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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언
한반도 통일은 우리 민족의 오랜 염원으로 남북한의 경제적 번영과 동북아 안정
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북한은 국제사회의 우려와 강화된 제재에도 불
구하고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긴장된 국
면 속에서 남북한의 교류협력은 완전히 중단되었으며, 통일준비에 쏟아야 할 에너
지가 분산되면서 한반도 통일의 동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흔들리지 않고 통일의 구체적인 비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꾸준히 모
색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KIEP는 지난 4년간 중장기 통일연구사업을 통하여 한반도 통일에 대한 심도 있
는 연구를 계속해왔습니다. 2014년에는 ‘통일편익비용 분석과 남북한 경제통합방
안’ 프로젝트를 통하여 한반도 통일이 한국과 주변 4강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분
석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북한 개혁개방 지원과 해외 통일재원 조달방안’ 프로
젝트를 추진하여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하였습
니다. 2016년에는 ‘통일 후 남북한경제의 한시분리운영방안’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통일 이후 남북한 경제를 일정 기간 분리운영하는 방안을 노동·사회복지, 통화·금
융·재정, 국유재산 관리 등 세부 분야별로 나누어 도출하였습니다.
2017년은 4년에 걸친 중장기 통일연구사업을 마무리하는 해로서 2016년 연구
주제의 연장 선상에서 분야별 남북한의 통합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2016년의 연
구목적이 통일 후 남북한 경제를 한시적으로 분리운영하여 혼란을 최소화하고 경
제성장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었다면, 2017년의 연구목적은 남북한이 성
공적으로 분리운영 기간을 거친 후 주요 분야별로 안정적으로 통합을 추진할 방안
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금융·재정, 산업·인프라 분야의 통합방안을 마
련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아울러 통일의 경제적 효과를 보다 현실성 있게 추정하
기 위해 통일경제의 통합추정모델을 개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1년간 연구에 참여해주신 북한 전문가들의 노고에 진

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아울러 이 프로젝트를 총괄한 임수호 통일국제협력
팀장, 최장호 부연구위원, 김범환 연구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개 연구
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심의위원들께도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비록 지금 남북한관계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번 연구가 진일보한 통일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통일을 향한 열망을 차근차근 현실로 만들어가는 주춧
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준비된 통일을 지
향하는 우리의 모습을 국제사회에 인식시켜 남북한이 화해와 협력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7년 12월
원장 현 정 택

국문요약
본 연구는 남북한 경제통합과 통일이 남북한 산업구조 재편과 북한의 산업 발전
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제의식하에, 통일 이후 경쟁력 있는 한반도 산업지도
를 그리고, 북한지역의 산업 재건과 성장 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남북한 경제통합과 통일 이후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질적인 남
북한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구조로 조정할 필요가 있
다. 즉 경제력 격차와 제도의 성격이 차별화된 남북한 산업을 합리적으로 구조 조정
하여 통일 산업구조를 만들어내고 북한지역에 성장 가능한 산업을 육성해나가야
한다.
이 연구는 남북한 산업의 특성과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통일 산업구조 재
편방안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특히 북한 산업의 실태
와 산업정책, 산업구조, 남북한 산업 경쟁력 및 전후방 연관관계 등을 분석하여 통
일 이후 한반도 산업구조와 유망산업의 육성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북한의 산업: 실태와 전망
북한의 산업정책은 ① 해방 이후 사회주의적 개조를 통한 산업구조 재편과 심화
기(1945~80년대) ②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3대 제일주의 이행기(1990년대)
③ 산업의 정상화 모색기(2000년대) ④ 김정은 시대(2010년대)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다.
첫째로 북한은 해방 이후 사회주의적 소유에 기초한 계획경제체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북한은 특히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국토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경제발전
노선에 관한 일련의 논쟁을 거쳐 중화학 우선의 산업정책을 지속한다. 이 기간 북한
의 산업구조는 중공업 우선정책의 영향으로 2차 산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된 반면 농
업과 상품유통 분야의 비중은 하락세가 이어졌다.

둘째로 1990년대 북한의 산업은 경제위기의 여파로 크게 위축되어 생산성이 급
격히 저하되었다. 1990년대 북한을 ‘고난의 행군’의 고통으로 몰아넣은 경제위기
는 전력생산 감소와 원유, 석탄 등 에너지난으로 이어지며 생산 단위의 가동률이 급
격하게 위축되는 원인이 되었다. 북한은 이와 같은 극심한 국가위기 상황을 극복하
기 위해 3대 제일주의, 즉 농업제일주의, 경공업제일주의, 무역제일주의를 전면에
내세운다. 이 기간 북한의 산업구조는 경제위기를 관통하며 중화학공업이 축소되
고 서비스업이 확대되는 변화를 가져왔다.
셋째로 2000년 이후 북한은 극단적인 경제위기에서 조금씩 벗어났다고 판단된
다. 다만 1990년대 중반의 경제위기가 가져온 흔적, 즉 에너지 부족, 공장 및 기업
소 가동률의 둔화, 시장의 확장 등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아 산업의 정상화에 걸림
돌로 작용하였다. 북한은 2000년대에 들어서며 대외관계, 특히 남북관계를 발전시
킴으로써 남한의 차관과 원조를 경제위기 극복에 활용하였고 경제특구를 통한 외
자유치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 기간 북한은 ‘4대 선행 산업부문’, 즉 석탄, 전력, 철
도·운수, 금속·기계산업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넷째로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산업정책은 핵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에 따른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인하여 외부의 수혈보다는 내부자원의 동원과 효율성의 제
고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김정은체제는 2016년 5월 개최된 제7차 당대
회를 통해 인민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산업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경제건설 및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근본적
인 문제해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북한의 산업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그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첫째로 국
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요인’에 따른 산업정책의
변화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외부로의 제재가 지속되고 중국과의 무역에 일정
한 한계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와 같은 산업구조의 왜곡현상은 지속

내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로 향후 북한의 산업정책은 선행 산업부문의 정상화와 내부 효율성의 증대
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특히 4대 선행 산업부문, 즉 석탄, 전력,
철도·운수, 금속·기계 부문의 정상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북한은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신규투자를
강화하기보다는 내부자원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로 외부의 투자와 북·중 경제협력이 상당 부분 제한된 상황에서 계획경제와
시장의 딜레마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한반도 안보위기와 북·중 교역의
제한 등 대외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국내에서 시장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공공부문의 시장 진출과 사금융의 발전, 다양한 장사업종의 등장 등으
로 국가의 동원과 통제에서 벗어난 공간이 확대되며 국가의 계획과 시장 사이에 갈
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통일 한반도의 산업 재편 방향
제3장은 통일 한반도의 산업 재편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세계
경제 및 산업의 새로운 경향 전망과 함께, 이것이 통일한국의 산업 재편에 시사하는
점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남한 성장 주도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과제와 북한
주요 산업의 문제점과 발전 과제를 살펴본 후, 통일 한반도의 산업구조 재편 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세계 경제와 산업의 새로운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국 경제의 부상,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형성, 4차 산업혁명 등 융복합 기술개발의 중요성에 주목
해야 한다. 중국 경제는 2000년대 이후 더욱 두드러진 발전을 보이며 현재 미국과
함께 G-2로 부상해 있다. 1978년 제12기 3중 전회에서 덩샤오핑의 역사적 노선전
환 이후 중국은 연평균 약 10%의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2017년 현재 GDP 11조

7,953억 달러를 기록하며 명실상부한 G-2로 부상했다. 교역규모 역시 2015년 3
조 6,576억 달러로 미국의 3조 6,426억 달러를 넘어 1위를 기록했고, 외국인 투자
와 외환보유액 등에서도 증가세를 유지하며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성장해 있다.
다음으로, 세계 경제와 산업의 새로운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형성이다. GVC란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단계가 여
러 단계로 분화되고, 각 단계가 어느 한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든 상관없
이 비용 경쟁력이 있는 국가에서 발생하며, 단계별로 가치가 창출되는 새로운 생산,
무역의 패러다임을 의미한다. 즉 재화무역(trade in goods)에서 업무무역(trade
in tasks)으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중간재 무역 비중의 확대 경향은 이런 변화
의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개별 국가는 최종재 생산에서 비교우위가 있느냐가 아니
라 가치사슬상 어떤 단계에서 경쟁력이 있는 업무에서 비교우위가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이와 함께 인류는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1차 기계혁명, 2차
에너지혁명, 3차 IT혁명의 시대를 지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해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성(Hyper-Connected)’, ‘초지능화(Hyper-Intelligent)의 특
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 “모든 것이 상호 연결되고 보다 지능화된 사회로 변화”하는
등 인류를 한 걸음 더 진화·발전시켜 갈 것으로 전망된다.
남한의 성장 주도산업은 국내외 시장에서 성숙단계에 진입하면서 성장세가 둔화
및 감소한 가운데 세계 경제의 성장률 둔화와 국제 경쟁력 약화, 중국을 비롯한 후
발국의 추격 등으로 국내 생산 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자동차와 정보통신기기,
섬유, 가전 등이 대표적인 산업이므로 한국의 주요 산업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① 노동의 경쟁력 제고와 생산성 향상 ② 성장 잠재력 확충과 내수시장 확대를 통한
신규 수요 창출 ③ 원재료 조달의 안정성 확보와 생산기지와의 근접성 제고 ④ 친환
경, 융합기술, 제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수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R&D 확대 등

