고용허가제는 통일 후 북한 주민에게 거주·이전의 자유를 인정하지만 남한
지역에서 취업할 경우에는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다.65) 앞서 설명
한 ‘고용허가 취득을 전제로 남한이주를 허용하는 방안’과는 달리 직업이 없이
남한 지역에서 거주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예컨대 북한 지
역 주민인 부모 또는 자녀의 경제적 지원하에 청소년 또는 노인은 교육·문화·
의료 환경이 우수한 남한 지역에서 자유로이 거주할 수 있을 것이다.

61) 헌재결 2002. 10. 31, 99헌바76, 2005. 2. 24, 2001헌바71 등.
62) 허영(2015), p. 479.
63) 취업증명 또는 고용허가 결정 권한을 보유한 정부가 이 제도를 자의적으로 운영하여 정치적 목적 등에 악용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위헌 여부 판단의 주요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
64) 전홍택 편 (2012, p. 13 이하)에서는 취업증명이 있는 경우에만 이주를 허용하고 증명서 발급 규모를 단계
적으로 확대(1단계 3년 20만 명, 2단계 4∼6년 30만 명, 3단계 7∼10년 50만 명)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제한기간, 허용 규모 등에서 위헌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65) 전홍택 편(2012), p. 9 이하; 김석진, 이석기, 양문수(2011), pp. 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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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는 헌법상 ‘직업의 자유’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다. 헌법은 제15
조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이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직업생활과 관련되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기본권으로서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된다.66) 즉 북한 주민은 원
하는 직업 또는 직종을 자유롭게 선택하고(직업선택의 자유), 직업·직종 종사
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직업교육장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직
업교육장 선택의 자유), 자신이 선택한 직업을 영위하면서 사회적·경제적 생활
관계를 형성해나가거나(직업행사의 자유), 선택한 직업을 수행하기 위한 직장
을 자유롭게 선택(직장선택의 자유)할 권리가 있다.
한편 직업의 자유 또한 무제한한 것이 아니라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
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직업의 자유는 주관적 공권인 동시에 사회적 시장경제질
서의 불가결한 요소로서, 헌법질서를 구성하는 객관적 가치질서로서 객관적 사
유에 의한 제한은 중대한 공익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
한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할 수 있다.
직업의 자유와 관련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을 구체화한 것이 독일의 ‘약국판
결(Apotheken-Urteil)’67)을 통해 확립된 단계이론인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66) 허영(2015), p. 485; 헌재결 1993. 5. 13, 92헌마 80.
67) 독일에서는 약물과다사용 및 불량의약품 공급을 방지하고 약국분포의 적정성을 위해 약국간 거리제한을 약국
개설허가 요건으로 하고 있었는데(약국제도에 관한 바이에른 법률), 이것이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인지가
문제되었다. 약국간 거리제한의 취지는 약국수 증가 및 이에 따른 경쟁 격화로 약국의 경영이 어려워질 경우
불량의약품을 공급하거나 의약품 남용을 조장할 수 있으며 결국 국민의 건강을 침해한다는 것이었는데 이에
대해 독일 헌법재판소는 약국점포의 증가에 따라 국민의 건강이 위험하게 되는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
면서 약국 증가로 법적의무를 충족시킬 수 없을 정도로 경영력이 저하된다거나 주민의 건강을 해치는 의약품
공급이 야기된다는 것은 증명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결국 위헌 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직업행사 규
율권이 순수한 직업행사일수록 그것은 더욱 더 자유롭고 규율권이 직업선택에도 관계되면 될수록 그것은 더
좁게 제한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단계이론을 밝혔다. 기본권은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고, 규율
권 유보에 충분한 공동체이익의 보호를 확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두 가지 요청을 정당하게 평가할 필요성에서
입법자의 침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른 세분화의 요청을 도출하였다. 첫째, 직업행사의 자유는 공공
복리의 합리적 고려가 그것을 합목적적인 것으로 보이게 할 수 있는 한 제한될 수 있다. 둘째, 직업선택의 자
유는 특별히 중요한 공동체이익의 보호가 그것을 불가피하게 요청하는 한에서만 제한될 수 있다. 그러한 침
해가 불가피한 경우 입법자는 기본권을 가장 적게 제한하는 형식의 침해를 선택하여야 한다. 셋째, 직업의 개
시를 위한 일정한 전제조건의 설정을 통하여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는 경우 객관적 전제조건과 주관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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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당구장결정’68)에서 단계이론을 수용하고 있다. 단계이론은 우선 직업
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에 대해 제한 정도에 따라 1단계로 직업행사의 자유
제한, 2단계로 주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결정의 자유 제한, 3단계로 객관적 사
유에 의한 직업결정의 자유 제한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
해 불가피하게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우선 침해가 가장 적은 1단계의
방법으로 제한하고, 그에 따라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점진적으로 2단계,
3단계의 방법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이론이다.69)
한편 헌법재판소는 자유의 제한 정도가 클수록 입법권자의 입법 형성의 자
유가 축소되어 위헌 여부 판단 시 엄격한 심사를 요하며, 특히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의 자유 제한은 중대한 공익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한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70)
북한 주민에 대한 고용허가제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용

제조건이 구별되어야 한다. 주관적 조건에는 그러한 전제조건이 직업활동의 규칙적인 수행이라는 도달하려는
목적과의 비례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의미의 비례의 원칙이 적용된다. 객관적 허가조건의 필요성의 증명
에 대하여는 특히 엄격한 요청들이 제기된다. 일반적으로 공동체의 이익에 대한 증명할 수 있거나 고도의 개
연성이 있는 중대한 위험만이 이러한 조치를 정당화할 수 있다. 넷째, 기본법 제12조 제1항 제2문에 따른
규율은 항상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가장 적은 침해를 초래하는 “단계(Stufe)”로 행해져야 한다. 선행하는
“단계”의 수단으로는 우려되는 위험이 효과적으로 극복될 수 없다는 것이 높은 개연성을 가지고 명확히 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입법자는 최후의 “단계”를 밟을 수 있다.
68)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당구장 경영자인 청구
인에게 당구장 출입문에 18세 미만자에 대한 출입금지 표시를 하게 하는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은 법령이 직
접적으로 청구인에게 그러한 표시를 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표시에
의하여 18세 미만자에 대한 당구장 출입을 저지하는 사실상의 규제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므로 이는 결국 그
게시의무규정으로 인하여 당구장 이용고객의 일정범위를 당구장 영업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을 포함한 모든 당구장 경영자의 직업종사(직업수행)의 자유가 제한되어 헌법상 보장되
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결정하면서, “직업선택의 자유에는 직업결정의 자유, 직업종사(직업수
행)의 자유, 전직의 자유 등이 포함되지만 직업결정의 자유나 전직의 자유에 비하여 직업종사(직업수행)의 자
유에 대하여서는 상대적으로 더욱 넓은 법률상의 규제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다른 기본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이 가하여질 수 있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 제한의 방법은 법률로써만 가능하고 제한의 정도도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는 것 또한
의문의 여지가 없이 자명한 것이다(「헌법」 제37조 제2항)”라고 하여 단계이론을 수용하였다(헌재결 1993.
5. 13, 92헌마80).
69) 직업결정의 자유나 전직의 자유에 비하여 직업종사(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넓은 법률상의
규제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헌재결 1993. 5. 13, 92헌마80).
70) 당사자의 능력이나 자격과는 관계없는 객관적 사유에 의한 제한은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제약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은 월등하게 중요한 공익을 위하여 명백하고 확실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이 요구하는바 과잉금지의 원칙, 즉 엄격한 비례의 원칙이 그 심사 척도가 된다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헌재결 2002. 4. 25, 2001헌마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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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제에 의한 직업의 자유 제한이 단계이론상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용허가제는 개인의 능력이나 자격에 관계없이 통일 당시 북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객관적 사
유에 의한 직업의 자유 제한에 해당될 것으로 본다. 기본권 주체인 북한 주민의
노력으로 극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71)
따라서 고용허가제의 법적 타당성 판단에는 남북한 통일에 따른 경제적 비
용을 최소화하고 통일의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정책 목적이 중대한 공익에 해당
하는지 및 남북한의 노동시장을 분리하지 않을 경우 국민경제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존재하는지 등에 대한 결정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본다.

다. 북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최저임금 설정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한도를 정하고 사용자는 그 수준 이하로는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헌법 제32조 제1항
에서는 모든 국민의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
저임금제를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72) 이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
력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된 ｢최저임금법｣73)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하도
록 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사업의 종류별 구분도 가능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시적 분리기간 중 남북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차별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71) 일반적으로 허가제는 주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의 자유 제한에 해당하지만, 기본권 주체의 노력으로 극복한
수 없는 조건을 허가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객관적 사유에 의한 제한에 해당한다. 예컨대 일정한 업종에 대
한 적정분포, 기존업체보호, 동일업종 제한의 관점에서 실행하는 허가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허영 2015, p.
496; 홍성방 2005, p. 447).
72) 이 외에 국가는 근로자 고용증진과 적정임금 보장에 노력하는 한편(제32조 제1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도록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제32조 제2항).
73) 「최저임금법」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
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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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주장은 ｢최저임금법｣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남북한 근로자
의 근무지역의 차이를 이유로 최저임금 수준을 달리하자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경우 헌법상 근로의 권리 또는 평등권 침해에 따른 위헌 여부가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1) 근로의 권리 관점
근로의 권리는 자신의 일할 능력을 임의로 상품화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
며,74) 헌법은 이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제를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근로의 권리 또는 최저임금보장 요구권은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자유
권적 기본권과 대비되는 특징이 있다. 사회적 기본권은 입법자의 입법 등 국가
의 개입과 간섭을 통해 비로소 구체적 권리로 형성되고 그 실현 정도는 국가의
경제적·재정적 능력에 따라 결정되며 이 경우 최소한 보장의 원칙이 적용된다.
반면 자유권적 기본권은 관련 입법이 권리를 제한하는 성격을 띠고 과잉제한금
지의 원칙, 최소한 제한의 원칙 등의 적용을 받는다. 한편 진정한 의미의 자유
는 생존 위협에서 해방될 때 가능하므로 사회적 기본권에는 자유권의 실효성을
뒷받침하는 기능도 있다.
통일 후 법률로써 남북한 지역의 근로자간 생산성에 기반한 차별적 최저임금
제를 시행하는 자체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 위헌적 조치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본
다. 헌법이 최저임금제의 구체적 내용을 법률에 유보하고 있는 사실, 사회적 기
본권으로서의 특성75) 및 통일 이후 남북한 경제 여건의 극심한 격차 등이 타당성
판단의 주요 기준이 될 것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이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도 차별적 최저임금제에 대해서는 정책
적 고려를 우선할 여지가 상당하다는 점을 반영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74) 허영(2015), p. 528.
75) 헌법재판소는 “근로의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국가에 대하여 직접 일자리를 청구하거나 일자리에 갈음
하는 생계비의 지급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그치며”라고 하여 근로의 권리의 의미를 밝힌 바 있다(헌재결 2011. 7. 28, 2009헌바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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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북한 지역 근로자의 최저임금 수준을 과도하게 낮게 설정하여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객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도의 생활에 필요한 지출조차 충족
시킬 수 없을 정도인 경우76)에는 위헌으로 판단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최
저임금 수준의 결정 과정에 북한 지역의 이해관계 대표자를 참여토록 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 확보 여부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2) 평등권 관점
헌법은 제11조 제1항에서 기본권 실현의 방법적 기초로서 평등권을 보장하
고 있다. 북한 주민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경우 평등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
다. 다만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은 절대적 평등권이 아니라 배분적 정의에 입
각한 상대적 평등77)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경제정책 영역에서도 같은 것은 같
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남북한의 경제수준 격차
에 비추어 남북한 근로자간 차별적 최저임금 설정이 오히려 실질적 평등을 보
장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차별적 최저임금 설정 자체만
으로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차별 정도가 과도할 경우에는 평등원칙에 위배하게 될 것이다.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헌법재판소는 완화된 심사기준으로서 ‘자의금지의
원칙’과 엄격한 심사기준으로서 ‘비례의 원칙’을 구별하여 제시한다. 자의금지
의 원칙은 입법권자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부여하여 어떠한 명백한 합리
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만 평등권 침해로 판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반면 비
례의 원칙은 차별의 목적이 정당하고 차별취급이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
하여야 하며 차별취급 없이는 입법목적 달성을 할 수 없고, 차별취급을 통해 달
성하려는 입법목적과 차별취급 간에 균형관계를 이루어야 한다는 엄격한 기준

76)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근로조건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한다 할 것이다”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헌재결 2011. 7. 28, 2009헌바408).
77) 헌재결 1999. 7. 22, 98헌바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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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내용으로 한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제대군인 가산점 사건78)에서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안이 되기 위해서는 헌법이 스스로 차별금지의 기준을 제시
하거나 금지하는 영역을 제시하는 경우 또는 차별적 취급으로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최저임금제도의 경우 원칙적으로 자의금지의 원칙에 따라 평등권 침해 여부
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이 스스로 차별금지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최저임금의 차등 설정 자체로 근로의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
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남북한 지역의 최저임금 수준이 남북
한의 경제 여건, 물가수준, 노동생산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
고 또 필요한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다양하게 정해진다면 차별의 합리적 근거
를 갖춘 경우로 인정되어 합헌으로 판단될 것이다. 아울러 최저임금 결정 과정
에 북한 지역 주민의 이해관계가 반영되도록 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 및 사회적
합의를 획득하는 것도 법적 타당성 제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본다.