에 역량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의 노동력과 토지, 남한의 자본과
기술 등이 상호 보완적으로 협력하고, 경협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진다면
한국 경제에 신성장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북한의 산업은 2000년대 이후의 회복세가 최근에도 지속되고 있다. 김정은
체제에 들어 에너지 부문에 대한 자원배분을 늘리고 있으며, 과학기술 중시와 국산
화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북한 경제는 식품가공을 중심으로 한 일
부 소비재와 경공업 부문뿐만 아니라 기계와 ICT 등 중화학공업을 포함한 제조업
과 서비스 부문 등 산업 전반에서 생산이 늘어나고 있다. 북한의 대외무역 가운데
10대 수입품목에서 전기기기와 기계류, 차량 및 부품 등의 자본재를 비롯하여 섬유
류의 수입이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북한의 산업은 농림어업과 광공업 부문에 편중
되어 있으며, 성장주도 산업이 부족하다. 또한 전력과 에너지, 철도·도로망, 통신망
등의 SOC 시설은 매우 낙후되어 있어서 시설 확충과 개보수가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북한 경제가 회생하고 지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① 성장주도 산업의 발굴·육
성 ② 생산 및 공급 능력 확충을 위한 투자 재원 조달 방안 마련 ③ SOC 시설 확충
을 통한 성장 잠재력 확대 ④ 성장과 복지의 동시 발전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차
원에서의 노동집약 산업 육성 ⑤ 특구 및 지역특성화 산업단지를 통한 수출 및 기간
산업 육성 등을 지적할 수 있다.
향후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산업협력 및 산업구조 재편 방향은 단기적으로는 북
한 경제의 조기 회생 및 산업 정상화 실현에 초점을 두는 한편 남한에게는 분업구조
구축을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로 남북한 모두 상생(win-win)의 효과를 거두는 데
두어야 할 것이다. 이는 한반도의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협력 확대, 나아가 중장기
적으로는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과 남북한 경제통합은 물론 동북아경제권 형성과의
연계도 염두에 두고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지역의 경우 대부분의 산업에 대
해 광범위하고 강력한 구조조정과 함께 대규모 투자를 집행해야 할 것이며, 국유자

산의 사유화와 FDI 유치를 통한 신산업 육성, 남한지역 주력산업과의 분업구조 구
축 등이 요구된다.
다만 통일 이전에 남북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북측의 수용 가능성과 정책
변화, 그리고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러시아의 신동방 정책 등 주변국의 중장기 정
책 방향 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공간적으로는 기존의 남북경협 지역과 북한의
경제개발구계획 등과 연계함으로써 기존의 산업 인프라 활용과 북한의 수용 가능
성을 높일 수 있다. 시간적으로는 남북관계 및 핵·미사일 진전과 투자 소요 규모,
자생력 회복 여부 등을 고려하여 북한의 산업화 역량을 단계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
다. 산업별로는 부존자원을 활용한 산업화 자본 축적 지원을 위해 노동력과 지하자
원 개발을 활용한 외화 가득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북한 스스로 산업화 자본을 축적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성장 유망 산업
본 연구에서는 통일 이후 남북한지역의 경제는 일정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분리
되어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북한지역 산업의 재편 및 육성 전략을 도출한다. 북한지
역의 한시적 분리운영 상황에서 출발하지만, 중장기적인 산업 육성 전략은 한시적
분리운영 시기 이후도 상정하고 있다. 북한지역이 한시적으로 분리운영되면 북한
지역의 임금 경쟁력이 유지되고, 환율이나 관세 등을 통하여 국내 산업보호 정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잔존해 있던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신속하게 해체될 것이며,
외국인 자본 투자에 대한 제약은 크게 완화될 것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은 외국
인 자본에 대한 강력한 유인이 될 수 있으며, 남한 내수시장을 겨냥한 투자도 늘어
날 것이다.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에서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인 기반시설 부족 문
제도 상대적으로 빠르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지역이 한시적으로 분리운영되면, 북한지역의 임금 수준은 대체로 완전한

통합의 경우보다 생산성 수준에 근접하게 유지될 것이며, 북한지역의 산업 및 기업
은 일정한 임금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 시설들은 매우 낙후되어 있
으며, 경쟁력 있는 산업 및 기업은 거의 없지만 폭넓은 산업기반은 북한지역 산업발
전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기반시설은 매우 부족하며 이를 확충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소비재 및 서비스 시장이 빠르게 확대될 것이
며, 상당 기간 동안 거대한 투자시장이 될 것이다. 북한지역의 산업정책 환경은 현
재의 남한지역이나 통일독일 당시의 동독지역보다는 아시아 경제통합 과정에서의
동남아시아 국가나 체제전환 이후의 동유럽 국가와 유사해질 것이며, 산업육성을
위한 상당한 정도의 정책적 자유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지역에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폭넓은 산업기반을 확보하는 것을 북한지역
산업개발의 주된 방향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한시적 분리운영 기간 내에서도 전
반기에는 고용창출을 위한 노동집약적인 산업 중심의 산업발전을 추진하되, 후반
기에는 자본집약적이거나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비중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적 노
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산업개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북한지역 산업 육성 전
략으로는 △ 단기적으로 노동력 활용 및 일자리 창출 우선 △ 건설용 및 산업용 기
계공업 등 기존 산업기반을 최대로 활용 △ 전력 등 기반시설의 취약점을 감안한 단
계적인 산업배치 및 육성 △ 체제 특성상 상대적으로 덜 발달된 산업분야의 신속한
육성 △ 기반시설, 주택, 서비스 등 확대되는 수요를 기반으로 한 산업 배치 △ 분리
운영 초기부터 중장기적인 성장기반 육성 등을 들 수 있다.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성장 유망 산업은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 첫째,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성장을 주도할 산업으로는 섬유·의류를 중심으로 한 수출 경공업과
ICT 제조업 및 서비스 산업, 그리고 확대된 내수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식품가공과
생활용품 산업 등이 유력하다. 폭발적으로 증가할 건설 수요를 바탕으로 한 건설기
계나 산업용 기계 등 일부 기계공업도 성장 잠재력이 있다. 둘째, 서비스 산업은 경

공업과 함께 경제통합 직후 북한지역의 고용 창출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던 제도적 제약을 신속하게 제거하는 동
시에 상업금융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도 육성함으로써 제조업의 성장 여건을 형성
해나가야 한다. 셋째, 확대되는 건설 수요를 토대로 건설업과 건설용 기계, 시멘트
및 플라스틱 제품 등 건설용 자재 등 관련 산업을 통일 직후의 단기적인 성장 주도
산업의 하나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넷째, 폭넓은 산업기반을 활용하여 기계공업을
중장기적으로 북한지역의 주요 산업으로 육성한다. 일반 기계의 경우 북한지역의
급증하는 수요를 기반으로 남한지역 등으로부터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범용 기
계나 산업용 기계를 중심으로 기계산업이 북한의 핵심 산업의 하나로 발전할 잠재
력이 있다. 자동차는 북한지역의 모토라이제이션 등에 따른 수요 증가와 비용 경쟁
력을 기반으로 상용차나 저가 승용차 등의 생산기반을 확충해나갈 수 있을 것이며,
조선은 유리한 입지와 노동력을 기반으로 남한지역 조선산업과 분업구조를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철강 및 화학 등 소재산업은 신속하고, 강력한 구조조
정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부문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현대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들 소재산업의 설비 경쟁력을 제고하고, 생산능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의 투자가 요구되는데 남한지역이 이미 이들 산업에서 상당한 정도의 과잉 설비 능
력을 보유하고 있어 산업 전반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여섯
째, 기존 산업의 구조조정 및 육성과 함께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입지 여건이 상대
적으로 좋은 신기술 혹은 첨단기술 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북한지역의 중장기적인
성장기반을 확보해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지역에 투자 수요가 발생하는 통신, 수송
망, 에너지 부문이나 첨단 제조업, 환경 관련 산업 등이 여기에 속할 것이다. 그리고
아울러 R&D 서비스 산업을 통일 이후 북한지역 주요 산업의 하나로 육성할 필요
가 있다.