라. 북한 지역 근로자의 노동 3권 제한
선행 연구에 등장하는 북한 지역 내 노동 3권 제한 방안으로는 일정 기간 동
안 북한 지역에서 노동조합 결성을 불허해야 한다거나,79) 남북한 노동조합이
연계하여 북한의 임금 인상을 부추기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80) 등을 들 수 있다. 전자의 경우 노동조합 결성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노동 3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견해로, 후자는 단결권은 인정하되 단체
78) “평등 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 완화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는 입법자
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나,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와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된다면 입법형성권은 축소되어 보다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가산점제도는 「헌법」 제32조 제4항이 특별히 남녀평등을 요구하
고 있는 “근로” 내지 “고용”의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을 달리 취급하는 제도이고, 또한 「헌법」 제25조에 의하
여 보장된 공무담임권이라는 기본권의 행사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
용된다(헌재결 1999. 12. 23, 98헌마363).”
79) 신창민(2012), p. 38은 통일 후 경제 분야에 한해 10년간 북한 지역을 별도 관리하되 분리 기간 동안 북한
지역에 노동조합 결성을 불허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80) 전홍택 편(2012),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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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권 또는 단체행동권은 제한하자는 견해로 이해된다.
통일 후 북한 지역 근로자는 헌법 제33조에 따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단
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81)을 향유하게 된다. 노동 3권도
헌법에 따라 직접 제한을 받거나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등
을 위해 법률로도 제한될 수 있다. 헌법에 따라 직접 제한되는 경우로는 북한
지역 공무원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노동 3권을 부여하는 경우나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북한근로자에 대해 법률에 따라 단
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 법률로써 북
한 근로자의 노동 3권을 제한할 수도 있는데 이때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거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은 다른 기본권의 경우와 같다.
한편 북한 지역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노동 3권이 수행하는 사회적 기능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
다. 북한 근로자의 일할 권리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고 이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며 노사관계의 실질적 평등을 보장함으로써 사회평화 및 사회정의 실현
에 이바지하는 역할 등이 그것이다.82)

1) 일정 기간 북한 지역 내 노동조합 결성을 불허하는 방안83)
북한 지역 근로자가 근로조건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 자체를 결
성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위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노동조합 결성
불허는 사실상 노동 3권의 전면적 제한과 같다는 점에서 기본권의 본질적 침해
에 해당할 수 있다. 아울러 기본권 제한에 따른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
성을 요구하는 과잉금지의 원칙 측면에서도 위헌 가능성이 높다. 다만 노동 3
81)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유지·향상을 위해 자주적 단체를 조직(단결권)하고, 단체의 이름으로 사용자와 교섭(단체교
섭권)을 하며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집단적 시위행동(단체행동권)을 할 수 있는 권리이다. 노동 3권을 구체화한
법률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교원의 노
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을 들 수 있다.
82) 허영(2015), p. 536.
83) 신창민(2012), p.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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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 전면적 제한에 따른 법익 침해와 이에 따라 기대되는 통일비용 절감이라
는 공익 간의 형량 측면에서는 판단이 엇갈릴 수 있을 것이다. 상반되는 법익을
조화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 3권을 허용하면서도 강제 쟁의조정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계엄법｣(제9조)이 전시·사변 및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으로 계
엄이 선포되는 경우에도 계엄사령관에게 단체행동권에 대해서만 특별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84) 한시적
분리운영 결정이 남북한 합의에 따라 평화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당초의 전제를
감안하면 경제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엄 상황에 비해 더욱 강하게
노동 3권을 제한하는 것은 법체계상 균형을 잃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2) 북한 지역의 임금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노동 3권을 제한하는 방안85)
노동 3권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인정되는 기본권이고 근로조건의 핵심
은 임금이다. 임금 인상을 막기 위해 노동 3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
칙 위반으로 위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국가안전보
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 등의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노동 3권 제한은 우
선 목적의 정당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또한 과도한 임금 인상 억제는 한시적
임금 인상 상한율 도입 등 노동 3권 제한에 비해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낮은 다
른 대안으로도 달성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노동 3권 제한에 따른 기본권 침해
의 정도와 이를 통해 얻게 되는 기업의 경제적 이익간 법익 형량 측면에서도 균
형이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84) 헌법 제77조 제3항은 비상계업 선포 시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해 특별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 시 거주·이전의 자유, 단체행동, 재산권에 대해서도 특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제9조)하고 있어 이에 대한 위헌 논란이 있다. i) 헌법 규정은 예시적 규정으로 비
상계엄하에서는 계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견해와 ii) 헌법 조항은 제한적 규정으로 비록 긴급조치이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중대한 예외가 되는 것이므로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85) 전홍택 편(2012),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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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 지역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방안
통일 이후 북한 지역 근로자의 노동 3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단체행동권만 제한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헌법은 공무원 및 주요
방위산업체 근로자의 경우에만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경비업법｣에서는 교
원 및 특수경비원 등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항·항만 등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
를 금지하는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이 헌법(제33조 제1항)에 위배되는지 문
제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는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단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합헌으로 결정한 바 있다.86) 따라서 법률로 북한의 일반 근로자
의 노동 3권 중 단체행동권만 제한한다면 합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상대적으
로 높을 것이다. 앞서 살펴본 두 가지 방안과 달리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적고
현행 법제상으로도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 지역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단체행동권을 제한하
는 경우 과잉금지의 원칙, 특히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고 본다. 아울러 피해의 최소성 측면에서 단체행동권을 허용하되 사용자와 근
로자 간 타협이 이루어지 않는 경우 정부의 강제쟁의조정 등을 도입하는 방식
등 기본권의 침해 정도를 완화할 수 있는 대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위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북한 지역 사기업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을 일률적으로 금지한다면 사실상 단결권·단체교섭권도 무력화되면서 노동 3
권 전체가 형해화될 수 있다는 견해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86) 헌재결 2009. 10. 29, 2007헌마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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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북한 주민의 주권적 의사확인 방법
통일 후 남북한 경제를 한시적으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정책에 대해 북한 주
민을 포함한 전체 국민의 주권적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동 통
일방안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는 동시에 기본권 침해 등에 따
른 법적분쟁 가능성도 일정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 의사확인은 대의기관(의회)을 통하는 방법과 국민이 직접 결정하는
방식(국민투표)을 생각87)할 수 있는데 국민투표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북
한 지역 주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발생할 수 있고 통일 국회 구성에 상당
한 시간이 소요되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사항이기 때문이다. 다만 현행 헌법(제72조)은 대통
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임의적 제도로
규정88)하고 있어 국민투표 회부에는 우선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할 것이다.89)

7. 종합판단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사명으로 한다.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
단에 따라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되는 경
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된다.90) 그러나 남북한의 통일은 가

87) 우리 헌법은 국민 수가 많고 그 이해관계가 복잡·다양하여 국민의 직접적 통치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의제도를 통한 간접민주주의를 채택하되, 예외적으로 국민투표제도를 통한 직접민주주의를 함
께 채택하고 있다(헌재결 2005. 11. 24, 2005헌마579).
88) 국민투표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주요정책에 대한 임의적 국민투표제(제72조)와 헌법개정
안에 대한 필수적 국민투표제도(제130조 제2항)로 구분된다.
89) “「헌법」 제72조는 국민투표에 부쳐질 중요정책인지 여부를 대통령이 재량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명문으로 규
정하고 있고...(중략)...「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권은 대통령이 어떠한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의한 경우에 비
로소 행사가 가능한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헌재결 2005. 11. 24, 2005헌마579).”
90) 헌재결 1996. 2. 29, 93헌마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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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치적·역사적·민족적·윤리적·문화적·사회적·경제적·
헌법적 과제가 수반되는 미증유의 일대 사건이다. 따라서 통일정책은 최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따라 수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한시적 분리운영방안은 통일의 성패를 결정하는 핵심과제로서 통일의 경제
효과에 주목하면서 통일 과정을 주도적으로 형성하겠다는 정책의지가 반영된
통일시나리오이다. 국민 전체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교차하는 상황에서 현재
로서는 성과를 판단하기 어려운 미래지향적 판단이 한시적 분리운영방안의 핵
심을 구성하고 있다. 아울러 한시적 분리운영방안 실행의 전제인 남북한 국민
전체와 외국정부·국제기구의 정치적 지지 확보, 입법·행정기관 내 컨센서스 형
성 및 적극적 지원 등의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합법성 판단이 합목적성에 대한
판단을 압도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91)
특이점에 해당하는 상황에서는 국민의 대의기관이 사법기관에 비해 국가이
익을 형량하기에 한층 적합한 주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시적 분리운
영방안과 관련한 헌법쟁송에서는 법리적 설득력과 정치적 타당성 간 균형 유지
의 중요성이 뚜렷하게 부각될 것이다. 어느 때보다 ‘사법적 형태의 정치적 결
단’92)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91) “헌법해석이 가지는 정치형성적인 효과라든지 헌법규범에 내포된 구조적인 특성이라든지 또는 헌법을 해석할
때 참작해야 하는 정치적 관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역시 헌법재판은 순수한 ‘사법작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정치적인 사법작용’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법적인 관점에서나 정치적인 관점에서나
수긍될 수 있는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은 정치적인 관점뿐 아니라 법적인 관점을 함께 존중함
으로써 정치적인 사고의 영역에서 흔히 강조되는 철학의 법리적 한계를 명시하고 정치라는 위성이 이탈하지
못하도록 그 궤도를 그려주는 제4의 국가작용이라고 생각한다.”
92) 허영(2005), pp. 1048~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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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적정 통일비용 및 순편익 추정

1. 문제제기
2. 통일비용과 편익에 대한 조작적 정의
3. 분석틀
4. 적정 통일비용 추정

1. 문제제기
제3장과 제4장에서는 한시적 분리운영방안의 경제적 필요성을 논의한다.
먼저 제3장에서는 통일 후 경제통합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경제통합방식 중
한시적 분리운영을 통한 점진적 경제통합방식(이하 ‘특구형 통합방식’)이 통일
의 순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임을 보인다. 이를 위해 통일의 순편익을 극
대화할 수 있는 적정 통일비용 및 경제통합방식을 추정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경제통합방식은 통일비용에서 항목별 비용이 차지하는 구성비로 정의된다. 따
라서 1) 얼마만큼의 통일비용(‘적정 통일비용’)을 2) 어떤 항목에 어떤 비중으
로(‘적정 경제통합방식’) 지출하는 것이 순편익(편익-비용) 극대화 측면에서 가
장 바람직한가를 찾아내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통일비용의 증감과 각 비용 수
준에서 항목별 비용, 특히 인프라 구축비용과 사회보장성 비용의 구성비 변화
가 순편익에 미치는 영향을 시뮬레이션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외를 통틀어 적정(optimal) 통일비용을 추정한 최초의 시도
라는 데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는 통일비용을 통일에 소요되는
총비용(total cost)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였다. 그러나 최근 한국의 학계에서
는 총비용이 아니라 순비용(net cost) 차원에서 통일비용에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당연하게도 통일은 비용만이 아니라 편익도
동반하기 때문에 한국이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통일비용은 총비용에서 편익을
차감한 순비용이라는 것이다. 또한 통일비용을 순비용으로 정의하게 되면 통일
비용 추정액 자체가 크게 감소하게 되고 이에 따라 과도한 통일비용에 근거한
국민들의 통일 기피증 역시 완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93)
본 연구는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거기서 한발 더 나아가 순
비용이 아니라 순편익(net benefit) 차원에서 통일비용에 접근하고자 한다. 순

93) 조동호(2010), p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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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과 순편익은 경제학적으로는 동일한 개념이지만 순비용적 접근과 순편익
적 접근은 통일비용의 성격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른 가정에 기반하고 있다. 총
비용적 접근과 마찬가지로 순비용적 접근은 통일비용을 통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 혹은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간주하는 사고방식에 기반하고 있다. 물론 총비용적 접근과 달리 순
비용적 접근에서는 통일비용이 편익 창출에 기여한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편익
은 통일비용 지출의 목적이 아니라 부차적 결과로 간주된다. 반면 순편익적 접
근에서 편익은 통일비용 지출의 직접적 목적으로 간주된다. 다시 말해 통일비
용은 편익을 창출하기 위한 투자로 간주되는 것이다.
물론 통일은 일반적 투자행위와 달리 편익의 유무나 크기에 따라 취사선택
이 가능한 문제가 아니다. 통일은 우리 국민의 절대다수가 지지하고 있고,94)
헌법에도 분명하게 명시된 민족적·국가적 과제이다. 따라서 합의통일 방식이
든 흡수통일 방식이든 통일 상황이 도래했을 때 비용이 편익을 초과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해서 통일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일 것이
다.95) 본 연구가 순편익적 접근을 취하고 있는 것은 통일을 편익 창출이라는
편협한 시각에서 바라보기 때문이 아니라 통일 상황이 도래했을 때 어느 정도
의 비용을 어디에 얼마나 지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합
리적 기준점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통일비용을 어디에 얼마나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질문은 통일
상황이 도래했을 때 한국 정부가 직면하게 될 중요한 정책적 질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기존의 모든 연구는 여기에 답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제
시하지 않았다. 예컨대 통일비용 추정에서 대부분의 연구들이 채택하고 있는

94) 2010년 3월 대통령 자문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실시한 <국민 통일의식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재 한
국 국민의 82.9%는 조속한 통일이든(17.4%) 점진적 통일이든(65.6%) 통일을 지지하고 있으며 반면 분단
상태의 유지를 지지하거나(10.7%)나 통일은 불가능하다(5.9%)고 응답한 비율은 16.6%에 불과하다. 민주평
화통일자문회의(2010), p. 19.
95) 이홍구 전 통일 부총리에 따르면 “통일 상황이 도래할 경우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우리가 거부하거나 연
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흡수통일 대비해야, 이 부총리」(1994. 8. 9)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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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소득(target income) 달성방식’에서는 통일비용을 북한 지역의 1인당
국민소득과 남한 지역의 1인당 국민소득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북한 지역에
투입되어야 할 비용으로 파악하고 거시계량모델을 활용하여 통일비용을 추정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방식에서 통일비용의 규모는 궁극적으로 북한의 소득수
준을 남한 소득수준의 몇%까지 근접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을 것인가에 따라
결정된다.
문제는 소득 격차를 어느 수준까지 인위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어떤 합리적 기준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존의 통일비용 추정
액이 최소 수십 조 원에서 최대 수천 조 원으로 천차만별인 이유도 이와 무관하
지 않다. 이는 통일비용 지출 규모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기반이 취약하다는 것
을 의미한다. 따라서 통일 상황이 도래하면 우리 사회는 통일비용 지출을 둘러
싸고 심각한 균열에 노출될 것이며 결국 실제 지출의 규모는 어떤 합리적 기준
이 아니라 남북한간 협상 결과나 국내외적 이해관계 등 정치적 이해타산에 따
라 결정될 공산이 크다. 이는 서독정부가 통일 직후 취했던 방식이기도 하다.96)
목표소득 달성방식이 아니라 항목별 합산방식을 채택한다고 해도 문제는 달
라지지 않는다.97) 항목별 합산방식은 통일비용을 위기관리비용, 제도통합비
용, 경제적 투자비용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비용을 추정한 후 합산하여 전체
통일비용을 추정하는 방식이다.98) 통상적으로 항목별 합산방식은 목표소득 달
성방식에서 간과하고 있는 위기관리비용을 포함하고 있고, 또한 거시계량모델
의 비현실적 가정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으나 항목 설정 과정에서
누락과 중복의 문제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96) 독일 통일비용의 정치성에 대해서는 우베 뮐러(2006, 번역: 이봉기, pp. 58~62)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
97) 목표소득 달성방식(소득 격차 해소방식)과 항목별 합산방식에 대해서는 홍성국(2006), pp. 223~237.
98) ‘위기관리비용’은 통일 직후 북한 지역의 사회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거시경제적 불안을 해소하는 데 소요되
는 비용으로서 실업자 및 저소득층 생계보조금, 의료 및 교육보장비, 지방정부 보조금 등을 의미한다. ‘제도
통합비용’은 남북한간 이질적 제도의 통합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정치/행정/사법 통합비용, 경제제도 통합
비용, 여타 제반 사회보장성비용을 의미한다. ‘경제적 투자비용’은 남북한간 경제력 격차 해소 및 북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비용으로서 사회간접자본 투자비, 경제활성화 및 재건 투자비, 산업구조 조정 및 재배치
비용 등을 의미한다. 박태규(1997); 안종범(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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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더 큰 문제는 목표소득 달성방식과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의 통일비
용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객관적 기준을 제시할 수 없다는 사실
에 있다. 통일비용의 전체 규모는 대체로 긴급구호 성격의 위기관리비용, 사회
보장성 비용, 경제적 투자비용의 규모에 따라 결정될 것인데, 각각의 항목에 대
해 한국 정부는 무슨 기준을 가지고 얼마씩을 투입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
결국 항목별 합산방식은 남북한의 소득 격차를 어느 수준까지 완화할 것인지,
혹은 같은 이야기지만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를 어느 수준까지 완화할 것인지에
따라 항목별 비용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항목별 합산방식에서도 목표
소득 달성방식에서와 마찬가지로 “남북한 소득 격차를 어느 수준까지 완화하
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다분히 정치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기준에 따라
통일비용의 규모를 결정해야 하는 딜레마를 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서 본 연구는 통일비용을 편익 창출을 위한 투자비용으로
분석적으로 간주하고, 순편익 극대화라는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적정 통일비용을 추정하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본 연구에서는 통일비용의
규모는 어떤 외부변수에 따라 객관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합
의에 따라 유연하게 결정된다고 보고, 그 사회적 합의의 기준으로, 궁극적으로는
정부의 정책 선택의 기준으로 순편익의 극대화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표 3-1. 기존 통일비용 추정 사례
연구자 ·기관
(발표 연도)
KDI(1994)
한국산업은행
(1994)
민족통일연구원
(1996)
황의각
(1996)