경제통합 과정에서 산업구조 재편: 사례와 시사점
먼저 아세안의 경제통합은 한반도의 경제통합, 특히 산업구조의 재편과 관련하
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로 아세안은 지리적 인접성에도 불구하고 정치와 사회문화적 다양성이 존재
한다. 이와 같은 특징은 한반도의 상황과 유사점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아세안은
2003년 제9차 정상회의를 통해 정치안보공동체(APSC), 경제공동체(AEC), 사회문
화공동체(ASCC) 등 3개 분야로 구성된 아세안공동체(ASEAN Community) 형성
을 추진해왔다. 남과 북은 통일의 과정에서 경제통합뿐만 아니라 정치와 안보, 그
리고 사회문화적 이질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상호 조응하며 진행될 수 있도록
통합 프로세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아세안은 역내 회원국의 경제발전 단계가 상이한 특징을 보이는데 각 회
원국은 1차, 2차, 3차 산업의 분포가 상당 부분 차별화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이성이 산업의 효율적 재편으로 이어지기보다는 개별 국가의 산업발전 전략에
따라 상호 보완의 관계와 경쟁이 중첩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남북 또한 경제발전의
단계가 상이한 결과로 상호 보완적 산업구조를 보이고 있으나 남과 북의 통합이 단
순하게 효율성에 따른 산업구조의 재편으로 이어진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향후 남
북간 교류와 협력이 진전되는 과정에서 단계적인 산업구조 재편이 이루어진다면
통일 이후 산업구조의 재편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아세안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외부의 경제주체와의 관계는 지역경제
통합에 장점인 한편 단점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한반도에 통합된 남북 경제공동체
가 건설될 경우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의 경제강국들과 어떠한 협력관계를 구
축할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단순히 남과 북의 산업구조를 재편하
는 문제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동아시아지역에서 상호 발전적인 경
제발전을 지속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경제발전전략이 필요하다.

유럽의 통합은 독일에 의한 양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을 견제하고 전쟁의 참혹함
과 비극으로부터 유럽을 지켜내기 위해 유럽인들이 강력한 유럽연합(EU)의 설립을
희망하면서 시작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통합을 더욱 가속화한 것은 미
소 양극체제에 입각한 미국의 대소봉쇄 정책이었다. 미국은 정치적으로는 트루먼
독트린, 경제적으로는 마셜플랜(Marshall Plan, 1948)을 통해 전후 유럽 재건과
부흥을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이에 서유럽이 중심이 되어 1948년 유럽경제협력기
구(OEEC)의 설립을 시작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유럽연합(EU)이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기까지는 몇 차례의 과정을 거쳤다. 1952년
독일, 프랑스가 주축이 되어 6개 회원국에 의해 추진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EEC)와 유럽원자력공동체(EUROATOM)를 이끌어낸 로
마조약, 1967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 유럽경제공동체, 유럽원자력공동체 등 3개
공동체를 통합해 설립한 유럽공동체(EC)가 그것이다. 그리고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1986년 12개 유럽공동체가 회원국이 된 단일유럽의정서(SEA)의 채택, 1993년
15개 회원국으로 확대된 유럽연합(EU: Union)의 출범을 거쳐, 2000년에 들어서
니스조약을 채택하고 2007년 리스본조약 체결 등을 체결해 오늘에 이르렀다. 그리
고 2017년 6월 영국의 탈퇴로 EU는 현재 27개국으로 유지되고 있다.
유럽통합의 동력은 단순히 물질적 이익의 측면에서만 찾을 수 없다. 민족을 기반
으로 하는 국가들 사이에서 아무리 이익이 크다고 하더라도 체제와 문화적 동질성
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통합의 보장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유럽통합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으로 인한 미소 양 진영 간 대결 구도에서 소련에 대항한 서유럽
국가들의 동맹 결속력의 필요라는 국제 환경적 요인이 작용했다. 특히 미국과의 관
계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는데, 미국의 유럽통합 지지는 전후 강력한 유럽공동체
를 건설하고자 했던 유럽의 이해와 강력한 동맹과 함께 세계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
던 미국의 전략이 합치된 소통의 결과물이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 및 통합, 나아가

동북아의 경제안보 공동체 설립과 순항을 위해서도 한·미 간 공동의 이해에 기초해
한반도 및 동북아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는 공통의 인식을 발전시켜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제1장
서론

이 연구는 남북한 경제통합과 통일이 남북한 산업구조 재편과 북한의 산업
발전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제의식하에, 통일 이후 경쟁력 있는 한반도
산업지도를 그리고, 북한지역의 산업 재건과 성장 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남북한 경제통합과 통일 이후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질적인
남북한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구조로 조정할 필
요가 있다. 즉 경제력 격차와 제도의 성격이 차별화된 남북한 산업을 합리적으
로 구조 조정하여 통일 산업구조를 만들어내고 북한지역에 성장 가능한 산업을
육성해나가야 한다.
이 연구는 남북한 산업의 특성과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통일 산업구
조 재편방안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특히 북한 산
업의 실태와 산업정책, 산업구조, 남북한 산업 경쟁력 및 전후방 연관관계 등을
분석하여 통일 이후 한반도 산업구조와 유망산업의 육성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최근 남북한 경제력 격차가 커지는 상황에서 통일 편익 축소와 통일비용 부
담 증대 등으로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제기되는 것을 볼 때 중장기 차원
의 북한 경제 회생방안과 통일 준비 연구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 또한 새 정부
출범 이후 남북간 대화와 교류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
에서 북한의 산업 실태를 분석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심층적 연구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 연구는 총 6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북
한의 산업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전망을 도출한다. 제3장에서는 남한
과 북한의 산업 실태와 문제점, 발전방향에 준거하여 통일 한반도의 산업 재편
방향을 제시한다. 제4장에서는 제3장의 분석을 토대로 통일 이후 북한지역에
서 성장 가능한 유망산업을 제시한다. 제5장에서는 경제통합 과정에서 산업구
조 재편 사례로 아세안과 유럽연합을 분석하고 한반도 통일 이후 산업발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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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을 도출하고
향후 요구되는 연구과제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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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북한의 산업: 실태와 전망

1. 북한의 산업정책
2. 북한의 산업 실태 및 문제점
3. 북한의 산업 전망

1. 북한의 산업정책
이 절에서는 북한의 산업정책을 ① 해방 이후 사회주의적 개조를 통한 산업
구조 재편과 심화기(1945~80년대) ②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3대제일주의
이행기(1990년대) ③ 산업의 정상화 모색기(2000년대) ④ 김정은 시대(2010
년대)로 나누어 분석한다.

가. 사회주의적 개조와 중공업 우선의 산업정책: 해방 이후 1980년대까지
1) 사회주의적 개조의 이행
북한은 해방 이후 한반도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적 소유를 기반으로 계획경제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사회주의적 소유는 핵심적으로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를 의미한다. 생산수단은 주로 국가가 소유하는데 일부는 사회협동단
체의 소유로 전환된다. 북한은 해방과 함께 산업의 국유화, 즉 공장, 광산, 철
도, 은행 등을 국유화하였으며 토지개혁과 농업 집단화를 통해 ‘생산수단에 대
한 사회주의적 개조’를 1958년에 완료하였다. 이와 같은 생산수단의 사회주의
적 소유 아래 국가가 ‘계획’을 통해 자원을 배분하는 ‘중앙집권적’ 계획제도를
구축한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소위 ‘주체의 경제건설이론’을 제시하였는데 ① 당정
치사업과 경제조직사업을 밀접히 결합하며 ② ‘집체적 지도’와 ‘유일적 지휘’를
올바로 배합하며 ③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를 철저히 실현하고 ④ 독립채산제
를 올바로 실시하는 것이었다.1)
해방과 함께 북한은 산업국유화 조치와 토지개혁을 통해 사회주의적 개조를
단행하였다. 먼저 산업의 국유화는 기존의 일제 식민정부와 친일세력 등이 소
1) 사회과학출판사 편(1989), p.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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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 공장과 토지, 재산을 국유화함으로써 국가경제의 토대가 되었다. 북한은
1946년 8월 10일 ｢산업, 교통운수, 체신, 은행 등의 국유화에 대한 법령｣을 채
택하였다. 동 법령은 “일본 국가와 일본인의 사인 및 법인 등의 소유 또는 조선
인민의 반역자 소유로 되어 있는 일체의 기업소, 광산, 발전소, 철도, 운수, 체
신은행, 상업급문화기관 등은 전부 무상으로 몰수하여 이를 조선인민의 소유
즉 국유화”함을 선언하였다.2)
토지개혁은 소작농과 고용농 등 농민의 전반적인 지지를 받으며 1개월이라
는 짧은 기간 동안 전격적으로 단행되었다. 북한은 1946년 3월 5일 ｢북조선토
지개혁에 대한 법령｣을 공포하고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원칙하에 토지개혁을
단행하였다.3) 북한은 토지개혁을 통해 지주 등 구지배층의 경제적 토대를 제거
하고 당시 농민의 대다수를 차지했던 소작농을 자작농으로 전환하는 사회주의
개조의 첫 단계를 이행하였다.4) 1946년 당시 북한에서 총 농업 호수는 112만
1,295호로, 토지개혁을 통해 토지를 분배받은 농가는 72만 4,522호였다.5)
산업국유화와 토지개혁은 해방 당시 북한 사회를 지배했던 친일세력과 지
주, 자본가, 종교단체 등이 소유한 ‘경제적 토대’를 무력화한 조치였다. 반대로
김일성 등은 농민 등 피착취 계층의 광범한 지지를 획득함과 동시에 취약한 국
가의 재정을 확보함으로써 ‘사회주의 개조’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전후 사회주의적 개조에서 관건이 된 것은 농업 부문을 사회주의적 형태인
집단농장과 협동농장으로 바꾸고 소상품경제를 국유화하는 것이었다. 김일성
은 소상품경제와 자본주의적 잔재가 국가생산력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지적하
고 농촌에서 지배적인 ‘개인농민경리’는 농업의 복구와 발전에 장애가 된다고
비판하였다. 농민경리와 개인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통해서만 생산력을

2) 서대숙 편(2004), p. 237.
3) 서대숙 편(2004), pp. 233~235.
4)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총 경지면적 98만 1,390정보 중에서 2만 2,387정보(2.3%)는 고용농에게, 60만 3,407
정보(61.5%)는 토지 없는 소작농에게, 34만 5,974정보(35.2%)는 토지가 적은 농민에게 분배되었다(김일성
1954, p. 123).
5) 김성보(2000), p. 154, pp. 17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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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6) 북한의 산업별 국·공유화 진행 상황을 정리하면
[표 2-1]과 같다.