통일시점
(기간)
2000
1994∼2000
2000∼10
2000∼05

통일비용

추정 방법 및 기준

9,800억∼1조 달러

목표소득 방식

1조 5,463억 달러(100%)

목표소득 방식

8,050억 달러(60%)

(소득 격차 해소)

3,600억 달러(외자 1,800억 달러)

목표소득 방식

(남한의 60% 수준)

항목별 추정방식

1조 2,040억 달러
(남한과 동일 생활수준 달성)

목표소득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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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계속
연구자 ·기관
(발표 연도)
마커스놀랜드
(1996)
Manfred Wegner
(1996)
박태규
(1997)
조동호(1997)
Economist
(1997)

통일시점
(기간)

통일비용
4,150억 달러(1990),

2000

9,830억 달러(1995), 2조 2,420억 달러 (남
한의 60% 수준 달성)

2000∼25

1995∼2005

6,100억 달러
(통일 후 5년간 지원 금액)
통일 후 1∼5년: 남한GNP 8.7%∼11.3%
통일 후 6∼10년: 남한 GNP 7.5%

추정 방법 및 기준
목표소득 방식
(CGE 모형)
항목별 추정방식
항목별추정방식
(위기관리비용
+경제투자비용)
항목별 추정방식

1995

1996∼2020년: 143.1∼221.3조 원

2000

2,400억 달러(남한의 60% 달성)

목표소득 방식

887억∼2,808억 달러

목표소득 방식

신동천․윤덕룡

－

(1998)

(SOC 투자비)

골드만삭스

2000∼10

8,300억∼2조 5,400억 달러

목표소득 방식

(2000)

2005∼15

1조 700억∼3조 5,500억 달러

(남한 60%)

점진적 통일: 8,300억 달러

항목별 추정방식

급진적 통일: 3,121억 달러

(위기관리비용)

박석삼(2003)

점진적 통일: 732억 달러
이영선(2003)

-

급진적 통일: 1,827∼5,614억 달러
(남한 60% 달성에 10년 소요 가정)

삼성경제연구소
(2005)
랜드연구소
(2005)
신창민(2007)

2015

546조원(최저생계비, 산업화 지원)
－

(통일 후 4∼5년내 2배 수준 향상)

2015∼30

8,577억 ∼ 1조 3,227억 달러

(10년)

(GDP 대비 6.6∼6.9%)

(위기관리비용 중심)
항목별추정 방식
목표소득 방식
목표소득 방식

독일식: 5,000억~9,000억 달러/22~39년

안예홍․문성민

특구식: 3,000억~5,000억 달러/13~22년

(2007)
피터벡(2010)

500억∼6,670억 달러

항목별 추정방식

목표소득 방식

(北 1인당 GNI 1만$ 도달)
－

30년간 2조∼5조 달러(남한 80%)

목표소득방식

620억 ∼ 1조 7,000억 달러
찰스울프(2010)

(현재 북한 GDP 700달러 →
남한 수준 2만 달러로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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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소득방식

표 3-1. 계속
연구자 ·기관
(발표 연도)

통일시점
(기간)

김유찬(2010)

2010

현대경제연구원

2010

(2010)

(10∼18년)

안종범(2011)

통일비용

추정 방법 및 기준

1,548.3조∼2,257.2조 원

항목별 추정방식

(통일 후 20년 비용)

(위기관리+SOC)

1인당 3,000 달러: 1,570억 달러
1인당 7,000 달러: 4,710억 달러
1인당 10,000 달러: 7,065억 달러

목표소득 방식
(한계자본계수)

2020

379.2조∼1,261.1조 원

(20년)

(2030년 1인당 GDP 남한의 20%)

항목별 추정방식

2030

813조∼2,836조원

목표 소득 방식

(30년)

(2040년 1인당 GDP, 남한 36%)

(통일 후 10년간

2040

1,000.4조∼3,277.6조 원

포함)

(40년)

(2050년 1인당 GDP, 남한 40%)

자료: 안예홍, 문성민(2007, p. 291); 김은영(2010, pp. 64~65); 양문수(2011, p. 84); 조동호(2011b,
pp. 68~69); 신동진(2007, pp. 27~28). 조동호(2011a, pp. 437~505); 홍순직(2010, p. 8); 안종
범(2011, p. 31)을 참고하여 저자 정리.

2. 통일비용과 편익에 대한 조작적 정의
가. 통일비용
일반적으로 통일비용은 남북한이 하나의 통합국가로서 안정적인 정치, 경
제, 사회문화 시스템을 이루기 위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지칭한
다. 즉 통일한국이 통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 다시 말해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부담하지 않았어도 될 기회비용”이 곧 통일비용이다.99) 그러나 이
러한 기회비용으로 정의된 통일비용이 포괄하는 범위는 너무도 광범위하고 모호
하여 통일의 비용-편익 추정에 적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비용-편익 분석의 취지와 계산 가능성을 고려하여 통일비용의 범위를 다음
99) 조동호(2011b), p.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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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좁혀서 정의하기로 한다.

그림 3-1. 통일비용의 분류

자료: 조동호(2011b), 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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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북한 지역이 부담하는 비용은 제외하고 남한 지역이 부담하는 비용만
을 통일비용에 포함시킨다. 이는 통일비용 논의의 취지가 통일 상황 도래 시 한
국이 지게 될 부담을 미리 예상하고 대비하자는 데 있기 때문이다.
둘째, 같은 이유에서 통일 상황이 발생한 이후의 비용만 통일비용에 포함시
킨다. 연구자에 따라서는 통일 상황이 발생하기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예컨대
통일 여건 조성 및 준비 과정에서 지출된 남북경협 및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비
용 등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100) 그러나 이는 통일비용을 논의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통일비용을 과대평가할 소지가 있다.
셋째, 계량화가 가능한 비용만을 포함시킨다. 위의 통일비용 개념도에서 한
국의 경제적 비용은 북한 지역 지원에 따르는 비용, 외부비경제, 그리고 인구이
동에 따른 비용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중 본 연구는 계량화가 가능한 북한
지역 지원에 따르는 비용과 인구이동에 따른 비용만을 포함시킨다.
넷째, 북한 지역 지원에 따르는 비용은 1) 재정이전지출 2) 재정이전지출에
따른 국가채무 증대로 인한 잠재성장률 저하의 두 가지로 구분한다. 3) 북한 지
역에서 남한 지역으로의 인구이동에 따른 비용은 사회혼란비용으로 정의하며,
조작적 편의를 위해 위 통일개념도의 정의와 달리 이를 인구이동에 따른 혼잡
비용이 아니라 인구이동을 막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 정의한다.101) 여기서
계산 절차상 편의를 위해 재정이전지출은 직접 통일비용으로, 잠재성장률 저하
및 사회혼란비용은 간접 통일비용으로 분류한다.
다섯째, 기업의 판단에 따라 지출 여부가 결정되는 민간투자는 통일비용 개
념에서 제외한다. 그간 민간투자까지 통일비용에 포함시킴으로써 통일비용이
과대 포장된 경우가 많았다.
요컨대 본 연구는 통일비용을 통일 상황 발생 이후 1) 한국정부가 북한 지역
지원을 위해 재정에서 지출하는 직접 통일비용(재정이전지출)과 2) 재정이전지

100) 예컨대 안종범(2011)이 있음.
101) 사회혼란비용에 대한 자세한 정의는 후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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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로 인한 잠재성장률 저하 및 인구이동을 막기 위해 소요되는 사회혼란비용으
로 구성되는 간접 통일비용의 합으로 정의한다.

표 3-2. 통일비용에 대한 조작적 정의
구분

내용

비고

인프라 구축비용(I) SOC 투자 및 사업개발 비용
직접

북한지원을

위한 사회보장비용(S)

통일비용 ‘재정이전지출’

비구속성이전(A)

위기관리비용 및 제도통합비용
통일기금 및 지방재정조정비용

기타 소멸성비용(J) 북한 지역 행정비 및 국방비
간접

재정이전지출에 따른 국가채무증대로 인한 ‘경제성장률 저하(G)’

통일비용 북에서 남으로 인구이동에 따른 ‘사회혼란비용(C)’

통일의 누적 순편
익에서 차감

자료: 저자 작성.

직접 통일비용은 독일통일의 경험을 반영하여 크게 인프라 구축비용(대북
SOC 투자비용 및 사업개발비용), 사회보장비용(위기관리비용 및 제도통합비
용), 비구속성 이전 비용(통일기금 및 각종 지방재정조정비용), 그리고 기타 소
멸성 비용(북한 지역 행정비 및 국방비)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정의한다. 우리
정부는 통일비용 항목을 경제적 투자비용, 위기관리비용, 제도통합비용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경제적 투자비용은 본 연구에서 말하는 인프라 구
축비용을 의미하고, 위기관리비용 및 제도통합비용은 사회보장성 비용과 대체
적으로 일치한다.102)

102) 안종범(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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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독일통일과 한반도통일의 직접비용(재정이전지출) 비교
(단위: 억 유로)

독일통일 비용항목(1991~2003)
구분

내용

인프라 재건 도로·철도·수로 개선,
비용
경제활성화
지원

기초단체 교통·주택·도시 개선

1,600

지역경제 활성화, 농업구조 및 해안
보존, 투자보조, 이전보조, 근거리 교 900

연금, 노동시장보조, 육아보조,

6,300

지출

고등교육 보조 등

제도통합비용

독일통일기금(620)
임의기부금

판매세보조(830)

지출

재정균형조정(660)
연방보조지급금(850)

총이전지출

대북 SOC

인프라 구축

투자비용

비용(I)

통보조

사회보장성

기타 지출

한반도통일
비용항목

금액

동독지역 행정비 및 국방비

위기관리비용

사회보장성
비용 (S)

2,950
통일기금

비구속성 이전
(A)

각종 재정균형비용
1,050

북한 지역

소멸성비용

북한 지역 국방비

행정비

(J)

12,800

자료: 독일 비용 항목은 김영윤, 양현모(2009, p. 237)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첫째, 인프라 구축비용 중 대북 SOC 투자비용은 도로·철도·항만·발전 등
북한 지역에 기초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며, 사업개발비는 SOC
투자 외에 산업 발전에 필요한 제반 인프라 구축비용을 총칭한다. SOC 투자비
용에는 북한 매장자원의 활용, 중국 및 러시아와의 물류 인프라 연결 등에 필요
한 비용도 포함된다. 사업개발비에는 기존의 노후 인프라 해체와 산업구조 조
정 및 재배치 비용도 포함된다. 인프라 구축비용은 북한 지역의 생산성을 제고
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경제 활성화로 북한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
는 데 절대적 기여를 하게 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통일한국의 경제성장에
도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대북 SOC 투자의 직접적인
경제효과, 즉 북한 지역의 생산성 제고를 통한 북한 지역 GDP 확대에 한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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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하였다.
둘째, 사회보장비용은 위기관리비용 및 제도통합비용을 의미한다. 위기관리
비용은 통일 직후 북한 지역의 사회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거시경제적 불안을
해소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실업자 및 저소득층 생계보조금, 의료 및 교육
보장비, 지방정부 보조금 등을 의미한다. 제도통합비용은 남북한간 이질적 제
도의 통합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정치·행정·사법 통합비용, 경제제도 통합비용,
여타 제반 사회보장성 비용을 의미한다.103) 독일 통일의 경우 서독 정부의 과
도한 사회보장성 지출은 서독지역 재정 악화 및 잠재성장률 저하의 원인으로
작용했으며 동독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친 기여도도 크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적정 수준의 사회보장비용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적 과제
가 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비구속성 이전은 목적을 특정하지 않은 통일기금 및 각종 지방재정조
정비용을 의미한다. 기존 연구에서 이 항목은 독일의 특수한 재정균형제도에
따른 항목이므로 통일한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통일비용 추정에서 제
외하였다. 그러나 한국 역시 독일과 유사한 지방재정조정제도를 갖고 있고 이
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비구속성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다.104)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이 항목을 통일비용에 포함시켰다. 한편 굳이 동독지역(북한
지역)만이 아니라 서독지역(남한 지역) 지방정부들도 재정이 취약할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각종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기 때문에 통일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구속성 이전은 통일비용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논의도 있다. 그러나
통일 이후 일정 기간 동안은 동독지역(북한 지역)과 서독지역(남한 지역)의 지
방재정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통일비용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105)

103) 박태규(1997); 안종범(2011)을 참고하여 저자 정리.
104) 서정섭, 조기현(2007), p. 118.
105) 김영윤, 양현모(2009), p. 237.

66 • 통일 후 남북한경제 한시분리운영방안: 경제적 필요성과 법적 타당성

넷째, 기타 소멸성 비용은 북한 지역 지방행정을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행정
비 및 국방비를 지칭한다. 인프라 구축비용이나 사회보장성 비용과 달리 이 항
목은 생산성 및 소득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소멸성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나. 통일편익
통일편익은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 통일로 남북한 모두가,
즉 통일한국이 얻게 되는 편익을 의미한다. 경제적 편익으로는 국방비·체제유
지비 등 분단비용의 절감, 시장과 생산요소의 확대, 남북한 산업구조의 보완적
변화로 인한 효과 등 다양한 부문에서 발생한다. 또한 남한 지역의 입장에서는
대북투자로 인한 경기활성화, 중국과의 무역 확대가 기대되며, 북한 지역에서
는 SOC 투자와 사업개발 투자로 인한 생산량 및 생산성 증대가 예상된다. 이
러한 경제적 편익 외에도 각종 인도주의적·정치적·문화적 편익 등 비경제적 편
익 역시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106)
그러나 통일비용과 달리 통일편익은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계량화가 곤란
하다는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 통일편익에 대한 연구가 드문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우선 정치적·인도주의적·문화적 편익 등 비경제적 편익들은 계량화 자체
가 불가능하다. 다음으로 경제적 편익 중에서도 국방비 및 체제유지비 등 분단
비용의 절감은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하지만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경제통
합에 따른 편익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매우 비현실적인 가정들이 요구된다. 국
가브랜드 가치 제고, 북한 리스크가 사라짐에 따른 제반 효과, 북한에 매장된
광산물 개발에 따른 경제적 효과, 물류비용 감소 등의 경제적 편익 역시 계량화
가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다. 마지막으로 통일비용과 달리 통일편익은 남한 지역
과 북한 지역을 구분하는 것도 어렵다.
106) 조동호(2011b), pp. 6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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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통일편익의 분류

자료: 조동호(2011b), 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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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기존 통일편익 추정 사례
연구자‧기관
(발표 연도)

통일시점
(기간)

통일편익

추정방법 및 기준

1996∼2020년: 39조 4,000억 원∼
조동호
(1997)

1995

121조 4,000억 원

국방비와

(1996년: 2조 5,570억 원 → 2020년: 병력 감축 효과
16조 4,680억 원)

신창민

2015∼30

(2007)

(10년)

현대경제연구원 2010
(2010)

(10∼18년)

국방비 절감 + 경기활성화

GDP 대비 11.25%

(투자) 등

1인당 3,000 달러: 2,197억 달러
1인당 7,000 달러: 5,362억 달러
1인당 10,000 달러: 8,350억 달러

경기활성화(부가가치) + 국
방비 절감 + 국가위험도 감소

유형의 편익(후생수준 향상)
안종범

2030

(2011)

(30년)

⋅2021∼30년: 140억 8,300만 달러
⋅2031∼40년: 494억 5,600만 달러 통일 후 10년간 포함
무형의 편익(분단비용해소, 경제활성화,
비경제적): 49조 2,100억 원

자료: 조동호(2011a), pp. 437~505; 홍순직(2010), p. 8; 안종범(2011); 신창민(2007)을 참고하여 저자
정리.

그렇다면 통일편익은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간 생산
요소의 이동 및 사회보장비용의 이전에 따른 생산성 증감효과, 그리고 궁극적
으로 이로 인한 GDP 증감효과를 통해 통일의 편익을 추정한다.107) 즉 통일과
함께 남한에서 북한으로의 미시적 비용(인프라 구축비용, 사회보장성 비용 등)
의 이전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북한 생산요소의 투입량이 변하게 되어 GDP를
증대시키는 한편 남한은 투자비용 및 기회의 손실로 GDP 감소효과가 발생한
다는 가정하에 양 지역의 GDP 변화를 추정함으로써 통일 전후의 편익을 계산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일한국의 GDP와 분단 유지 시 남북한
GDP 합계를 추정하여 그 차이를 통일편익으로 정의한다. 통일편익에서 통일
비용을 제하면 통일 순편익이 계산될 수 있다.
이러한 추정방식은 통일비용을 단순한 소멸성 비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107) 물론 통일편익을 항목별로 추정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으나 이 경우에는 항목별 중복과 누락 위험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항목별 누계방식이 아닌 거시경제모델 추정방식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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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익 창출에 기여하는 투자비용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
을 가진다. 또한 통일 이후의 생산요소 이동을 전제로 양 지역의 성장곡선 및
GDP 변화를 동시에 추정한다는 점에서(Dynamic Analysis) 유연한 분석을
가능케 한다. 예를 들어 통일 이후의 일정 기간별로 비용을 분석하는 것이 가능
하며 북한 지역 GDP 또는 일인당 GDP가 남한 지역의 GDP 또는 일인당 GDP
의 일정 수준(ex. 70%)에 도달하기까지의 소요 기간 및 누적 편익을 분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더불어 기존의 연구들이 일련의 가정하에서 통일비용의 규모
자체를 추정하는 것에 중점을 둔 반면 본 연구는 거시경제 전체의 흐름을 통해
편익의 발생 시기 및 규모까지를 포괄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 분석틀
가. 기본가정
통일의 비용-편익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첫째, 정치
적으로 급진적 통일의 상황을 전제로 논의를 전개한다. 물론 이는 급진적
(radical) 통일이 점진적(gradual) 통일에 비해 더 바람직하다거나 혹은 더 가
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은 아니다.108) 이와 관련해서는 아직 우리 사회 내에
서 학술적으로나 대중적으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 급진적 통
일 상황을 전제하는 것은 통일비용 논의의 취지와 관련이 있다. 즉 점진적 통일
의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통일비용의 부담을 분산, 관리할 수 있지만
급진적 통일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108) 급진적 방식이란 독일 통일의 경험처럼 북한이 한국에 의해 흡수되면서 북한체제가 급격히 자유민주주의적
정치질서와 자본주의적 경제질서로 전환되는 방식의 통일을 의미한다. 반면 점진적 방식이란 유럽통합의 경
우처럼 경제 분야를 필두로 한 기능적 상호의존성이 점차 커져가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정치적 통합에까지
이르는 방식을 의미한다. 최기춘(2005), p.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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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정치적으로 급진적 통일이 이루어지더라도 경제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정부에 다양한 정책 옵션이 있다고 가정한다. 예를 들어 북한 급변 사태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독일식 경제통합 정책을 쓸 이유
는 없다는 것이다. 독일이 사회보장이나 임금 문제, 특히 화폐통합 등에서 급진
적 통합방식을 선택한 것은 상당 부분 기민당의 정치적 필요의 산물이었다. 이
런 점에서 정치적으로는 통일이 이루어졌으나 남북한간 경제는 점진적으로 통
합하는 ‘특구식 통합방식’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즉 북한 지역 전역을 하나
의 경제특구로 설정하여 노동력의 남쪽 이동을 막고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과
한국의 자본 및 기술력이 결합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모색하자는 것
이다. 그리고 북쪽 지역의 생산성이 증대되고 남북한 경제간 체제적 이질성이
해소되는 정도에 따라 점진적으로 경제통합의 수준을 높여가자는 것이다.109)
논의를 단순화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정치적 통일 상황이 발생한 후 경제
통합과 관련하여 한국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 옵션을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즉 생산요소 이동의 자유의 정도에 따라 ① 완전 개방형인 독일식 경제통합 ②
완전 폐쇄형인 특구식 경제통합 ③ 양자의 절충인 혼합식 경제통합 ④ 독일식
과 혼합식의 절충인 보완 1방식 ⑤ 혼합식과 특구식의 절충인 보완 2방식 등 다
섯 가지 경제통합방식이 그것이다. 경제통합방식은 얼마든지 늘려갈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편의상 다섯 가지만을 상정하기로 한다. 그리고 [그림
3-6]에서 보듯이 각각의 경제통합방식은 통일비용에서 항목별 비용의 구성 비
율의 차이로 정의한다.
그림 3-3. 생산요소 이동 자유에 따른 경제통합방식의 분류

자료: 저자 작성.
109) 안예홍, 문성민(2007); 이영훈(2009)을 참고하여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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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2020년 통일 상황이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통일비용은 2020년부터
2039년까지 20년간 매년 균등 분할되어 투입된다고 가정한다. 20년은 남북한
간 전면적 경제통합을 이루기 위한 기초축성 기간에 해당하는데 독일통일 20
년의 경험을 참고하였다. 현실적으로 통일비용은 통일 초기연도에 많은 액수가
소요되고 점차 줄어들겠으나 매년 균등 지출하는 것으로 가정하더라도 20년간
누적편익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나. 통일비용 정책조합의 설정
한국정부는 통일비용의 규모와 각 통일비용 규모에서 항목별 구성비율의 차
이로 만들어지는 정책조합(policy mix)을 통해 통일편익 창출에 능동적으로
개입한다고 가정한다. 정책조합은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첫째, 한국정부의 재
정이전지출(직접 통일비용) 중에서 인프라 구축비용(I), 사회보장성 비용(S), 비
구속성 이전(A)은 정책조합에 따라 값이 바뀌는 가변비용이지만 소멸성 비용
(J)은 불변비용으로 간주한다.
둘째, 20년간 한국정부의 재정이전지출 규모는 200조~2,000조 원 범위에
있고, 지출 규모는 정부 정책에 따라 200조 원 단위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한
다. 이를 연간 비용으로 환산하면 매년 10조~100조 원까지 10조 원 단위로 증
가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통일비용 투입에 대한 열 가지 시나리오가 도출된다.
20년간 투입비용의 범위를 200조~2,000조 원까지로 정한 것은 통일비용
지출이 현재 한국 GDP/연의 10~100%에서 정해진다고 가정했기 때문이다.
2015년 현재 한국의 GDP(명목)가 약 1,558.6조 원110)인 것을 기준으로, 추
정의 편의를 위해 2020년 한국 GDP를 2,000조 원으로 가정했다. 따라서 만
일 20년간 총비용으로 GDP의 10%(200조 원)를 지출한다고 가정할 경우 매년

110) KOSIS. 국민계정-국내총생산(명목, 원화기준),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
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ubCont(검색일: 2016.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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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 원씩 20년간 재정이전지출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5. 통일비용과 연간 투입비용
(단위: 조 원, %)

통일비용(20년간)

한국 GDP/연 대비 비중

연 단위 비용(GDP 대비 비중)

200

10

10(0.5)

400

20

20(1.0)

600

30

30(1.5)

800

40

40(2.0)

1,000

50

50(2.5)

1,200

60

60(3.0)

1,400

70

70(3.5)

1,600

80

80(4.0)

1,800

90

90(4.5)

2,000

100

100(5.0)

주: 2015년 기준 남한의 GDP는 약 1,558조 6,000억 원인 것을 기준으로, 2020년 GDP는 추정의 편의를
위해 2,000조 원으로 가정.
자료: 저자 작성.

셋째, 경제통합방식별 통일비용의 항목별 구성비는 다음과 같다.

표 3-6. 경제통합방식별 통일비용 구성비
(단위: %, 조 원)

독일식

보완1형

혼합식

보완2형

특구식

인프라 구축비용(I)

20

35

50

65

80

사회보장성 비용(S)

50

40

20

20

10

비구속성 이전비용(A)

30

25

30

15

10

소멸성 비용(J)

40

40

40

40

40

주: I+S+A=100%. J는 적정 통일비용 도출 이후 일괄 합산.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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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멸성 비용(J)은 독일통일에 실제 소요된 금액(1,050억 유로)에 북한과 동
독의 인구 차이 및 남북한과 동서독 간 1인당 GDP 비율을 반영하여 40조
원으로 산출하였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J = [1,050억 유로 × (북한/동
독 인구비율) × 남북한/동서독 1인당 GDP) × 원-유로 환율] 이다.

2) 나머지 비용항목 중 인프라 구축비용(I)과 사회보장성 비용(S)만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정책비용으로 간주하며 비구속성 이전비
용(A)은 비정책비용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비구속성 이전비용은 [100%
- (인프라 구축비용 비율 + 사회보장성비용 비율)]에 따라 I와 S의 비율이
결정되면 자동적으로 결정되도록 설정한다.
➀ 독일식의 경우 실제 독일통일에서 [I : S = 19.5%: 49.2%]였으므로 이를
단순화하여 [I : S : A = 2 : 5 : 3]으로 설정한다.
➁ 특구식의 경우에는 연간 재정이전지출 규모에 대한 한국은행 추정치를
참고하여 [I : S : A = 8 : 1 : 1]로 설정하였다.111) 특구식 경제통합은 북
한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함으로써 북한 지역이 남북한간 경제력 격
차를 자립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데 통일비용 지출을
집중시킨다. 이를 위해 사회보장성 비용 지출을 최소화하고 인프라 구축
비용을 극대화한 경제통합방식이다.
➂ 혼합식은 I:S의 비율을 독일식과 반대로 적용하였다. 혼합식은 2차 대전
이후 독립한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 국가의 경제개발 과정, 소련으로부
터 독립한 CIS 국가들의 체제전환 과정의 경험을 가정한 방식이다.
④ 보완 1방식, 보완 2방식의 I : S : A의 비율은 각각 독일식과 혼합식, 혼합
식과 특구식의 절충값으로 설정하였다.

111) 안예홍과 문성민은 총비용을 소비성 이전지출과 투자성 이전지출로 구분한 후 독일식 경제통합과 특구식 경
제통합에 따른 통일비용의 규모를 추정하였다. 안예홍, 문성민(2007),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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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연간 재정이전지출 배분의 예
(단위: 조 원)

1,000

1,400

통합방식

독일식

보완 1

혼합식

보완 2

특구식

독일식

보완 1

혼합식

I

10

17.5

25

32.5

40

14

24.5

35

S

25

20

10

10

5

35

28

14

A

15

12.5

15

7.5

5

21

17.5

21

주: J(40조 원)는 적정 통일비용 도출 이후 일괄 합산.
자료: 저자 작성.

넷째, 이상의 열 가지 통일비용 지출 규모와 다섯 가지 경제통합방식에 따라
모두 50가지의 통일비용 시나리오가 도출될 수 있다. [표 3-7]은 통일비용이
1,000조 원과 1,400조 원인 경우 연간 항목별 분배를 예시한 것이다.

다. 계산절차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비용-편익을 분석한다. 첫째, 분단 유지 시 남
북한 GDP를 추정한다. 둘째, 설정된 정책조합에 따라 통일비용(J는 제외)을 투
입했을 때, 통일비용에 따른 잠재성장률 저하효과(G)를 고려하여 남북한
GDP(통일한국 GDP)를 추정한다. 셋째, 통일 시 사회혼란비용(C)을 반영하여
통일한국 GDP를 조정한다. 넷째, 조정된 통일한국 GDP에서 분단 유지 시 남
북한 GDP 합계를 차감하여 순편익 및 누적 순편익을 계산한다. 이 누적 순편
익이 적정 통일비용 판단의 기준이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도출된 잠정적 적정
통일비용에서 J를 더하면 최종적인 적정 통일비용이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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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적정 통일비용 도출과정

자료: 저자 작성.

4. 적정 통일비용 추정
가. 분단유지 시 남북한 GDP 추정
적정 통일비용 추정의 첫 단계로 분단 유지 시 남북한 GDP를 추정한다. 이
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 북한 지역의 성장회계모형(Growth Accounting
Model)을 도출하였다. 성장회계모형은 노동·자본·생산성과 경제성장의 관계
를 규명하는 가장 간단한 모형 중 하나다. 기존에도 성장회계모형을 사용해 북
한경제의 발전을 분석한 연구가 다수 있으며,112) 최근에는 구소련과 북한의 생
산성을 비교하여 북한의 성장모형을 분석한 연구도 있다.113) 이들 연구는 대부
분 북한경제에 대한 외부충격을 고려하지 않는 단순 장기전망(long-run

112) Kim, EJ. and Kim, K.S.(2002), pp. 101-122.
113) Kim et al.(2007), pp. 564-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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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c) 모형을 적용하고 있는데 본 연구 역시 일단 외부충격을 배제하고 북한
경제가 현 수준의 자본스톡과 노동, 생산성을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장기성장모
형을 구축할 것이다. 물론 북한경제는 수많은 외부충격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
러한 충격은 성장모형의 키 파라미터를 변화시킴으로써 북한경제를 구조적으
로 변화를 시킬 수 있으나 통일 전 북한의 성장모형에서 이러한 요인은 배제하
고 논의하기로 한다.
구체적으로 우선 북한의 생산함수는 다음과 같은 Cobb-Douglas 함수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즉 북한의 경제성장(Output Growth)
은 자본스톡과 노동력, 총요소생산성(TFP)의 가중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
이다. 이를 Solow에 따라 성장률로 다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114)

(1) △GDP = a*△노동투입 + b*△자본스톡 + △TFP 115)
모형 구축에 필요한 과거의 경제성장률, 자본스톡, 노동력 등의 데이터는 각
각 통계청의 북한통계,116) UN 인구통계117) 등을 사용했다. 노동력의 경우, 통
일연구원118)에서 추정한 경제활동참가율을 적용해 1965년 이후 북한의 실제
노동력 인구를 추정했다. 자본스톡은 1954년 이후의 국가기본건설투자액119)
의 누적액에 연 5%의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도출하였다. 장기 추계에 앞서
1965~2014년까지 제공된 북한의 GDP 통계를 활용해 자본스톡, 노동력 인구
를 [그림 3-5]와 같이 추정하였다.

114) Solow, R.M.(1956), pp. 65-94.
115) a와 b는 각각 노동과 자본 탄력성을 나타내는데 일반적으로 a=1-b의 관계를 지니고 a는 3분의 2의 값을
적용한다.
116) 1990∼2014년 북한 GDP는 한국은행이 통계청을 통해 제공함. KOSIS, http://kosis.kr/statisticsList/
statisticsList_03List.jsp?vwcd=MT_BUKHAN&parmTabId=M_03_02#SubCont(검색일: 2016. 8. 16).
117)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5 Revision, https://
esa.un.org/unpd/wpp/Download/Standard/Population(검색일: 2016. 7. 28).
118) 민족통일연구원(1995).
119) 통일원(1996). 1975~90년 자료는 이 통계집에 의존했으며 이후 2008년까지는 자본재수입률 증가율을 활
용해 추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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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요소 투입 증가율 및 경제성장률

주: 검은색 점선은 GDP 성장률의 장기 추세선.
자료: 통일원(1996); TFP 및 1990년 이후 자본 축적은 저자 추정.