표 2-1. 북한의 산업별 국·공유화
(단위: %)

구분

1949

1953

1956

1957

1958. 8

공업

90.7

96.1

98.0

98.7

100

상업

1.9

5.2

68.8

85.7

100

농업

56.5

67.5

87.3

87.9

100

자료: 허문영, 전강수, 남기업(2009), p. 50.

[표 2-1]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해방 이후 진행된 산업 분야의 사회주의적
개조는 특히 한국전쟁 이후 가속화되었다. 김일성은 한국전쟁으로 파괴된 국토
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적 개조를 완성했던 것이다.

2) 중공업 우선의 산업정책
한반도 북반부는 일본제국주의 강점시기부터 중화학공업이 발전한 지역이
다. 일제는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활용하여 대륙침략의 병참기지로 이 지
역을 활용하기 위해 중화학공업을 육성하였다. 북한은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국토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경제발전 노선에 관한 일련의 논쟁을 거쳐 중화학
우선의 산업정책을 지속하였다.7)
북한은 또한 전후 1960년대 중소분쟁을 경과하며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을
경제정책의 기본목표로 추진하였다. 북한은 ‘경제에서의 자립’을 정치, 외교,
군사적 독립을 보장하는 필수조건으로 간주한 것이다. 외부의 영향에서 벗어난
국민경제를 구축한다는 자력갱생의 경제발전 전략은 고전적 사회주의 경제에서
6) 김일성(1960), pp. 200~201.
7) 박수진(2007), pp.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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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되는 폐쇄적 자급자족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이와 같은 ‘자립적
민족경제’을 건설하기 위해 중공업을 우선하되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적으로 발전
시킨다는 다소 모호하나 현실적으로 ‘중공업 우선’의 산업 전략을 추진한다.8)
해방 이후 1950년대까지 북한의 주요 경제정책을 정리하면 [표 2-2]와 같다.

표 2-2. 북한의 국가건설 초기 주요 경제정책
(단위: %)

시기

과업

계획목표

1차
1개년계획
(1947)

∙ 기업소 복구
∙ 국영상공업 확대
∙ 생산의 급속한 증대와 생활 개선

∙ 공업총생산: 1946년 대비 약 2배
∙ 곡물수확고: 1946년 대비 30만 톤 증산

2차
1개년계획
(1948)

∙ 공업의 편파성 극복
∙ 생산품의 품질 제고 및 원가 절하

∙ 공업총생산: 1947년 대비 41% 증가
∙ 곡물수확고: 1947년 대비 13.5% 증가

2개년계획
(1949~50)

∙ 낙후된 산업과 농업의 발전
∙ 전 지역의 경제복구 토대 조성

∙ 국영산업총생산: 1948년 대비 194%
∙ 곡물총생산: 1946년 대비 158%

전후복구
3개년계획
(1954~56)

∙ 한국전쟁 이전 수준 도달

∙ 국민소득: 1953년 대비 75% 증대
∙ 공업총생산: 2.6배
∙ 곡물수확고: 1949년 대비 119%

자료: 통일부, ｢북한의 국가건설 초기 주요 경제정책｣(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10. 10).

북한에서 중공업 우선의 사회주의 공업화는 전후 1957년부터 시작된 5개년
계획에 의해 구체화되었다. 내부의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는 전략은
1960년대 중반까지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9) 이와 같은
성장은 전후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지원과 계획경제 초기에 이행된 생산수단
의 동원전략이 중공업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추동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1960년대 후반 북한의 공업생산은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경제
성장률 또한 제1차 7개년계획(1961~70) 기간에 12.8%로 이전 시기보다 둔화
된 모습을 보였다. 이는 외연적 성장의 한계와 함께 국방산업에 투자를 집중한
8) 최수영(2005), pp. 19~20.
9) 박순성(2007), pp. 13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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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평가된다. 결국 북한은 중공업 발전의 심화에 필요한 자본재와 기술의
낙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70년대 초부터 서구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을 도
입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세계 경제의 불황과 외화 부족 등의 문제로 채무불
이행을 선포하기에 이른다.10)

3) 산업구조의 변화와 주요 특징
해방 이후 북한의 산업구조 변화는 중공업 우선정책의 영향으로 2차 산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된 반면 농업과 상품유통 분야의 비중은 하락세가 이어져왔다.
해방 이후 북한의 산업구조가 어떻게 구성되어왔는지 정리하면 [표 2-3]과 같다.

표 2-3. 북한 산업구조의 변화(1946~83년)
(단위: %)

구분

1946

1949

1953

1956

1960

1963

1965

1970

공업

23.2

35.6

30.7

40.1

57.1

60.6

64.2

65.0

농업

59.1

40.6

41.6

26.6

23.6

21.5

18.3

20.0

건설

-

7.2

14.9

12.3

8.7

9.2

-

-

13.6

12.3

9.7

14.8

8.2

6.6

-

-

4.1

4.3

3.1

6.2

2.4

2.1

-

-

상품유통*
기타

주: * 운수 및 체신 부문이 포함된 수치임.
자료: 통일원(1996), p. 124; 국토통일원(1988), p. 96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다만 [표 2-3]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해방 이후 지속되어온 공업 부문의 급
격한 성장은 1960년대 중·후반 이후로 그 증가 추세가 둔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업총생산액에서 생산수단의 생산(중공업)이 증가한 반면
소비재 생산(경공업)은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46년 이후 2차 산업의 생
산 비중을 정리하면 [표 2-4]와 같다.

10) 최수영(2005), pp.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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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해방 이후 2차 산업의 생산 비중(1946~85년)
(단위: %)

구분

1946

1949

1955

1960

1965

1970

1975

1980

생산수단생산

52.0

59.0

51.7

55.0

51.0

62.0

63.7

63.9

소비재생산

48.0

41.0

48.3

45.0

48.8

38.0

36.3

36.1

자료: 통일원(1996), p. 324; 국토통일원(1988), p. 99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북한은 앞서 중공업과 함께 경공업, 그리고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켜나간다
는 다소 이중적인 산업정책을 제시하였지만 실제로는 군수산업을 포함한 중공
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1980년대까지 지속되었다.
이와 같은 산업구조의 불균형은 해방 이후 일시적인 생산의 증대를 통한 경
제성장으로 나타났으나, 1990년대 경제위기와 함께 북한의 자립적 계획경제
노선의 한계가 가중되며 산업 전반의 붕괴를 가져온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나. 경제위기와 북한 산업의 붕괴: 1990년대
1) 1990년대 중반 경제위기의 발생
1990년대 북한의 산업은 경제위기의 여파로 크게 위축되어 생산성이 급격
히 저하되었다. 북한의 경제위기를 가져온 원인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첫째
로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비효율성과 북한의 자립경제 노선이 갖는 폐쇄성
은 산업발전을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왔다. 둘째로 1990년대 초반 소련을 중심
으로 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은 북한 경제의 위기를 가중하였다. 셋째로
1990년대 중반에 지속된 자연재해는 극단적인 식량난을 가져왔고 배급제가
붕괴되면서 산업현장에서 구성원의 이탈을 가져왔다. 덧붙이자면 극심한 에너
지난으로 인하여 산업시설의 가동률이 급격하게 저하되면서 산업 전반이 붕괴
에 직면하게 된다. 북한의 1990년대 경제성장률을 정리하면 [표 2-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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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북한의 경제성장률(1990~99년)
(단위: %, 억 달러)

구분
경제성장률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3.7

-3.5

-6.0

-4.2

-2.1

-4.1

-3.6

-6.3

-1.1

6.2

자료: 한국은행, 북한 GDP 관련 통계(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8. 15).

1990년대 북한을 ‘고난의 행군’의 고통으로 몰아넣은 경제위기는 결국 단순
한 자연재해와 외부 경제제재의 문제를 뛰어넘는 총체적인 경제시스템 위기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주요 에너지 공급의 급격한 감소는 북한 산업의 정
상적인 작동을 가로막는 원인이 되었다. 1990년대 주요 자원의 수급 상황을 정
리하면 [표 2-6]과 같다.

표 2-6. 북한의 원유 도입 및 광물 생산량(1990~99년)
(단위: 만 배럴(석유), 만 톤(광물))

구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원유

1,847

1,385 ,1,114

1,997

667

806

686

371

369

233

석탄

3,315

3,311

2,920

2,710

2,540

2,370

2,100

2,060

1,860

2,120

철광석

843.0

816.8

574.6

476.3

458.6

422.1

344.0

291.0

289.0

378.6

자료: 한국은행, 북한 GDP 관련 통계(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8. 15).

1990년대 발생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와 에너지 물자에 대한 중국, 러시
아의 경화결제 요구는 이전까지의 국제 가격보다 30~50% 싼 우호 가격으로
공급받던 무역 형태가 중단됨으로써 1990년에 비해 공급 가격이 약 2배로 상
승하는 원인이 되었다. 특히 경화결제로 전환된 이후 러시아로부터의 원유 도
입이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중국으로부터의 도입량도 현저하게 감소되었다.
석탄 생산량은 신규 탄광의 개발 부진, 장비의 노후화 등으로 1990년대 생산량
은 약 1,000만 톤 감소하였다. 철광석 생산량 또한 2배 이상 하락였다. 이와 같
은 자원공급 부족은 북한 경제의 위기, 무엇보다도 산업의 위기로 나타났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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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위기는 결과적으로 산업시설의 가동률 저하로 이어졌다. 특히
전력생산 감소와 원유, 석탄 등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생
산 단위의 가동률이 급격하게 위축되는 원인이 되었다.

2)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의 모색: 3대 제일주의의 제기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자립경제 노선의 한계, 그리고 대내적으로 김일성 주
석의 사망과 자연재해 등이 중첩되면서 북한의 산업은 일부 전략 산업을 제외
하고 극심한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북한은 제3차 7개년계획(1987~93)이 실패로 끝나자 완충기 경제계획(1994~
96)을 수립하고 3대 제일주의를 강조한다. 3대 제일주의란 농업제일주의, 경
공업제일주의, 무역제일주의로 특히 1990년대 중반 극대화된 경제위기 상황
에서 식량 문제와 인민소비품에 대한 국가공급의 한계, 그리고 대외 무역을 통
한 경제위기 극복을 추진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로 농업제일주의는 1990년대 식량난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
해 전 사회적으로 가장 강조된 슬로건이라고 할 수 있다. 농업제일주의는 “농업
발전에 큰 힘을 넣어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농업생산을 늘리는 것”을
강조하였지만 배급제도가 붕괴되기 시작한 상황에서 곡물생산을 증대하기 위
한 군중동원의 요구에 가까웠다.12)
둘째로 경공업제일주의는 인민생활에 필요한 소비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조한 것이다.13) 그러나 에너지난으로 인해 공장·기
업소의 가동이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평
가된다. 결과적으로 경공업제일주의는 지방의 노력과 자체의 예비를 최대한 동
원하여 자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11)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4). pp. 29~34.
12) 한충석(1994), p. 5.
13) 서승환(1994), pp. 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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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로 무역제일주의는 1990년대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에 직면하여 자본
주의 국가와의 대외무역을 확대함으로써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즉 무역제일주의는 기존에 사회주의 국가들과 “유무상통의 원칙”
에서 진행하던 무역을 “세계시장에서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는 거래 형식과 방
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다방면의 무역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14)
이와 같이 북한은 1990년대 경제위기에 대응해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한 농
업생산의 증대, 위축되어온 경공업의 재건, 그리고 무역을 통한 외부로부터의
수혈을 추진하였다. 특히 대외무역은 북한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
로서 강조되었으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1990년대 북한의 대
외무역 현황을 정리하면 [표 2-7]과 같다.

표 2-7. 북한의 대외무역 현황(1990~99년)
(단위: %, 억 달러)

구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경제성장률

-3.7

-3.5

-6.0

-4.2

-2.1

-4.1

-3.6

-6.3

-1.1

6.2

무역규모

41.7

25.8

25.6

26.5

21.0

20.5

19.8

21.8

14.4

14.8

수출

17.3

9.4

9.3

9.9

8.6

7.4

7.3

9.1

5.6

5.1

수입

24.4

16.4

16.2

16.6

12.4

13.1

12.5

12.7

8.8

9.6

자료: 한국은행, 북한 GDP 관련 통계(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8. 15).

[표 2-7]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의 이와 같은 대외무역 확대정책은 실패한 것
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를 지나며 수출과 수입 규모에서 모두 하락세를 면치
못하였다. 이와 같은 외부로부터의 수혈이 실패함에 따라 북한은 내부에서 암시
장의 확장이 지속되었고, 대량 탈북현상 또한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확대되
었다. 다만 경제위기는 기존의 왜곡된 산업구조에 대한 개선을 불가피하게 추동
14) 조강일(1994), pp.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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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원인이 되었으며, 2000년대 이후 이와 같은 노력이 경주되는 결과로 이어
졌다.

3) 산업구조의 변화와 주요 특징
1990년대 북한의 산업구조는 경제위기를 관통하며 중화학공업이 축소되고
서비스업이 확대되는 변화를 가져왔다. 1990년 전체 공업총생산에서 25.6%
를 차지했던 중화학공업은 2000년 11.2%로 축소되었다. 이는 에너지 및 원자
재난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반면 서비스업의 경우 1990년 23.1%에서
2000년 37.3%로 14.2% 확대되었다. 이는 암시장의 확대와 배급제도의 붕괴
속에서 인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국가적 지원이 증대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북한의 산업구조 변화를 정리하면 [표 2-8]과 같다.

표 2-8. 북한의 산업구조(1990~2000년)
(단위: %)

구분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전체

40.8

33.8

31.4

28.0

25.6

25.4

광업

9.0

9.2

7.8

7.1

6.6

7.7

제조업

31.8

24.6

23.6

20.9

19.0

17.7

- 중화학

25.6

18.3

16.6

14.0

12.6

11.2

- 경공업

6.2

6.3

7.0

6.9

6.4

6.5

8.6

9.1

6.3

6.4

5.1

6.9

서비스업*

23.1

28.6

32.7

36.6

39.8

37.3

농림어업

27.4

28.5

29.5

29.0

29.6

30.4

광공업

건설업

주: * 전기·가스·수도 부문이 포함된 수치임.
자료: 한국은행, 북한 GDP 관련 통계(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8. 15).

1990년대 경제위기 상황에서 북한의 산업정책은 우선적으로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동 기간 중화학공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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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이 급격히 저하된 반면 서비스업은 확장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농림어업의
비중은 오히려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산업구조의 변화는 산업의 발
전이라는 측면에서 자연스러운 변화라기보다는 경제위기로 인한 충격으로 나
타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중화학공업 우선의 산업정책이 가져온 산업
구조의 왜곡이 또 다른 형태의 왜곡현상과 중복되면서 북한 산업의 기형화가
가중되었다고 판단된다.15)
이와 관련하여 북한의 산업구조 변화가 1990년대 경제위기 속에서 어떠한
상황에 놓였는지 각 산업의 성장률을 통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1990년대 각
산업의 성장은 대부분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광공업과 건설업
분야의 성장률이 매우 위축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제조업 특히 중화학 공업의
성장률이 1991년(-15.6)과 1992년(-21.6)을 기점으로 위기에 직면하였으며,
건설업의 경우 1994년(-26.9) 극심한 침체를 나타냈다. 농림어업의 경우 199
0년(-9.7), 1993년(-7.5), 1995년(-10.4)에 성장률이 눈에 띄게 저하되었다.
또한 전기·가스·수도 등 민간 인프라 영역에서 1996년 이후 침체가 지속되었
다. 1990년대 북한의 산업별 성장률을 정리하면 [표 2-9]와 같다.

표 2-9. 북한의 산업별 성장률(1990~2000년)
(단위: %)

구분

광공업

1990

전체

-4.0

광업
제조업

1992

1994

1996

1998

2000

-15.1

-4.1

-9.7

-3.9

-5.5

-5.7

-5.3

-11.9

-6.1

5.8

-3.5

-18.1

-3.7

-8.9

-3.1

0.9

- 중화학

-4.3

-21.6

-5.2

-9.8

-4.6

-1.5

- 경공업

-0.7

-6.8

-0.2

-6.8

-0.2

6.2

15) 박삼옥(2007), pp. 12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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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표 2-9. 계속
구분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건설업

5.9

-2.2

-26.9

-11.8

-11.4

13.6

서비스업

0.9

1.3

2.4

1.1

-0.5

1.2

전기가스수도업

-3.2

-5.4

4.2

-7.7

-9.2

3.0

농림어업

-9.7

-2.7

2.7

0.5

4.1

-1.9

자료: 한국은행, 북한 GDP 관련 통계(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8. 15).

북한에서 산업구조의 변화와 산업별 성장률의 상대적 침체는 북한 산업의
특징이었던 중화학공업과 경공업의 불균형을 일부 조정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
으로 판단된다.

다. 산업의 정상화 모색과 한계: 2000년대
2000년대에 들어서며 북한은 극단적인 경제위기에서 조금씩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1990년대 중반의 경제위기가 가져온 흔적, 즉 에너지 부족, 공
장 및 기업소 가동률의 둔화, 시장의 확장 등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아 산업의
정상화에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북한 당국 역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노력하고 있으나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강화됨에 따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1) 대외무역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 대중, 대남 교역의 확대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북한은 1990년대 대외환경 및 대내환경, 즉 사회
주의 국가들의 붕괴와 식량난에 따른 배급체제의 붕괴, 그리고 에너지난과 원
자재난으로 인한 산업체제 전반의 가동률 저하로 극심한 위기에 봉착하였다.
이와 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북한은 2000년대에 들어서며 대외관계,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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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를 발전시킴으로써 남한의 차관과 원조를 경제위기 극복에 활용하였
고 경제특구를 통한 외자유치를 위해 노력하였다.
북한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남북관계의 개선을 통한 경제회생
을 추진한 바 있다. 북한의 대중국 교역액은 2000년 4억 8,800만 달러에서
2010년 34억 6,600만 달러까지 확대되었는데, 남북교역을 제외한 대외무역
에서 대중국 교역액이 차지하는 의존도는 2000년 24.8%에서 2010년 83%까지
증가하였다. 2000년대 북한의 대중, 대남 교역 추이를 정리하면 [표 2-10]과 같다.