북한의 GDP 성장률은 1970년대 말 이후 추세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1970년대 중반까지의 비교적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은 북한정부의 공식통계
및 통일부의 추정자료와 비교적 일치하고 있다.120) 이러한 배경에는 1970년
대 초반부터 본격화된 외자유치에 따른 투자 증가에 기인한다. 실제로 북한의
산업생산은 1966~70년 11.1%에서 1970~75년 18.6%로 급증한 바 있다. 하
지만 이러한 일시적 성장은 1970년대 중반 이후 급속하게 둔화되었으며 이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북한의 외채위기 시기와 일치하고 있다.121)
노동력 인구의 정체 및 자본 축적이 둔화되는 가운데 북한의 총요소생산성
(TFP) 또한 1970년대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면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1980년대와 1990년대의 TFP는 1986~89년을 제외하고는 거의 마이너
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TFP는 노동력의 질, 노동의 강도 등 다양한 생산성
의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현상은 사회주의 체제의 비효율성
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낮은 수준의 생산성 증가율이 결국 1990년대
120) 통일원(1996); Hwang, E.G.(1993), pp. 87-88.
121) 차관 및 수입 급증과 그에 따르지 못하는 수출 부진으로 북한의 무역수지는 급속히 악화되었다. 이러한 상
황에서 석유파동이 터지자 무역수지는 더욱 악화되었고 급기야 1975년에는 외채 원리금 상환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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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북한의 낮은 경제성장률로 직결되었을 것이다.
이렇듯 1990년대 말까지 북한경제 시스템은 붕괴 직전의 위기에 직면했으
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외부세계로부터의 원조와 한국 및 중국의 경제협
력 및 지원 등에 힘입어 경제가 다시 플러스 성장국면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성장의 속도와 폭은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2014년까지의 GDP 및 요소 투입량을 추정함으로써 과거 북한의 TFP
를 도출한 결과 TFP 추정치 또한 북한경제의 부침을 잘 반영하고 있어 성장회
계모형의 타당성을 일정 수준 뒷받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8]은 2014
년 기준 남북한 비교이다. 북한의 경제 규모는 GDP 기준 한국의 약 2.3% 수준
이며 1인당 소득은 GNI 기준 약 4.7%에 불과하다. 2014년까지의 축적된 자본
스톡의 규모도 한국의 2.9%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표 3-8. 남한 및 북한의 주요 지표 비교(2014년)
남한

북한

북한/남한(%)

노동 인구(천 명)

26,536

13,922

52.5

GDP(남한 십억 원)

1,485,078

33,949

2.29

인당 GNI(남한 만 원)

2,968

139

4.68

자본스톡(남한 조 원)

4,560

132

2.89

주: 자본스톡은 성장회계모형에 사용된 추정치.
자료: 통계청(2015),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이를 토대로 2020~50년 북한의 장기 경제성장률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노동력 인구는 UN이 추계한122) 2050년까지 5년 단위 장기인구전망을 기초
로 통일원에서 추정한123) 경제활동참가율124)을 곱한 실제 노동참여 인구를 추
122)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0 Revision, http://esa.
un.org/unpd/wpp/unpp/panel_population.htm(검색일: 2016. 7. 28).
123) 통일원(1994).
124) 1993년 기준 약 68.4%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토대로 2008년부터 2050년까지 69.1~72.7%의 값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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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하였다. 자본스톡 추계를 위한 연별 투자액(I)은 2014년까지의 GDP 대비
투자비율의 20년 이동평균값을 사용하였으며 자본스톡은 연별 투자액의 누적
액에 감가상각률 5%를 적용하는 영구재고법에 따라 도출하였다.

(2)             , =감가상각률
한편 총요소생산성은 모든 국가의 TFP가 미국 TFP의 장기 성장률인 1.3%
로 수렴한다는 가정하에 수렴 팩터인 베터를 활용함으로써 도출하였다. 이때
CCI는 도로포장률, 인터넷 유저 수, 상급학교 진학률, 비즈니스, 거버넌스 환
경 등을 종합평가한 수치이다.125)





   
  
(3) TFP:      ln  ,     , 여기서
 
   
IPU는 미국의 인당 GDP이며 IP는 북한의 1인당 GDP를 의미한다. 이 방식
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50년까지 북한의 TFP 증가율은 약 1.43%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 결과 북한의 GDP는 2020년 약 38조
7,000억 원에서 2050년 106조 8,000억 원으로, 1인당 GDP는 약 150만 원
에서 397만 원으로 각각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분단 유지 시 남한 지역의 성장회계모형의 도출이다. 추정 결과 한국
의 인구는 2020년 약 5,125만 명에서 2050년 약 4,250만 명까지 축소되며 경
제활동참가율도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같은 기간 71.2%에서 약 53.4%까지 떨
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실제 노동인구는 같은 기간 약 3,650만 명
에서 2,702만 명까지 축소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총요소생산성은 한국의
TFP가 미국 TFP의 장기 성장률인 1.3%로 수렴한다는 가정하에 수렴 팩터인
베터의 값 0.015126)를 적용해 도출했다. 투자율은 약 29%에서 20%까지 떨어
125) 각국의 CCI 등급을 비교한 Dadush, U. & Stancil, B.(2010), p. 23에서 나이지리아의 값으로 대체한 결과
β≃0.0348.
126) Dadush, U. and Stancil, B.(2010), p. 23.

80 • 통일 후 남북한경제 한시분리운영방안: 경제적 필요성과 법적 타당성

그림 3-6. 북한 GDP 및 1인당 GDP 장기 전망

주: 경기순환의 변동(Cyclical Fluctuation) 및 TFP의 급격한 수준 변동의 가능성은 배제.
자료: 저자 작성.

지지만 생산성 향상 등에 힘입어 GDP 규모는 2020년 약 1,838조 1,000억 원
에서 3,321조 1,000억 원으로 약 1.8배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같은 기
간 1인당 GDP는 전체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연 3,586만 원에서 6,564만
원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7. 남한 GDP 및 1인당 GDP 장기 전망

주: 장기경제성장모형은 단기적 관점에서의 거시경제적 충격을 배제.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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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분단 유지 시 북한 지역 GDP는 2050년이 되어도 현 남한 수준의 10
분의 1에도 못 미치는 107조 원의 성장에 그치고 말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남
북한 양쪽의 GDP 합에서 북한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상황이 지속됨
을 의미한다.

표 3-9. 분단 유지 시 남・북한 GDP 추정치
(단위: 조 원)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

남한 GDP

1,845.1

2,448.0

3,083.3

3,824.3

북한 GDP

38.7

60.7

83.6

106.8

GDP 합

1,883.8

2,508.7

3,166.9

3,931.1

자료: 저자 작성.

나. 통일한국 GDP 추정
1) 통일에 따른 생산요소의 이동
다음은 2020년 통일을 전제로 남한 지역과 북한 지역 GDP를 추계하였다.
이를 위해 통일로 인한 노동력과 자본스톡 변화를 다음과 같이 가정하였다.
우선 경제통합방식에 따라 노동과 자본의 이동수준이 달라진다고 가정하였
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본 연구에서는 경제통합방식을 독일식, 보완 1형, 혼합
식, 보완 2형, 특구식의 다섯 가지로 구분하였다. 독일식에서는 노동과 자본의
자유이동이 가능하나(‘완전 개방형’), 특구식은 모든 생산요소의 이동이 남한
에서 북한으로만 이동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완전 폐쇄형’). 즉 자본과 소수 관
리 인력이 남한에서 북한으로 이동함으로써 사회간접자본 및 산업기반을 확충
하는 것으로 상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북한 지역의 생산성이 상승함으로써
GDP 성장을 가속화시키는 반면 남한 지역은 인력 및 자본 유출로 인한 GDP
하락을 감수하게 된다. 다만 남한 지역의 GDP 하락 폭에 비해 북한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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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상승폭이 클 가능성이 높으므로 통일한국 전체 GDP는 통일을 전제로 하
지 않을 경우의 GDP 합에 비해 장기적으로 커지게 되고 이 값의 차가 바로 통
일편익인 것이다. 만약 남한에서 북한으로의 이러한 생산요소 이동이 과도하여
남한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크게 훼손하거나 북한 지역 GDP 상승폭이 적을수
록 통일편익은 작게 나타날 것이다. 나머지 세 가지 방식인 보완 1형, 혼합식,
보완 2형은 완전개방형인 독일식과 완전패쇄형인 특구식 사이에서 이동수준이
단계적으로 제약된다고 가정하였다.
다음으로 경제통합방식의 차이에 관계없이 남북한 지역에 발생하는 노동력
변화를 다음과 같이 가정하였다. 북한의 정규군 수가 약 120만 명에 달하고 있
으므로 통일 후에는 이 중 상당수가 신규 노동시장에 편입이 된다고 볼 수 있
다. 다만 정규군 전부가 동시에 노동인력으로 전환되지는 않을 것이므로 통일
이후 2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한다고 가정하였다. 구체적
으로 통일 원년인 2020년에 50만 명으로 시작해서 매년 약 5%씩 경제활동인
구가 증가해 약 132만 6,000명까지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
였다. 즉 통일 이후 20년간 군인 120만 명 중 20만 명이 통일한국의 군인으로
남겨지고 약 100만 명이 경제활동인구에 편입되며 나머지 32만 6,000명은 한
국으로부터 인력 이동(20만 명)과 중국 및 조선족의 편입(12만 6,000명)이 발
생한다고 가정하였다. 한편 남한 지역의 경우 2014년 기준 약 63만 명의 정규
군127)이 존재하며, 통일 이후에는 약 13만 명의 정규군을 남겨두고 약 50만 명
이 새로운 경제활동인구로 20년에 걸쳐 편입된다고 가정하였다. 다만 2020년
20만 명에서 매년 2%씩 증가하는 형태로 30만 명이 노동시장에 편입되지만
바로 위에서 지적했듯이 북한 지역의 인프라 및 산업기반 구축을 위해 약 20만
명이 북한 지역으로 이동한다고 전제하였다.
셋째, 통일 이후의 자본스톡 변화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통일비

127) 국방부(2014), p.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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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은 남한 지역의 투자기회가 북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남한 지역에서는 통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의 자본스톡에서 통일비용을 차
감하는 형태로 자본스톡이 변화한다고 가정하였다. 예를 들어 통일비용으로
20년간 160조 원의 재정지출이 발생했을 경우 매년 8조 원이 자본스톡에서 차
감되는 것이다. 한편 남한의 재정지출은 북한 지역에서 인프라 구축비용, 사회
보장성 비용, 비구속성 이전 등 세 가지 항목으로 분산되어 투입된다.128) 인프
라 구축비용은 북한 지역의 투자 규모 증대를 통해 자본스톡을 증가시키며 사
회보장성 비용은 자본스톡에 간접적으로 축적된다고 가정하였다. 다만 비구속
성 이전은 편익으로 회수되지 않는 금액으로 모형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회보장
성 비용과 더불어 북한 지역의 생산성을 유지 또는 향상시키는 데만 기여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2) 통일에 따른 북한 지역 생산성 변화
① 경제통합 방식별 생산성 변화
통일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인력과 상품이 제한적으로만 이동하는 경우 남한
지역의 생산성은 통일 이전과 변함이 없다고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에서
저급의 노동인력이 대거 남한 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생산성 저하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러한 급진적인 인구이동은 억제된다고 가정한다. 반면 북한 지역의
생산성은 통일과 더불어 빠른 속도로 제고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실제로 남한의 고기술 인력 및 장비가 북한 지역 SOC 및 산업기반 구축을 위해
투입될 경우 북한의 생산성은 통일 이전 수준보다 몇 배 빠른 속도로 향상될 가
능성이 높다. 다만 향상 속도는 여기서 살펴보는 경제통합의 방식과 뒤에서 살
펴보는 남한으로부터의 재정이전지출의 규모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기술한 다섯 가지 경제통합방식별로 북한 지역의 예상 생산성
128) 소멸성 비용 40조 원은 비용-편익 시뮬레이션 과정에서는 적용하지 않고 모든 분석이 끝난 후 일괄적으로
합산하여 총비용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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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율을 추정하였다.
독일식의 경우 북한의 생산성 변화는 구동독지역의 실제 생산성 증가율을
적용하였다.129) 독일통일에서는 서독지역의 재정이전지출이 인프라나 산업기
반 구축보다는 구동독지역 주민의 사회보장비용으로 대부분이 소모되면서 생
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였다. 추세적으로는 통일 직후 약 4.9%에서 약
2.8%까지 서서히 감소하는 형태이다.
특구식의 경우는 1970년대 새마을운동에 따른 SOC 투자 및 국토개발 효과
가 한국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통일 직후 북한 지역도
그에 유사한 생산성 증가를 보인다고 가정하였다.130) 추세적으로는 약 9%에
서 8%로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형태이다.
혼합식의 경우에는 제3세계 독립국이나 동아시아 개발도상국, 그리고 동유
럽 체제전환국들의 경제개발 과정과 유사한 생산성 변화를 보인다고 가정하였
다. 추세적으로는 1%에서 6%까지 빠르게 증가하다가 서서히 감소하는 형태이
다. 여기서는 2010년 기준 나이지리아의 생산성을 기준으로 향후 20년간의 점
진적인 생산성 향상을 전제로 한 시뮬레이션 결과로 대체한다.
보완 1형과 보완 2형의 생산성은 각각 독일식과 혼합식, 혼합식과 특구식의
평균 생산성을 가정하였다. [그림 3-8]은 다섯 가지 경제통합방식별로 예상 생
산성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② 이전지출 규모별 생산성 변화
경제통합 방식과 더불어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이전지출의 규
모이다. 남한에서 북한으로의 이전지출, 즉 통일비용이 클수록 북한 지역의 경
제재건에 필요한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기 때문이다.131) 예를 들어 독일식 통일
의 경우 총 200조 원의 재정 이전지출에 따른 인프라 투자비용은 매년 2조 원

129) 통일 원년인 1991년을 제외하고 1992년부터는 전후 3년 이동평균 증가율로 대체.
130) 한국생산성본부가 제공하는 상용근로자 기준 제조업 물적 노동생산성 증가율로 대체.
131) 이전지출 비용의 증감에 따른 생산성 차별화는 동일한 통합 방식에서 투입되는 인프라 비용의 증가분에 따
른 생산성 향상 효과를 적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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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만 400조 원의 경우에는 그 2배인 4조 원이 투입되므로 그만큼 생산성이
증가된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경제통합방식별 생산성 변화는 인프라 비
용의 증감 효과보다는 지출의 항목별 분배에 초점을 둔 것이지만,132) 이전지출
의 증감은 인프라 비용 자체의 변화에 초점을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서 독일식(1,000조 원)의 인프라 비용과 혼합식(400조 원)의 인프라 비용은 모
두 매년 10조 원으로 같지만 그 결과로 나타나는 생산성 제고 효과는 전혀 다
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3-8. 경제통합 방식별 생산성 증가율 추이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인프라 비용의 투입량 증감에 따른 생산성 변화를 추정하기 위해 본 연구는
1970년대 이후 한국의 건설 및 설비투자액 증가와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활용
하였다. 이는 공공자본, 즉 도로·댐·대중교통 등 인프라 투자가 민간의 생산 증
가에 필연적이라는 가정하에 인프라 투자가 생산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
하는 방식이다.133) 즉 노동생산성은 고용 수준, GDP 대비 비군사적 투자비중,

132) 통일 방식이 달라짐에 따라 투입되는 인프라 비용의 차이가 발생하지만 이때 발생하는 인프라 비용 확대에
따른 생산성 제고 효과는 이미 생산성의 수준을 달리함으로써 모형에 반영.
133) 공공투자가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인가는 국가의 경제 규모 및 발전 정도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
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나 과거의 경험상 개발도상국일수록 인프라 투자에 대한 생산성 향상 효과가 크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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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가동률에 따라 결정된다는 모형을 활용한다.134)

(4)                 
이때 LP는 노동생산성 증가율, EM은 경제활동인구 증가율, NV는 GDP 대비 건
설 및 설비 투자액 비중,135) CU는 제조업 가동률 증가율을 의미한다.136) 추정에
사용되는 모든 변수는 노동생산성 지수가 ‘1995년=100’을 기준으로 1998년까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1971∼98년만을 추출해 사용하였다.137) 최소자승추정법
(OLS)에 따른 추정 결과, 건설 및 설비 투자 비중의 증가는 노동생산성 증가에 유의
한 정(正)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특히 1%p의 건설 및 설비 투자 비중의 증가는
0.33%p의 노동생산성 증가로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138) 본 연구에
서 이전지출 비용별 생산성 증가 효과는 북한 지역의 해당연도 GDP 대비 이전지출
확대에 따른 인프라 투자 비용의 증가율을 구한 다음 생산성 증가 효과인 0.33을
곱해 나온 수치를 기준 생산성139)에 더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표 3-10. 인프라 투자 비중의 증가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회귀계수

t 통계량
-0.748

이론적 부호

절편

-3.275

인프라 투자 비중

0.329

경제활동인구

-0.018

-0.164

-

제조업가동률

0.745

1.950 *

+

2.586 **

+

주: **는 1%, *는 5% 내에서 각각 유의.
자료: 저자 작성.