표 2-10. 북한의 대중, 대남 교역 추이(2000~10년)
구분

단위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무역총액*

억달러

19.7

22.6

28.6

30.0

38.2

41.7

대중 교역액

억달러

4.9

7.4

13.7

17.0

27.9

34.7

대중 의존도

%

24.8

32.7

48.2

56.7

73.0

83.0

남북교역액

억달러

4.3

6.4

7.0

13.5

18.2

19.1

주: * 북한의 대외 무역총액은 남북교역액을 제외한 수치임.
자료: 한국은행, ｢북한 경제자료｣(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9. 2); 이용화(2016), p. 3.

남북간의 교역은 2000년 4억 2,500만 달러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0년 19
억 1,000만 달러까지 증가하였다. 남북교역을 포함한 무역총액을 기준으로 북
한의 대중 의존도는 56.9%이며, 대남 의존도는 31.4%를 차지하고 있다.16)
대북 인도적 지원액 또한 2000년 2,422억 원으로 1999년 대비 4배 이상 급
증한 이후로 2007년 4,397억 원이 지원되며 최고수준에 이르렀다.17) 다만
2010년 천안함 사태에 따른 5·24조치 이후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간 경제
협력과 인도적 지원은 급격하게 감소하며 남북간 교류협력에 따른 영향력은 축
소되었다.

16) 이용화(2016), p. 1.
17) 통일부 통일교육원(2016), p.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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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 경제협력의 중단과 북한 핵문제로 인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지속
되면서 북한의 대중의존도는 200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4대 선행 산업 부문’의 정상화 노력
북한은 1990년대 경제위기를 경과하며 2000년대 들어 점차적으로 경제를
회복해나갔다. 2000년 이후 북한의 주요경제지표를 정리하면 [표 2-11]과 같다.

표 2-11. 북한의 주요경제지표(2000~10년)
구분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천명

22,702

23,088

23,411

23,707

23,934

24,187

억 달러

168

170

208

256

248

260

1인당GNI

달러

757

762

887

1,078

1,036

1,074

실질GDP

십억원

26,536

27,863

23,707

24,358

27,241

29,880

%

0.4

1.2

2.1

-0.1

3.1

-0.5

인구
명목GNI

경제성장률

단위

자료: 한국은행, ｢북한 경제자료｣(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9. 2).

2000년 이후 북한 경제는 1990년대에 극대화된 시기와 비교하여 표면적으
로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산업정책과 관련하여 북한은 ‘4대 선행 산업 부문’의 정상화를 강조해왔다.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우선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산업 부문을 ‘선행
부문’으로 강조해왔는데, 이 중 석탄, 전력, 철도·운수, 금속·기계 등을 경제위
기 이후 산업을 정상화하는 데 필요한 핵심 분야로 강조해왔다.18) 북한은 특히
산업을 정상화하고 필수적인 전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력발전소 건설에 국
가역량을 집중하였다.19)
18) 조동호 외(2002), p. 100.
19) 심완섭 외(2015), pp.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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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농업생산 제고를 위해 2000년대 들어 토지정리사업과 관개체계를
개선하는 사업을 광범위하게 진행하였다. 1998년부터 강원도에서 시작된 토
지정리사업은 평안북도와 황해남도 등에서 사업면적 27만 5,900ha, 경지증가
면적 7,600ha의 성과를 나타냈다고 북한은 주장한 바 있다. 또한 개천-태성호
물길공사, 백마-철산 물길공사, 미루벌 물길 공사 등 관개수로 조성사업을 진
행하였다.20)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은 2002년 7월 1일 공표된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즉 ‘7·1조치’가 대표적이다. 7·1조치는 ① 임금과 물가의
인상 ② 완전배급제의 실질적 폐지 ③ 계획지표의 분권화 ④ 공장의 경영자율
권 확대 ⑤ 시장과 수평적 물류유통체계 도입 ⑥ 노동보수의 인센티브 적용 등
을 주요 내용으로 시행되었다. 다만 암시장이 확장되고 효율성의 제고 또한 구
체적인 성과를 얻지 못하고 실패하였다.
이와 함께 북한은 1998년부터 산업생산 능력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110
여 개에 달하는 연합기업소를 해체하고 2000년에 30여 개 연합기업소로 재편
하는 등 부실한 중소규모 공장을 정리하고 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
력하였다.21)

3) 산업구조의 변화와 주요 특징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북한은 2000년대 ‘먹는 문제’와 함께 4대 선행 부
문의 정상화를 강조하였다. 다만 북한의 산업구조에서 농림어업의 비중은 지속
적으로 하락해왔다. 1990년대 30%대를 유지하던 농림어업의 비중은 2010년
20.8%까지 그 비중이 하락했다. 1990년대 하락했던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증
가했으며 광업 또한 확대되었다. 2000년 이후 북한의 산업구조를 정리하면
[표 2-12]와 같다.
20) 김영훈(2014), pp. 103~104.
21) 심완섭 외(2015), pp. 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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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북한의 산업구조(2000~10년)
(단위: %)

구분

광공업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전체

25.4

25.7

27.2

29.6

34.6

36.3

광업

7.7

7.8

8.7

10.2

12.1

14.6

제조업

17.7

18.0

18.5

19.5

22.5

21.9

- 중화학

11.2

11.0

11.8

12.8

15.8

15.3

- 경공업

6.5

6.9

6.7

6.7

6.7

6.6

건설업

6.9

8.0

9.3

9.0

8.3

8.0

서비스업*

37.3

36.0

36.7

38.1

35.6

34.9

농림어업

30.4

30.2

26.7

23.3

21.6

20.8

주: * 전기·가스·수도 부문이 포함된 수치임.
자료: 한국은행, ｢북한 경제자료｣(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9. 2).

또한 1990년대 지속적으로 하락했던 광공업의 비중은 2000년 25.4%에서
2010년 이후 36.3%까지 확대되었는데, 이는 광업(6.9%)과 중화학공업(4.1%)
의 확대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2000년대 북한의 산업별 성장률을 보면 성장과 정체를 반복하고 있으나 전
반적으로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0년 이후 산업별 성장률을 정리하
면 [표 2-13]과 같다.

표 2-13. 북한의 산업별 성장률(2000~10년)
(단위: %)

구분

광공업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전체

2.2

-2.5

1.0

0.9

2.5

-0.3

광업

5.8

-3.8

2.5

1.9

2.4

-0.2

제조업

0.9

-1.9

0.4

0.4

2.6

-0.3

- 중화학

-1.5

-4.4

0.7

1.0

3.2

0.1

- 경공업

6.2

2.5

-0.2

-0.6

1.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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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계속
구분
건설업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13.6

10.5

0.4

-11.5

1.1

0.3

서비스업

1.2

-0.2

1.4

1.1

0.7

0.2

전기가스수도업

3.0

-3.8

4.5

2.7

6.0

-0.8

-1.9

4.3

4.1

-2.6

8.0

-2.1

농림어업

자료: 한국은행, 북한 GDP 관련 통계(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8. 15).

동 시기 북한의 산업별 성장세를 보면 2000년대 초반 건설업의 성장과 전
기, 가스, 수도업의 완만한 성장이 눈에 띈다. 다만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
에서 산업별로 부침이 드러나고 있다.

라. 김정은 시대의 산업정책
1)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의 추진
2010년 김정일의 사망으로 등장한 김정은체제는 2013년 3월 31일 개최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경제건설 및 핵무력건설 병진노선’
을 채택하였다. 동 노선은 핵무력을 강화함으로써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이
를 통해 다른 경제 부문의 발전을 견인하겠다는 것이다. 즉 경제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이 “국방비를 추가적으로 들이지 않고도 전쟁 억지력과 방위력
의 효과를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 보다 힘을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한다.22)
북한은 1993년 제1차 북핵위기 이후 현재까지 6차례의 핵실험을 진행해왔
다. 특히 2017년 9월 3일 제6차 핵실험에서는 그들의 표현으로 “대륙간탄도로
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단행하였다.

22) 통일부 통일교육원(2016, p. 144,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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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무력도발은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끊임없이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응하여 국제사회는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보다는 대
북 경제제재를 통한 문제해결에 집중하였다. 특히 2016년 북한이 제4차(1월 6
일), 제5차(9월 9일) 핵실험을 단행한 이후 UN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결의
안 2270호23)와 2321호24)는 북한의 석탄 수출 상한제를 도입하고 회원국의
경제제재 동참을 구체화하는 등 실질적인 제재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제재로 북한은 또다시 자립경제 노선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는 북한 경제의 중국 의존도를 극단적으로 증대하
는 결과를 가져왔다. 북·중 간 교역액은 2015년 현재 총 57억 1,000만 달러로
2014년 이후 대중국 무역의존도는 90%를 넘어섰다.25) 북한은 또한 북·중 간
교역과는 별도로 북·중 국경지역에 대한 공동개발을 추진해왔다. 북한은 2012
년 중국과 함께 라선과 황금평 및 위화도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모델을 추진하
였다.26) 이러한 북·중 공동개발은 중국의 경제발전 동력을 활용하여 북·중 국
경지대를 공동으로 개발하려는 전략으로 이전의 경제특구 전략과 차별화되는 부
분이 있으나 북한의 무력도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로 중단된 상태이다.

2) 인민경제발전 5개년 전략과 선행 부문의 정상화
2016년 5월 개최된 제7차 당대회는 김정은 시대의 산업정책을 이해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제7차 당대회를 통해 ‘경제강국 건설’ 노선을
지속하며, 특히 인민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였다. 인민경제
발전 5개년 전략에 나타난 주요 산업별 과제를 정리하면 [표 2-14]와 같다.

23)
24)
25)
26)

외교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채택｣(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11. 10).
외교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21호 채택｣(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11. 10).
통계청(2016), p. 98.
조중공동지도위원회 계획분과위원회(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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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4. 산업별 인민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 과학농사, 유기농법, 고리형 순환생산체계, 종합적 기계화
• 공동축산과 개인축산 발전, 풀먹는 집짐승 기르기, 수의방역

농림수산

• 과수원예업의 집약화, 과학화 및 생산 정상화
• 고기배와 어구의 현대화, 기상예보와 해상지휘, 물고기 가공, 배수리체
계 완비, 노력절약형 및 물절약형 양어
• 기존 발전소의 정비 보강 및 기술 개건을 통한 효율화

전력

• 신규 발전소 건설
• 통합전력관리체계 구성 및 송배전망 개건, 보수
• 주요 탄광에 대한 집중 투자

석탄, 금속

• 신규 탄광의 개발 및 작업의 기계화, 석탄공정 완비
• 철광산 생산능력 확장
• 각종 금속공업 기술장비 수준 제고
• 유일사령지휘체계 확립 및 관리운영의 정보화

철도운수

• 김종태전기기관차연합기업소 현대화
• 철도망 완비, 철길의 중량화 및 고속도화

화학, 기계

• 기술 개건, 신규화학공장 건설
• 기계 생산공정 현대화
• 설계 및 건설역량 강화

건설, 건재

• 설계수단과 건설장비 현대화
• 건재공장 현대화 및 건재생산 전문화

경공업, 지방경제
국토관리

• 원료, 자재의 국산화, 새제품 개발과 질 제고
• 지방경제의 특색 있는 발전 추진
• 산림복구전투, 양묘장 조성
• 환경보호사업 전개

자료: 통일연구원(2016. 5), p. 46.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은 2000년대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선행 부문’의
성장을 강조하고 있으며, 인민생활 문제가 ‘제일국사’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먹는
문제’ 해결을 위해 농수산업에서 과학화를 통한 생산 증대를 요구하고 있다.27)
이와 함께 북한은 철도운수 분야에서 철도망의 정비를 강조하고 건설, 건재
분야의 발전을 제시하는 등 산업체제의 근간을 정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
27) 이석기 외(2017), pp. 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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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외경제관계의 확대·발전을 강조하면서 신용 존중, 특정 국가에 대한 편향
성 제거, 무역구조 개선 등과 함께 경제개발구사업과 관광사업의 중요성을 제
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외부로부터의 경제발전 전략을 포기하고 있지 않
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으로부터의 자원동원 또한 재삼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특히
제7차 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속도창조운동인 ‘만리마운동’의 전개를 독려하고
있는데,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전통적인 군중동원을 활용한 경
제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3) 산업구조의 변화와 주요 특징
2011년 공식 출범한 김정은 시대의 북한 경제는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속에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북중무역을 중심으로 일정 부분 성장해온 것으로
판단된다. 2010년 이후 북한의 주요경제지표를 정리하면 [표 2-15]와 같다.

표 2-15. 북한의 주요경제지표(2010~16년)
구분
인구
명목GNI

단위
천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4,187

24,308

24,427

24,545

24,662

24,779

24,897

억 달러

260

293

297

309

325

305

313

1인당GNI

달러

1,074

1,204

1,216

1,259

1,318

1,231

1,259

실질GDP

십억원

29,880

30,118

30,512

30,839

31,161

30,805

31,997

%

-0.5

0.8

1.3

1.1

1.0

-1.1

3.9

경제성장률

자료: 한국은행, ｢북한 경제자료｣(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9. 2).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산업구조는 2000년대 확대되었던 광업과 중화학 공업
이 다소 축소된 반면 서비스업과 농림어업, 경공업 분야는 일부 확대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0년 이후 북한의 산업구조를 정리하면 [표 2-16]과 같다.
제2장 북한의 산업: 실태와 전망 • 47

표 2-16. 북한의 산업구조(2010~16년)
(단위: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체

36.3

36.5

35.9

35.7

34.4

32.7

33.2

광업

14.4

14.6

14.0

13.6

13.6

12.2

12.6

제조업

21.9

21.9

21.9

22.1

21.3

20.4

20.6

- 중화학

15.3

15.4

15.2

15.4

14.4

13.4

13.7

- 경공업

6.6

6.5

6.7

6.8

6.9

7.0

6.9

8.0

7.9

7.8

7.8

8.2

9.0

8.8

서비스업*

34.9

32.5

32.9

34.1

35.6

36.7

36.3

농림어업

20.8

23.1

23.4

22.4

22.4

21.6

21.7

광공업

건설업

주: * 전기·가스·수도 부문이 포함된 수치임.
자료: 한국은행, ｢북한 경제자료｣(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9. 2).

2010년대 북한의 산업별 성장세는 전반적으로 부침을 거듭한 것으로 나타
나고 있으나, 2010년대 초반 농림어업의 성장과 2016년 전반적인 동시 성장
이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0년 이후 산업별 성장
률을 정리하면 [표 2-17]과 같다.

표 2-17. 북한의 산업별 성장률(2010~16년)
(단위: %)

구분
전체

광공업

2010
-0.3

2011
-1.4

2012

2013

1.3

2014

1.5

1.1

2015
-3.1

2016
6.2

광업

-0.2

0.9

0.8

2.1

1.6

-2.6

8.4

제조업

-0.3

-3.0

1.6

1.1

0.8

-3.4

4.8

- 중화학

0.1

-4.2

0.2

1.0

0.5

-4.6

6.7

- 경공업

-1.4

-0.1

4.7

1.4

1.5

-0.8

1.1

0.3

3.9

-1.6

-1.0

1.4

4.8

1.2

건설업
서비스업

0.2

0.3

0.1

0.3

1.3

0.8

0.6

전기가스수도업

-0.8

-4.7

1.6

2.3

-2.8

-12.7

22.3

농림어업

-2.1

5.3

3.9

1.9

1.2

-0.8

2.5

자료: 한국은행, 북한 GDP 관련 통계(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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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김정은 시대에 대규모의 건설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점, 수
치상 드러나지 않는 서비스업의 확장이 보고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제조업 분
야에서 과도한 투자보다는 효율성을 재고하는 노력이 진행되었다는 점이 수치
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2. 북한의 산업 실태 및 문제점
가. 북한의 산업 실태: 산업별 특성
1) 채취산업 분야
최근 북한의 농축산 및 수산물 생산은 먹는 문제 해결을 강조한 결과 과거 어
느 때보다 많은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다. 북한의 경지면적은 2015년 현재 약
191만 ha로 경지면적 중 논이 57만 ha, 밭이 134만 ha로 알려져 있다.28)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의 보고에 근거한 북한의 경지면
적 및 식량 생산량은 [표 2-18]과 같다.

표 2-18. 북한의 경지면적 및 식량 생산량

구분
농번기(a)

면적

단위 생산량

생산량

천 ha

톤/ha

천톤

1,260.7

3.8

4,778.2

-쌀

465.2

4.2

1,945.8

- 옥수수

599.8

4.1

2,287.8

- 감자

45.0

3.5

156.3

-콩

32.3

5.2

168.3

158.4

1.4

220.0

- 기타 곡물

28) 통계청(2016), pp. 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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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8. 계속

구분

면적

단위 생산량

생산량

천 ha

톤/ha

천톤

조기 수확철(b)

173.0

2.1

363.0

- 밀/보리

47.0

1.4

66.0

- 감자
농장 전체(a+b)

126.0

2.4

297.0

1,433.7

3.6

5,141.2

550.0

0.4

203.0

25.0

3.0

75.0

2,008.7

2.7

5,419.2

경사지(c)
개인 텃밧(d)
총계(a+b+c+d)

자료: 김석진, 홍제환(2016, p. 54. 재인용).