134) Aschaurer, D.A.(1989).
135) 한국의 국민계정체계에서는 총고정자본형성 범주에 건설투자, 설비투자, 무형고정투자 항목이 포함되어 있
는데, 이 중에서 건설 및 설비 투자를 인프라 투자로 간주한다.
136)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노동생산성 1995년=100을 기준으로 한 노동생산성 지수의 증가율을 사용했으며 제
조업 가동률 역시 제조업 가동률 지수의 증가율을 사용함. 통계청, 제조업 생산능력 및 가동률지수(http://
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검색일: 2016. 7. 28); 한국생산성본부, 생산성 통계(http://
www.kpc.or.kr/stat/stat.htm, 검색일: 2016. 7. 28).
137) 비설명변수인 노동생산성 지수의 증가율은 연도별 등락이 심해 3년 이동 평균치로 대체.
138) 경제활동인구 증가율 및 제조업 가동률 지수의 증가율도 [표 3-10]에서 이론적 부호와 일치.
139) 여기에서의 기준 생산성은 경제통합방식에 따라 결정되는 생산성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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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나리오별 생산성 변화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통일 이후 한국정부가 선택하는 경제통합 방식과
재정이전지출의 크기에 따라 북한 지역 경제의 장기적인 생산성 추이가 결정된
다. 예를 들어 [그림 3-9]에서 ①은 동일한 재정이전지출 비용에서 경제통합 방
식을 달리할 경우의 생산성 차이이고 ②는 동일한 경제통합 방식에서 이전지출
비용이 달라졌을 경우의 생산성 차이이다.

그림 3-9. 생산성 제고효과의 분해
(단위: 조 원)

자료: 저자 작성.

3) 잠재성장률 저감효과
본 연구는 이상의 생산요소 및 생산성의 변화를 반영하여 통일한국 GDP를
추정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제는 간접 통일비용, 즉 ① 재정이전지출로 남한
지역 국가채무가 증가함에 따른 잠재성장률 저감 효과 ② 인구이동에 따른 사
회혼란비용을 적용하여 통일한국 GDP를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통일비용 지출은 남한 지역의 재정적자를 확대시켜 국가채무를 증가시키게
된다. 물론 국가채무 증가는 편익과 비용을 모두 동반한다.140) 우선 편익의 관
140) 문외솔 외(2010),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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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보면 정부 지출 증가는 단기적으로 총수요를 확대시켜 GDP 성장률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통일과 같은 경제의 격변기에는 적자 재정 편성을
통한 정부 지출 확대가 경제 안정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통일 이후
국채 발행 등을 통해 북한 지역 인프라에 투자할 경우 북한 지역 성장잠재력이
확충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그림 3-10. 통일비용 지출에 따른 남한 국가채무 추이
(단위: GDP 대비, %)

자료: 저자 작성.

반면 남한 지역 국가채무의 증가는 중장기적으로는 남한 지역의 민간투자를
구축(crowding-out)함으로써 노동생산성을 낮추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
과도한 통일비용 지출로 세수가 줄거나 국채 발행 등으로 채무가 증가하게 되
면 투자 위축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자본스톡의 감소141)가 불가피하다. 또한 국
가 채무가 늘어나면 금리 상승으로 민간투자가 위축되고 장기적으로 자본이 축
소되면서 총생산이 감소하게 된다. 이는 결국 남한 지역의 국가채무 증가는 단
기적으로 통일한국의 GDP 상승에 기여하지만 채무 비중이 일정 시점을 지나
게 되면서부터 남한 지역 GDP 성장률의 감소효과를 유발하게 된다는 것을 의
미한다. [그림 3-10]은 통일비용 지출에 따른 남한 지역의 GDP 대비 국가채무
141) Elmendorf, D. and Mankiw, G.(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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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증가 추이를 나타낸다.
2015년 현재 한국의 국가채무 수준은 GDP 대비 약 37.9%에 불과하지
만142) 통일비용의 지출 규모에 따라 2030년 국가채무 규모는 GDP 대비
38.4~85.4%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때 한국정부의 국가채무 증
가가 자본 구축을 통해 남한 지역 GDP 성장률을 어느 정도 감소시킬지를 추정
할 필요가 있다.143) 이를 위해 우선 필요한 것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경제성장에 직접적인 감소효과를 가져오기 시작하는 임계점(threshold)을 찾
는 일이다. 이는 특정 국가의 채무 증가가 무조건 해당국의 GDP 성장을 감소
시킨다고 보기는 어렵고 각 국가의 경제 규모, 성장단계, 대내외 경제 환경 등
에 따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반적으로 국가채무의 과도한 증가는 GDP 성장률을 감소시킨다는
전제하에144) 국가채무 규모가 GDP 대비 60%를 넘어가는 시점을 1차 충격기
로 보고, 90%를 넘어가는 시점을 2차 충격기로 구분해 GDP 성장률의 감소 효
과를 반영하였다.145) 이후 30%씩 증가할 때마다 일정 비율로 GDP 성장률을
축소시키는 방식으로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잠재성장률 축소 효과를 모형에 적
용하였다. 예컨대 [그림 3-11]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 규모 30~60% 구간에
서는 GDP 대비 국가채무 규모가 10%씩 증가할수록 1인당 GDP 성장률은
0.11%씩 감소함을 의미한다.

142) 한국의 국가채무 수준은 금융위기 이후의 급증세에도 불구하고 OECD 선진국 평균(53.8%) 대비 21.2%p
낮아 아직은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다만 통일비용의 과다 지출로 국가채무의 급증 가능성이 있다; 국
가채무 자료: 국가지표체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
ectPoSttsIdxMainPrint.do?idx_cd=2879&board_cd=INDX_001, 검색일: 2016. 11. 10).
143) 본 연구에서는 별도의 추정 없이 Kumar, M. S. and Woo. J.J.(2010)의 추정 결과를 따른다.
144) Kumar, M. S. and Woo. J.J.(2010); Blavy, R.(2006).
145) 재정지출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고려한 적정 국가채무 비율은 60% 이하로 추정된다. 문외솔 외
(2010),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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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국가채무 10% 증가에 따른 1인당 GDP 성장률 감소 효과
(단위: %)

주: 각 구간에서 10% 증가당 1인당 GDP 성장률 감소분.
자료: IMF, www.imf.org/en/data(검색일: 2016. 11. 10).

이상의 분석은 1인당 GDP 감소효과를 나타내므로 당시의 인구 증가율을 반
영해 GDP 성장률을 조정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통일한국의 인구는 체제 안정
에 따른 출생률 증가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망률 증가 효과가 상쇄되면서 장
기간 정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3-12]는 혼합식의 경우 이전지출
비용별 한국의 GDP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3-12. 이전지출비용 규모와 남한 GDP 추이(혼합식의 경우)
(단위: 조 원, 전 비용 대비 성장률 %)

주: 전 비용 대비 성장률은 통일비용으로 100조 원을 투입했을 때에 비해 200조 원을 투입했을 때 성장률 저감
효과를 표시.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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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혼란비용
첫째, 사회혼란비용은 북한 지역에서 남한 지역으로의 대규모 인구이동으로
한국경제에 초래되는 GDP 감소효과를 의미하는 데 본 연구에서는 그것이 그
러한 인구이동을 막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과 같다고 가정하였다. 독일통일의
경우 동서독간 기대임금 격차가 60% 수준으로 완화될 때까지 동독인구의 약
9%가 서독지역으로 이동하였다.146) 이를 반영하여 본 연구는 남북한간 기대
임금 격차가 60% 수준으로 완화될 때까지 북한인구의 총 10%가 남한 지역으
로 이동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사회혼란비용은 다음과 같이 규
정될 수 있다.
F(x) = [(남한 1인당 기대임금 60% - 북한 1인당 기대임금) × 북한 지역 인구의 10%]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남한의 최저임금이 1인당 사회보장비용과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기대임금 대신 사회보장비용 변수를 사용하였다. 즉 사회혼란비
용은 일단 다음과 같이 규정될 수 있다. 여기서 남한의 인당 사회보장비용은 통
계청이 발표한 2050년까지의 GDP 대비 사회보장비용 비율 추이를 사용하
며,147) 북한의 1인당 사회보장비용은 남한과 동일한 GDP 대비 사회보장비용
비율에 통일 이후 남한으로부터의 사회보장비용 이전지출을 합산한 금액이다.
F(x)= [(남한 1인당 사회보장비용의 60% - 북한 1인당 사회보장비용)
× 북한 지역 인구의 10%]
본 연구에서 기대임금 대신 사회보장비용 변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를 통
해 북한 지역 GDP의 증감이 인프라 구축비용의 규모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모델상의 한계를 보정하기 위함이다. 즉 다른 조건이 같다면 인프라 구축비용
의 증가는 사회보장비용의 감소를 가져올 것이고 사회보장비용의 감소는 사회
혼란비용을 증가시켜 결국 통일한국의 GDP를 감소시킨다고 가정함으로써
146) 이영훈(2009), p. 12.
147) 박형수, 전병목(2009), pp. 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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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증감에 대한 사회보장비용의 영향을 반영하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
프라 투자는 경제성장률에 유의한 정(正)의 상관관계를 갖지만 사회보장비용의
증감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합치된 견해가 없기 때문에 불가
피하게 이러한 방식을 선택하였다.

그림 3-13. 경제통합방식별 인구이동 규모와 사회혼란비용
(단위: 조 원, 전 비용 대비 성장률 %)

자료: 저자 작성.

그런데 재정이전지출의 규모가 동일하다면 사회혼란비용은 당연하게도 사
회보장비용의 비율이 가장 큰 독일식으로 갈수록 감소하고 사회보장비용의 비
율이 가장 작은 특구식으로 갈수록 증가할 것이다. 이는 정책적 합의하에서 이
루어지는 인구이동의 억제라 할지라도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형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그런데 이는 단기적으로는 성립하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는 빠른 경
제성장률로 다른 통합방식에 비해 특구식에서의 GDP 증가가 더 빠르게 이루
어지고 결과적으로 1인당 사회보장비 역시 더 빠르게 증가해 결과적으로 사회
혼란비용이 특구식에서 더 작게 소요되는 모순에 부닥치게 된다. 즉 특구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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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갈수록 사회혼란비용이 더 커진다는 기본 가정에 위배되는 것이다. 또한 위
의 모형에서는 남한 지역의 사회보장비용이 북한 지역의 그것보다 월등히 클
경우에는 경제통합방식의 차이에 따른 사회혼란비용의 차이도 크지 않을 것이
다. 실제로 양측 지역에 동일한 GDP 대비 사회보장비용 비중을 적용한다 하더
라도 20배 이상의 경제 규모 차이로 경제통합방식별 차별화가 어렵다는 단점
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각 경제통합방식에 따라 달라
지는 가중치로 ‘인구이동압력계수’148)를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수식으로 표
현하면 다음과 같다.

(5) F(x)= (남한 1인당 사회보장비용의 60% - 북한 1인당사회보장비용) ×
인구이동 압력계수 × 북한 인구 10%
이론적으로 인구이동압력계수는 1보다 크면 인구이동 압력이 있음을 의미
한다. 본 연구에서 독일식과 혼합식 또는 특구식이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인구
이동을 통제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가중치로 인구이동압력계수를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특구식의 계수 5를 기준으로 독일식으로 이동할수록 인
구이동 압력이 통합방식별로 50%씩 감소하는 가중치를 적용한다.149) [그림
3-14]는 특구식(1,000조 원)의 편익 추정 과정에서 얻어진 통일 이후 2039년
까지의 남북한의 1인당 사회보장비용 추이다.

148) 이영훈(2009).
149) 이영훈은 북한/남한 임금비가 6.2%인 현재의 인구이동압력계수를 3.1, 남북한 소득 격차가 60% 수준으로
완화되는 경우의 계수를 1.2로 추정하였다. 계수가 1에 도달하면 인구이동 압력이 사라짐을 의미한다. 이영
훈(2009),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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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통일 이후 20년간 남북한 1인당 사회보장 비용 추이
(단위: 만 원, %)

자료: 저자 작성.

같은 기간 북한의 1인당 사회보장비는 통일 직후 35만 9,000원에서 2039
년에는 약 280만 2,000원으로 8배 가까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
간 남한의 인당 사회보장비는 302만 2,000원에서 756만 9,000원으로 약 2.5
배 가까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GDP 대비 사회보장비 비중이
17.9%에서 29.6%로 확대된 데 따른 결과이다. 남한의 경우 급속한 고령화와
더불어 사회보장비용 지출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북한의 1인
당 사회보장비는 같은 기간 남한의 11.9%에서 37.0%까지 증가하지만 2039
년까지도 60% 이하를 유지하고 있어 이로 인한 사회혼란비용의 지출이 지속적
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5) 경제통합방식 및 이전지출 변화의 이중적 효과
결과적으로 이렇게 경제통합방식의 변화와 재정이전지출의 확대를 동시에
고려할 경우 북한 지역의 생산성은 독일식에서 특구식으로 갈수록 높아지고 통
일비용이 200조 원에서 2,000조 원으로 갈수록 높아지게 된다. 반면 독일식에
서 특구식으로 갈수록 사회혼란비용은 증가하고 200조 원에서 2,000조 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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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투입비용이 높아질수록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성장률 정체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즉 특구식, 2,000조 원의 방향으로 정책조합이 이동하면 생산성과 성
장률이 높아지지만 사회보장비용 격차 증가(사회혼란비용 증가), 국가채무 증
가의 부정적 영향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3-15. 경제통합방식 및 이전지출 변화의 이중적 효과
(단위: 만 원, %)

자료: 저자 작성.

다. 적정 통일비용 추정결과
이상으로 본 연구는 통일의 직접비용(단 소멸성 비용 제외)과 간접비용(사회
혼란비용과 경제성장률 저감효과)을 모두 반영한 통일의 누적 순편익과 그때의
잠정적 적정 통일비용(소멸성 비용을 포함시키지 않은 적정 재정이전지출)을
모두 계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이제 적정 통일비용과 경제통합방식을 제시하
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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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누적 순편익 규모와 적정 통일비용
(단위: 조 원)

주: 세로 축 점선은 잠정적 예산제약선인 GDP 3.5%선임.150)
자료: 저자 작성.

[그림 3-16]은 각 경제통합방식과 이전지출비용별 누적 순편익을 나타낸다.
첫째, 통일의 누적 순편익은 특구식으로 갈수록 커지고 독일식으로 갈수록 작아
지는 경향이 있으며 차이가 매우 현저하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는 인프라 투
자비용과 사회보장비용의 비율, 경제통합방식별 생산성 가정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가정을 완화하더라도 이러한 경향은 유지될 것으로 예측된다.
둘째, 누적 순편익 극대화를 낳는 적정 통일비용은 독일식과 보완 2식에서는
1,000조 원(소멸성비용(J) 포함 시 1,040조 원)에서 나타났으며 독일식과 혼합
식, 보완 1식은 200조 원(J 포함 시 240조 원) 인근에서 나타났다. 이는 경제통
합방식이 독일식에 가까울수록 통일비용 투입이 통일편익 증대에 기여하는 비
중이 감소함을 의미한다. 즉 20년간 매년 10조 원 이상을 통일비용으로 투입할
경우 산출되는 통일편익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함을 의미한다. 이는 통
일편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한국정부의 정책수단이 그만큼 약화됨을 의미한다.

150) 재정이전지출 비용이 임계점(threshold)을 초과하게 되면 남한 지역의 잠재 성장률이 축소되면서 누적 순편
익이 감소한다. 한국의 재정능력을 감안한 적정 통일비용은 2030년까지 매년 GDP 대비 최대 4.0%(800
조 원) 이하에서 설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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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특구식이나 보완 2식의 경우에도 1,000조 원(매년 GDP 2.5%) 이상
을 통일비용으로 소모할 경우 북한 경제성장에 따른 편익보다 남한의 국가채무
증대에 따른 성장정체 효과가 커지면서 전체적으로 순편익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남한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하지 않은 범위에서 순편익을 최대화시
키는 비용은 1,000조 원이며 이에 따라 적정 통일비용은 소멸성 비용 40조 원
을 합산한 1,040조 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3-16]에서 알 수 있듯이 누적 순편익의 규모는 모든 이전지출비용하
에서 특구식이 최대가 된다. 이는 예측 가능한 시간 프레임에서는 인프라 구축
비용 증가에 따른 편익 증대 효과가 사회보장비용 감소에 따른 편익 감소 효과
(사회혼란비용)를 압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시간이 지날수록 빠른 성
장의 혜택은 결국 분배 몫의 증대, 즉 사회보장비용 규모의 증대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특구식 경제통합방식은 정책의 지향점일 뿐 그대로 실현될지에 대해서
는 많은 의구심이 따른다. 인구이동의 완전 통제는 통일의 기본정신에 위배되
며 물리적 통제에 따른 충돌과 인도주의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기 때문이
다. 따라서 현실에서 최선의 선택은 특구식이라기보다는 가급적 특구식에 다가
가는 어떤 방식(예컨대 보완 2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표 3-11]은 보완 2형의 누적 순편익, 남한의 현재 1인당 GDP 대비 북한의
1인당 GDP151) 등을 나타낸다.152) 통일한국의 정부가 보완 2형의 경제통합방
식(1,000조 원)을 성공시킬 경우 북한 지역의 1인당 GDP는 2039년 1,318.0
만원까지 상승해 현재(2015년) 남한 1인당 GDP의 약 42.8%까지 근접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2050년경에는 현재 남한 1인당 GDP의 62.2% 수준에 근
접해 북한 지역 주민의 소득이 비약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151) 통일 이후 남북한 지역의 인당 GDP가 동시에 변화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 지역의 1인당 GDP의 상대
적·절대적 수준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
152) 기존 문헌들에서도 북한 지역 1인당 GDP를 현재 남한 지역의 약 7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목표 소득별
통일비용을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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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같은 기간에도 남한 지역의 GDP는 지속적으로 상승해 2050년까지도
남북한 소득 격차는 최소 4배까지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남북한
소득 격차가 너무 커서 통일 후 20년간 1인당 GDP를 60~70%까지 좁힌 독일의
경우와는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1인당 GDP는 경제 규모와 인구 증감에
따라 결정되므로 통일 이후의 남북한 인구 변화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다.

표 3-11. 북한 지역 1인당 GDP 및 누적 순편익 추이(보완 2형)
(단위: 조 원, %)

구분

800

1,000

1,200

2039년

2049년

2039년

2049년

2039년

2049년

누적 순편익

701.7

1,644.6

703.8

1,604.0

663.9

1,456.6

인당 GDP

1,255.9

1,790.0

1318.0

1,849.7

1,377.7

1,908.8

인당GDP비(북/남)

40.8

58.2

42.8

60.1

44.8

62.1

주: 남한의 1인당 GDP는 2015년 현재.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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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정책적 시사점

1. 경제통합방식
2. ‘전환의 계곡’
3. 통일비용 조달
4. 통일외교

1. 경제통합방식
비용-편익 추정 과정에서 발견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독일식에서 특구식으
로 갈수록 누적 순편익이 커지고 반대로 경제통합방식이 독일식으로 갈수록 누
적 순편익의 크기가 작아진다는 점이다.
독일식과 보완 1식의 경우 통일비용의 대부분을 사회적 혼란을 줄이는 사회
보장비용으로 지출하여 통일비용이 작을수록 오히려 통일의 편익이 커지는 특
징을 보였다. 통일비용 지출을 늘려 남한 지역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수록 통일
이 편익이 줄어들었다.
한편 혼합식과 보완 2식, 특구식의 경제통합방식의 경우, 특구식으로 갈수
록 통일한국의 누적 순편익이 플러스가 되는 전환 시점이 빨라지고, 누적 순편
익(통일비용 지출이 완료되는 2049년 기준)의 크기도 커진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4-1. 시나리오별 전환시점 및 누적 순편익(2049년)
(단위: 조 원)

200
독일식
남한 GDP

특구식

독일식

3,049.1

북한 GDP

121.2

누적순편익

287.1

전환시점

혼합식

600

-

183.4

424.7

140.1

339.3

981.1

257.3

2027년 2026년

남한 GDP

혼합식

특구식

독일식

3,021.2

-

1,200
독일식

혼합식

1,000

210.8

독일식

2949.3

475.3

155.8

176.5

233.9

521.1

315.0 1,098.2 179.2

259.6 1,172.2

2028년 2025년

2031년 2025년

-

혼합식

2,000
특구식

독일식

2844.9
542.9

특구식

2987.8

1,600
특구식

혼합식

혼합식

특구식

2743.4

북한 GDP

163.0

244.6

264.7

585.1

189.3

283.8

626.1

누적순편익

95.8

187.0 1,162.4 -214.4 -102.1

998.1

-531.0 -398.4

8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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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계속
(단위: 조 원)

1,200
독일식
전환시점

2060년
이후

혼합식

1,600
특구식

2032년 2024년

독일식

혼합식

2060년 2060년
이후

이후

2,000
특구식
2024년

독일식

혼합식

2060년 2060년
이후

이후

특구식
2023년

주: 전환시점은 누적 순편익이 처음으로 +가 되는 시점.
자료: 저자 작성.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통일한국의 순편익 극대화만이 아니라 남북한 지역
간 소득 격차 완화 차원에서도 독일식보다 특구식을 지향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하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통일비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 기반을 제공한다는 측
면에서 통일한국의 순편익 극대화를 적정 비용 추정의 기준으로 삼았지만 남북
한 소득 격차 완화 역시 우리가 통합 과정에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이다. 현저한 소득 격차를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남과 북의 정치적·사회문
화적 통합에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본 연구의 추정에 따르면 적정 통일비용인 1,000조 원(소멸성 비용
포함 1,040조 원)을 20년간 투입한다고 가정할 때 독일식으로 갈수록 남북한
소득 격차 완화 효과는 낮았으며 특구식으로 갈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리고 이러한 효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확대되었다. 독일식은 분배를, 특구
식은 성장을 우선한 경제통합방식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은 통일의 경우에도
‘선성장, 후분배’의 경제개발 원칙이 적용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표 4-1]이 보여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남북한 소득 격차 완화가 중
요한 목표이기는 하지만 동서독 수준의 과도한 목표를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표 4-1]에서 보듯이 특구식에서도 남북한 소득 격차는 2039년에 가
서도 34% 수준까지로밖에 완화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만일 특구식 경제
통합의 원칙을 완화시킨다면, 예컨대 보완 2 방식을 선택한다면 남북한 소득
격차는 25% 수준까지로밖에 완화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현실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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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경제통합방식별 남북한 1인당 GDP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통일 후 한 세대 이상이 지나더라도 동서독과 같은 수준의 소득 격차 완화는 불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사실 현재 남북한간 소득 격차를 감안하면 이러한 추정치는 당연한 결과로
보아야 한다. 독일의 경우 통일 당시 동서독 간 소득 격차가 30% 수준이었기
때문에 다소 무리가 있었지만 단기간에 60~70% 수준으로 좁히는 데 성공할
수 있었다.153) 그러나 현재 북한의 1인당 GDP는 한국은행의 공식통계에 따르
더라도 남한 대비 최대 5%에 불과한 실정이다.154)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 수준
의 소득 격차 해소를 인위적으로 달성하려 든다면 경제적 재앙이 초래될 수밖
에 없을 것이다.
더욱이 인위적인 소득보전을 통한 소득 격차 완화는 북한 주민들을 심리적
으로 통합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으나 자기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남한 주민
들에게는 오히려 새로운 심리적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 나아가 동독의 경험
153) 김영윤(1998), p. 140.
154) 이는 북한의 1인당 GDP가 1,000달러로 가정할 때 그렇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북한의 1인당 GDP는
400달러 정도라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의 의견이다. 이렇게 보면 현재 남한 대비 북한의 소득수준은 2%에
불과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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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보듯이 인위적 소득보전은 북한 지역의 자생적 경제성장 동력을 약화시켜
오히려 통일 과정을 장기화시킬 소지도 다분하다.155)
이러한 점은 소득 격차 해소를 통합의 목표로 내거는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앞서 독일통일 경험에서 살펴보았듯이
서독이 인위적 소득보전 정책을 펴게 된 것은 통일독일에서 치러지는 첫 선거
에서 동독 주민들의 표를 얻으려는 당시 기민당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밀접히
맞물려 있었다. 이는 통일 후 치러지는 첫 번째 선거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는가
가 통제 가능한 통합과 통제 불가능한 통합을 가르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
임을 시사한다.
요컨대 통일 상황이 도래했을 때 한국정부는 가급적 독일식 경제통합을 지
양하고 특구식 경제통합을 지향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 된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 지역에서 남한 지역으로의 노동력 이동을 극도로 통제하는 특구식 경제통
합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사실 특구식 경제통합은 상
당 기간 노동력의 대량 남하를 물리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의 대량 남하가 발생하는 경우 인명 피해를 비롯한 인도주의적 문
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한국은 국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무엇보다 동족의 남하를 물리적으로 막는 것이 과연 통일의 기본정신
에 부합하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통일 상황 발생 직후 북한에 가
급적 빨리 사유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적정 통일비용으로 추정된
540조 원에서 인프라 구축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을 가급적 낮추지 않으면서 인
구이동 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적 소득보전 외의 경
제적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소유권이다.
우선 주택과 개인 텃밭에 대한 소유권을 허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영업에
155) 예컨대 인위적 소득보전에 따라 북한 지역의 임금과 소비수준이 높아질 경우, 북한 지역을 생산기지로 삼
으려는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될 수 있으며, 또한 북한 주민들을 판매 대상으로 하는 값싼 소비재 생산기
업과 농업이 자생력을 가지기 어렵게 된다. 이상근(2011), pp. 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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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제도적 보장과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우대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가장
민감한 부분은 협동농장과 국영기업에 대한 소속 농민 및 노동자들의 경제적
권리를 어느 정도,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허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만일
러시아 사유화 과정에서처럼 바우처(주식 매입권리)를 일괄 배분하게 되면 대
부분의 바우처가 현금 동원능력이 있는 극소수나 한국 및 외국 자본에 집중되
면서 소유권 허용에 따른 인구이동 압력 완화 효과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반대로 모든 사람에게 일괄적으로 기업 소유권을 분할 배분하게 되면 북한 지
역에 대한 투자 유인이 떨어져 장기적으로 북한 지역 재건에 필요한 자본 조달
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북한 지역 소유권 조정 문
제에 대해 미리 면밀한 연구에 착수해야 한다.
다음으로 통일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세밀한 이주정책을 마련하고 관
련 대책을 세워두는 것도 중요하다. 대표적으로 직계가족을 중심으로 이산가족
의 남하와 재결합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그중 경제활동인구에 속하는 사람들
은 한국의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영구 거주자, 반(半)거주자 등으
로 분류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북
쪽에 거주하는 이산가족의 연령별·계층별·직업별 현황을 미리 정밀하게 파악
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주거 문제, 교육 문제, 복지 문제를 비롯하여 이산가족
들의 남한 거주에 필요한 종합 대책이 미리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준비
가 없는 상황에서 이산가족들의 남하가 시작되면 한국의 경제와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공산이 크다.

2. ‘전환의 계곡’
2010년 8월 KBS 남북협력기획단이 실시한 <국민 통일의식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은 통일과 관련하여 통일비용 지출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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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고 있다.156) 또한 국민의 대다수인 75.4%가 통일비용에 대한 개인부담
에 반대하거나(41.8%) 연소득 1% 미만의 부담에만 찬성(33.6%)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2. 통일에 대한 우려사항
(단위: %)

통일비용

사회혼란

정치군사적 혼란

대량이주

국제관계의 혼선

문화적 차이

40.4

29.0

16.2

12.5

1.9

0.3

자료: KBS 남북협력기획단(2010), p. 34.

표 4-3. 통일비용 개인부담 의사
(단위: %)

개인부담 찬성
개인부담 반대

연소득의
1% 미만

연소득의
1~5% 미만

연소득의
5~10% 미만

연소득의
10% 이상

41.8

33.6

19.5

4.0

1.1

자료: KBS 남북협력기획단(2010), p. 39.

그런데 본 연구가 추정한 적정 통일비용인 1,040조 원은 20년간 매년 한국
GDP의 2.5~3%가량을 북한에 지원하는 것과 같은 금액이다. 더욱이 통일비용
지출에 따라 한국의 국가채무는 2015년 현재 38% 수준에서 2039년 86% 수
준으로 뛰어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실제 통일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사
회는 통일비용 지출을 둘러싸고 매우 격렬한 사회적 갈등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문제는 통일 상황 발생 시 한국정부가 직면하게 될 가장
중요한 정책적·정치적 도전이 될 것이고 자칫하면 필요한 적정 통일비용 조달
에 실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동유럽 체제전환 과정에서도 통상 ‘눈물의 계곡’ 혹은 ‘전환의 계곡(valley
156) 이 조사는 전국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7명을 상대로 한 휴대전화 설문조사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 ±3.1%이다. 조사 기간은 2010년 8월 2~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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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ransition)’으로 알려진 유사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즉 점진적 경제개혁
(gradual reform)은 적은 고통을 수반하지만 경제적 성과 역시 크지 않은 반
면, 급진적 경제개혁(radical reform)은 격렬한 고통을 수반하지만 그 열매는
그만큼 크다는 것이다.157) 이는 남북한 통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통일비
용의 지출은 단기적으로 한국 국민들의 편익을 감소시키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그것을 더욱 증대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림 4-2. 통일의 누적 순편익과 ‘전환의 계곡’

주: 순편익 B = 통일편익 - 통일비용 = 통일한국 GDP - 통일 전 남북한 GDP 합.
자료: 임현진, 정영철(2011, p. 15)을 참고하여 확장 재구성.

[그림 4-3]은 혼합식 경제통합을 상정하고 100조 원에서 적정통일비용인
1,400조 원까지 100조 원 단위로 통일비용을 증가시켰을 때 비용별 누적 순편
익이 플러스로 전환되는 시점(K)과 누적 순편익의 크기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에서 보듯이 ① 전환의 계곡이 끝나는 시점은 적정 통일비용에서 멀어질수록

157) 아담 쉐보르스키(1997), 역자: 임혁백(2010). 이에 대한 비판으로는 Popov, V.(2000)를 참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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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을수록) 빨리 찾아오는 반면, 적정 통일비용에 근접할수록 늦게 찾아온다.
또한 ② 전환의 계곡의 깊이(고통) 역시 적정 통일비용에서 멀어질수록(작을수
록) 얕은(작은) 반면 근접할수록 깊어진다(크다). 그러나 반대로 ③ 전환의 시점
을 지난 이후 열매(누적 순편익)는 적정 통일비용에서 멀어질수록(작을수록) 작
고 근접할수록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3. 혼합식 비용별 ‘전환의 계곡’과 누적 순편익
(단위: 조 원)

자료: 저자 작성.

이처럼 적정 통일비용을 지불하는 것과 그것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확보하
는 것은 쉽게 조화되기 어려운 딜레마의 관계에 있다. 사실 이것을 완벽하게 해
결할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동유럽 체제전환 과정에서는 이른바 ‘포고령 정
치(politics of decree)’로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억누르는 방식으로 이 문
제에 대처했지만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최대한의 설득을 통해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내는 방법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결국은 정치적 리더십과 우리 사회의 성숙도가 중요한 것이다. 물
론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통일비용 조달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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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일비용 조달
통일재원의 조달은 무엇보다도 순서가 중요하다. 통일 전에는 기금을 조성
하여 초기비용에 대비하고 통일 후 비용이 구체화된 후 예산 절감, 남북협력사
업, 채권 발행, 세금 인상, 금융기관 및 해외 차입 등의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158)
통일이 가시화되면 먼저 통일준비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기금의 대략적인
규모가 결정되면 50%는 중앙정부가 직접, 나머지 50%는 차입으로 충당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통일환경 조성비용을 위한 유일한 재원인 남북협
력기금을 통일준비기금의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다. 남북협력기금의 재원은 정
부 및 민간 출연금, 재정융자특별회계 및 금융기관 등의 장기차입금, 국채관리
기금 예수금, 기금 운용수입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부에서는 남북협력기금
의 적정 수준으로 연 적립금의 최대상한을 GDP의 3%로 제시하고 있으나159)
현실적으로는 매년 GDP의 1% 정도가 적당한 것으로 보인다. 너무 많은 적립
금은 생산적인 분야의 재원 투입을 축소시키기 때문이다.
이 외에 국제구호기금을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통일 이후 국제기
구의 통제 아래 무이자 혹은 낮은 이자의 차관을 조건으로 공적개발원조를 도
입하는 방식이다. 이미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에는 대북지원금이
존재한다.
통일 이후에는 준비된 기금을 사용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여분의 재원을 확대
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예산 지출을 절감해야 한다. 세금·국채 등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국방비 감소분을 통
일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예산 절감으로 재원 마련하는 방법이 있다. 2016년
국방비 예산은 38조 8,000억 원으로 예산 지출의 약 10%를 차지160)하는데 이
158) 양운철(2006); 전상진, 강지원, 원진실(2007); 신동천, 이은국, 오재록(2008), p. 36.
159) 신동천 , 이은국, 오재록(2008), p.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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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비 예산을 절반으로 줄이면 예산지출의 5%(2016년 약 19조 원)를 재원으
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외에 재량적인 경제성 지출을 줄이거나 장기적
으로는 연금 수급연령 조정, 건강보험 개혁 등을 통해 의무적 지출도 합리적으
로 증가를 억제하는 방법이 있다.
둘째, 남북한 협력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하는 방법으로
재원을 일부 충당할 수 있다. 남북한 협력사업은 장기적으로 북한경제를 시장
경제에 적응하게 하고 효율성을 높여 통일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구체
적으로는 통일 이후 자유무역지구 등 북한에 진출하는 기업에 부담금 또는 기
금을 출연하거나 국내외 자본으로부터 북한 지역 개발권에 대한 징수금을 걷는
방식이 적당하다.
셋째, 국공채 발행은 정치적으로 재원 마련이 비교적 쉬운 방법이나 재정건
전성을 위해 가급적 자제할 필요가 있다. 통일이 발생하지 않아도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의 규모가 2050년 100%를 초과하여 성장이 저
해되고 재정위기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 국가부채가 누적되면 국가신인도가 저
하되고 자본 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재정과 시장 자금흐름 안
전화를 위해 저리의 장기채권을 발행해야 하지만 이미 다양한 국채가 발행되고
있어 통일국채의 인기가 낮을 수 있다.161) 결국 향후 통일에 대비해 현재 GDP
의 35% 수준인 국가채무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넷째, 세금 인상을 해야 할 경우 독일식 연대세(solidarity surcharge)를 모
델로 삼아 가능하면 넓은 세목과 세원에서 낮은 세율로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소득세·법인세·재산세·부가가치세 등 넓은 세원을 가진 세목에 추가세
를 징수하는 방법이 있으나 가급적이면 세원이 넓은 부가가치세를 활용할 필요
가 있다. 현재 한국의 부가가치세율은 10%로 OECD 평균인 18%보다 낮은 수
준이다. 부가가치세는 세원이 넓기 때문에 작은 세율 인상으로도 많은 세수입
160)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2016년 예산(http://www.budget.go.kr/front/web/datas/data05.jsp, 검색일: 2016.
8. 16).
161) 양운철(2006), p.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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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걷을 수 있고 또한 경제활동을 비교적 적게 왜곡하는 장점이 있다.
세금 인상은 통일 후 가능한 늦게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초기에는 주로
이미 준비한 통일기금과 국채를 활용해야 한다. 세금 인상 자체가 경제에 주는
충격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세금 인상의 규모나 방식은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해외자본 차입이다. 통일비용이 예상보다 더 커질 경우 해외에서 조
달하는 방법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제기구 및 주변국들로부터
지원을 확보하고 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방법이다. 해외에서 재원을 조달할 경
우 국제민간기구의 상업차관, 국제금융기구의 저리융자, 외화채권 발행, 프로
젝트 파이낸스(PF), 공적개발원조(ODA), 양허성(concessional) 자금지원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다. 또한 정부가 동북아 개발은행을 설립하여 통일비용을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참여비용으로 충당하는 방법도 있다.162)
요컨대 통일 초기에는 통일기금으로, 통일 이후 중장기적으로는 국공채, 조
세, 해외자본 차입 등을 이용하는 순서로 통일비용을 조달할 수 있다. 통일 전
조성된 통일기금으로 식량공급, 기초생활보장 등 위기관리에 대처하고, 이후
통일비용이 좀 더 구체화된 후 국공채, 조세 등으로 사회복지, 경제 재건의 비
용을 마련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표 4-4. 통일비용 조달방법
방법
통일준비기금
예산 지출 절감

시기

내용

통일 이전 50%는 중앙정부가 직접, 나머지 50%는 정부차입으로 충당
국방비 감소분을 통일비용으로 사용하고 비효율적인 예산을 절감

남북한 협력사업 부담금 통일 이후 남북한 협력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 부담금을 징수
국공채 발행

현재 GDP 대비 국가채무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

162) 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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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계속
방법
세금 인상
해외조달

시기

내용
독일식 연대세(solidarity surcharge)를 모델로 삼아 가능하면

통일 이후 넓은 세목과 세원에서 낮은 세율로 재원을 마련
해외자본 차입

자료: 저자 작성.

4. 통일외교
그간 우리 사회에서는 통일 방식을 둘러싸고 ‘급진적 통일 대 점진적 통일’의
논쟁이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통일 상황 도래 이후 경제통합 문제와 달리 통일
이 도래하는 방식 자체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
또한 국민 대다수가 급진적 통일보다는 점진적 통일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 사
실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급진적 통일의 상황이 도래했을 때 통일을 회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방식의 통일이든 통일의 상황이 도래했
을 때, 그 기회를 거머쥘 수 있는 준비가 우리에게 돼 있는가 하는 점이다.
통일의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내부적으로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과 함께 통일외교가 중요하다. 왜
냐하면 한반도의 분단이 비단 남북한간 이념적 대립의 산물일 뿐 아니라 국제
냉전관계의 산물이듯이 통일 역시 민족 문제인 동시에 국제 문제이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한
국이 통일을 밀고 나가 성공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 더욱이 만에 하나 북한체
제가 붕괴하여 한반도 북부가 힘의 공백 상태에 빠지게 되면 한반도는 통일이
아니라 중국의 영향권과 미국의 영향권으로 재분단될 소지가 다분한 것이 현실
이다.163) 주변 강대국을 상대로 한 통일외교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163)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들은 대체로 한반도 통일보다는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

제4장 정책적 시사점 • 113

또한 북한 주민들이 한국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갖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
하다. 설사 한국이 통일을 바라고 주변 강대국들이 모두 통일을 지지하더라도
북한 주민들이 한국과의 통일을 반대한다면 통일은 달성되기 어려우며 설사 강
압적 방식으로 정치적 통일이 부과되더라도 진정한 남북 통합을 위해서는 천문
학적 비용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강압적 통일은 내전으로 귀결될
소지도 없지 않다. 남북관계가 악화되더라도 북한 정권과 주민을 분리하고 북
한 주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지속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른바
‘북한 급변 사태’는 급진적 통일의 필요조건은 될 수 있을지언정 충분조건은 아
니며 통일의 기회를 실제 통일로 귀결시키기 위해서는 국제적, 남북관계 차원
에서 미리 철저한 준비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다. 우선 미국과 중국은 통일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초래될 미중 갈등과 동북아의 안보 불안정을 우려하며
나아가 통일한국이 누구의 영향권 아래 들어올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한반도 통일에 미온적인 입장이다.
일본은 이러한 우려에 더해 통일한국이 자신의 경쟁국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상 유지를 강
하게 선호하는 입장이다. 일본이 냉전 시기에도 남과 북 모두와 관계를 맺는 ‘두 개의 한국(Two Koreas)’
정책을 추진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러시아 역시 남북한이 분단되어 있어야 한반도에 외교적으로 개입할 여
지가 더 크다고 보고 분단 상황의 현상 유지를 선호하고 있다. 문태성(2006), pp. 293~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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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Temporary Separate Oper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n
Economies after Unification:
Economic Necessity and Legal Validity
LIM Soo Ho, CHOI Jang Ho, MIN Jun Gyu, LEE Sang Min, and CHOI Yoojeong

This study is an introduction to research on “Temporary Separate
Oper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n Economies after Unification,”
which is the third-year theme of KIEP’s on-going Medium-Term and
Long-term Unification Study. The temporary separation operation plan is
a newly emerging approach for the economic integration of the two
Koreas. In order to gradually promote economic integration after political
unification, it will be necessary to separately operate some sectors of the
economy of North and South Korea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The policy focus is to prevent large-scale migration of the North
Korean labor force to the South after unification. To provide economic
incentives could be an effective policy alternative since physical
interception to prevent the migration is not a desirable option.
However, the economic incentive in this case cannot be an artificial
increase in income as seen with the German unification process.
Regarding this dilemma, the KIEP Medium-Term and Long-term
Unification Study seeks to provide alternatives through concrete
institutional design in three sectors: labor and social welfare; monetary,
financial and fiscal policy; and state property management policy. This

study provides theoretical support for the studies related to the specific
design of the system by identifying the economic necessity and legal
validity of the temporary separation operation.
This study consists of two independent studies. First of all, Chapter 2
deals with the legal validity of the temporal separation operation.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scope and limitations of the autonomous rights of
a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AR) in North Korea, the constitutionality
of segregation of the North and South Korean labor markets, and
prospective ways to confirm the people’s sovereign opinion. First, in
relation to the autonomous rights of an SAR, this paper specifies in detail
the scope and limit of powers that can be granted to an SAR in North
Korea in terms of executive power, legislative power, and jurisdiction, in
accordance with the current Constitution, laws and ordinances.
Secondly, regarding the constitutionality of separation of the North and
South Korean labor markets, measures such as the limitation of North
Korean residents relocating to South Korea, an employment permit system
for North Korean workers, or the setting of discriminatory minimum wages
for North and South Korea are likely to violate the essential principles of
fundamental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However, such
measures could be accommodated if it is recognized that the separation of
the labor market is aimed at preventing "clear and existing risks" to the
national economy, and if efforts are made to ensure basic rights, such as by
limiting the separation period, and supported by a national consensus.

Finally, it is suggested that the referendum system would be preferable
when it comes to confirming the sovereign intent of the people, which is
a procedure that must be followed in order for the temporary operation
of the two Koreas’ economy after unification. Our recommendation is
based on the fact that this involves an important policy matter that can
have a profound effect on all areas of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which can thus cause serious restrictions on the basic rights of
residents in North Korea, and how it would take a considerable amount
of time to form a unified National Assembly.
In conclusion, it is true that this plan for the temporary separate
operation of the two Koreas involves many issues which could bear
relation to infringement of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and thus
become subject to judgments by the Constitutional Court. However, it is
pointed out that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is an unprecedented event
involving political, ethical, cultural, social, economic, and constitutional
issues that cannot be determined in advance, meaning that unification
policies are likely to be carried out under the highest degree of political
commitment.
Next, Chapters 3 and 4 address the economic need for temporary
separate operation. First, Chapter 3 deals with the economic necessity
of temporary separate operation. This paper shows that the gradual
integration method (the "Special Zone Model") through the temporary
separate operation could be a way to maximize the economic benefits

of the unified Korea. More precisely, we estimated the appropriate cost
of unification and mode of economic integration to maximize the net
benefit of unification.
These unification costs are defined as the sum of the potential growth
rate reduction effect (direct cost) and the social disruption cost (indirect
cost), which is followed by Korea's fiscal transfer expenditure and
increase in the national debt.
Considering the financial transfer expenditure and the potential
growth rate decrease, the GDP of the unified Korea is calculated by
subtracting indirect costs from the GDP of North and South Korea. The
benefit of unification is obtained by subtracting the sum of GDP from the
two Koreas from the GDP (GDP of the unified Korea) of when South and
North Korean remain divided. According to the freedom of movement of
production factors, the South and North Korean economic integration
system has established five integration methods that range from a fully
open system in the manner of Germany to a completely closed type. In
addition, each of the integration modes are defined as the composition
ratio of infrastructure construction cost (I) and social security cost (S)
among financial transfer expenditures.
As a result, the unification cost that maximizes the cumulative net
benefit for 20 years after unification was calculated as 1,000 trillion
won. This figure presumes that 2.5% of Korea's GDP (based on 2020
figures) is invested annually for 20 years. While Korea's national debt to

GDP ratio will rise to 71% by 2039, this is regarded a level that Korea
can afford to bear.
In Chapter 4, we derive implications for estimating the appropriate
cost of unification. First, the economic integration method maximizing
the cumulative net profit is a special zone model. In addition, the effect
of mitigating the income gap between the two Koreas is also greater
when proceeding with a special zone model than with the German
model. However, even in the best case, the income gap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s not expected to be reduced any further than the
income in the North rising to 34% of South Korean levels by 2039.
Meanwhile, this study shows that the point where the cumulative net
benefit becomes positive will arrive faster as we spend less than the
appropriate cost of unification, and that the level of decrease in
short-term benefits for Korea also shrinks in this case, but that the net
benefit for after this point decreases as well. On the other hand, as the
actual amount of expenditures approaches closer to the appropriate
reunification cost, this point arrives later and short-term benefits fall by
a larger level, but the net benefit after this point of time increases. In
order to wisely overcome the valley of transition where the net benefit
temporarily falls into the negative after the economic integration of the
two Koreas, measure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effective financing
plans must be taken to bring about a national consen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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