첫째로 북한의 곡물생산 현황을 보면, 2016년 북한의 곡물 생산은 약 482만
톤으로 2015년(약 451만 톤)보다 증가하였으며, 쌀 생산은 약 222만 톤으로
2015년의 201만 톤을 상회하고 있다.29) 북한이 쌀과 함께 주요 식량으로 활
용되고 있는 옥수수는 2015년 현재 164만 톤이 생산되었으며 감자 또한 192
만 톤(2014)으로 쌀과 함께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해 생산량을 증대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30) 북한은 2013년 이후 480만 톤 이상의 곡물생산 수준을 유
지하고 있으며, 2016년의 식량 수요량은 약 550만 톤으로 부족량은 약 70만
톤 수준이나 매년 상업적 도입량 30만 톤, 주민들의 소토지 경작, 시장의 역할
등을 감안해볼 때, 1990년대와 같은 기근 상황은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31)
둘째로 북한은 축산업 발전을 강조하며 2012년 세포지구 축산기지 등 대규
모 축산기지를 건설해왔다. 북한은 축산업과 함께 농업을 연계하는 임농복합경
영을 강조하며 산성화된 토지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32) 통계청의 2014
년 기준 북한의 가축사육 규모는 소 57만여 두, 돼지 210만여 두, 토끼 3,250
29)
30)
31)
32)

한국은행, 북한 GDP 관련 통계(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8. 15).
통계청(2016), pp. 66~68.
통일부 통일교육원(2016), p. 157.
산업은행(2015), pp. 836~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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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여 두이며 소고기는 2만여 톤, 돼지고기는 10만여 톤이 생산되는 것으로 추
정된다.33) 또한 수산물 어획량은 2016년 현재 약 100만 톤으로 2015년의 약
93만 톤보다 많은 생산량을 기록하였다.34)
셋째로 북한의 광업 및 석탄공업은 풍부한 지하자원 매장량과는 달리 노후
화된 장비, 전력의 부족 등으로 생산량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
져 있다. 북한의 석탄생산량은 2016년 현재 3,106만 톤이며 철광석의 경우
524만 톤, 비철금속은 약 10만 톤으로 파악된다.35) 석탄과 철광석의 생산은
2000년대 들어 꾸준히 증가하여왔으며, 광산물 수출 또한 2010년 이후 급등
세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주요 석탄 생산 지구별로 기업소 형태의 탄광기업소
를 운영하고 있는데 강동, 개천, 구장, 북창, 순천, 안주지구 탄광연합기업소가
대표적이다.36)

2) 중공업 분야
먼저 북한의 철강공업은 기계공업과 함께 제조업 설비의 복구에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북한의 공식매체 또한 동 분야의 생산동향을 여타 업종
보다 많이 강조하고 있다.37)
북한 철강공업의 생산능력은 2015년 현재 제선 552만 톤, 제강 650만 톤,
압연강재 404만 톤의 생산량을 보이고 있다.38) 북한의 최대 종합철강 생산기
지인 김책제철연합기업소의 경우 222만 톤의 제선능력과 240만 톤의 제강능
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39)
북한은 풍부한 광물매장량으로 인해 공업원료의 약 70%를 자급자족하고 있

33)
34)
35)
36)
37)
38)
39)

통계청(2016), p. 71.
한국은행, 북한 GDP 관련 통계(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8. 15).
한국은행, 북한 GDP 관련 통계(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8. 15).
산업은행(2015), pp. 780~782.
심완섭 외(2015), p. 60.
통계청(2016), p. 79.
산업은행(2015), pp. 219~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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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파악된다. 비철금속제품의 원재료인 납광석은 함경남도 검덕, 천남,
산곡 등에서 공급하고 있으며, 아연광석은 평안남도 성천과 평안북도 천마광산
등에서, 그리고 구리광석은 평안남도 함흥, 평안북도 운산 등에서 조달하고 있
다.40) 북한의 비철금속 생산능력은 납 약 9만 3,000톤, 아연, 30만 5,000톤,
동 4만 9,000톤, 알루미늄 2만 4,000여 톤으로 파악되고 있다.41)
북한의 기계공업42)은 북한이 라남탄광기계연합기업소의 설비 개건을 진행
하면서 ‘라남의 봉화’로 명명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이 제시한 4대 선행
부문 만큼이나 강조되고 있는 공업이다.43)
북한의 기계공업은 평양을 중심으로 북한의 전역에 분포하고 있다. 특히 평
양은 북한 기계공업 총생산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기계공업 중 기계공업
의 기초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공작기계 분야의 경우 희천정밀기계공장과 구성
공장기계공장, 만경대공작기계공장 등이 대표적이다.44)
북한은 해방 이후 지속적으로 중공업 우선정책을 추진해온 만큼 전기전자공
업, 특히 전기공업의 육성을 강조해왔다. 특히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는 전력난
을 해결하기 위한 중대형 발전소 건설에서 전기기계의 생산이 강조되고 있
다.45) 최근에는 일반 공작기계가 아닌 수치제어(NC, CNC) 공작기계 생산을
강조하고 있으며, 공장설비의 CNC화와 CNC 공작기계용 공구의 생산기반 구
축을 기계공업 분야의 중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46)
북한의 화학공업은 석회석, 무연탄 및 황화철 등을 주요 원료로 하는 기초화
학 부문과 기초화학제품을 원료로 하는 화학섬유와 화학비료 생산 부문이 중심
이 되어 발전해왔다. 특히 함흥공업지구는 북한 최대의 석탄화학공업지구로

40) 산업은행(2015), p. 262.
41) 통계청(2016), p. 81.
42) 북한은 기계공업을 경제건설과 주민생활에 필요한 기계제품을 생산하는 중공업의 한 부문으로 정의하며 기계제
작 공업이라고도 한다.
43) 심완섭 외(2015), p. 75.
44) 산업은행(2015), pp. 309~314.
45) 산업은행(2015), p. 332.
46) 심완섭 외(2015), pp. 7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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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비날론연합기업소, 흥남비료연합기업소, 흥남시약공장, 흥남제약공장, 함
흥타이어공장 등이 위치해 있다.47)
북한의 건재공업은 시멘트, 금속건재, 화학건재 부문을 중심으로 성장해왔
다. 특히 시멘트공업은 최근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대단위 거리조성사업으로
인하여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2016년 현재 북한의 시멘트 생산량은 707만
7,000톤으로 파악된다.48)
이 외에도 조선공업과 자동차공업의 경우 전후방 산업에 대한 연관효과가
큰 장점이 있음에도 정체 내지 축소되고 있다. 북한의 조선공업은 잠수함과 구
축함 등 군사용 선박의 건조와 수리에 주력하고 있으며, 민수용 선박 건조는 부
진한 것으로 파악된다. 2014년 신의주선박공장에서 20척의 배 수리와 3척의
배 건조가 북한 공식매체를 통해 확인된 바 있으나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한
계가 있다.49) 자동차공업 또한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그 생산량이 점차 감
소하여 매년 4,000대 정도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0)
최근 북한의 사적 경제활동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돈주’가 국영 제조업체에
대부 혹은 투자하여 제품의 임가공을 의뢰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이와 같
은 거래는 공장의 돈주와 같은 투자자와 지배인 간에 이루어지며 제조업 분야
에서 개인기업도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51)

3) 경공업 분야
북한의 섬유공업은 화학섬유, 방직, 피복공업 등으로 나뉜다. 북한의 화학섬
유 생산량은 2016년 현재 2만 4,000톤으로 보고되는데 이는 1990년(5만 톤)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한 수치이다.52) 전반적인 생산능력은 한국의 1970년대
47)
48)
49)
50)
51)
52)

산업은행(2015), p. 387.
한국은행, 북한 GDP 관련 통계(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8. 15).
심완섭 외(2015), p. 108.
한국은행, 북한 GDP 관련 통계(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8. 15).
조한범 외(2016), pp. 140~145.
한국은행, 북한 GDP 관련 통계(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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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 수준으로 추정된다. 화학섬유 생산시설로는 2.8비날론연합기업소가 대표
적이다.53)
북한의 제지공업은 종이원료인 원목과 갈대 등이 생산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다. 주요 원목생산지인 양강도에 혜산제지연합기업소, 함경북도에
회령종이연합기업소, 길주펄프공장 등이 가동되고 있다. 다만 기술력 저하와
시설 노후화 등으로 경공업 분야에서도 낙후된 산업 분야로 평가된다.
식료품공업의 경우 평양을 중심으로 현대적 설비를 보유한 산업시설들이 위
치해 있으며, 일부 식료품 공장은 원산지에 근접하여 위치해 있다. 최근에는
‘경공업의 현대화’, ‘인민생활 향상’ 등을 강조하며 원자재 공급과 설비 현대화
와 관련한 보도가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54) 2000년 이후 538개 기업이
북한의 공식매체를 통해 확인되고 있는데, 이 중 일반 식료품 생산공장이 206
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55)
다만 평양 등 중대도시에 근접한 공장과 달리 지방에 위치한 식료품공장의
경우 여전히 영세한 설비에 의존하고 있으며 내수산업의 특징을 보이고 있어
발전에 한계가 있다.56) 최근에는 국영기업 또는 기관 소속의 건물 일부를 빌려
개인식당으로 운영하는 사례도 등장하는 등 식료품을 활용한 영업이 확인되고
있다.57)

4) 서비스업 분야
북한에서 유통은 “생산적 및 소비적 목적을 위하여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
게 넘어가는 노동 생산물의 운동”으로 정의된다.58) 북한의 유통 형태는 국영기
업과 협동단체, 개인 등으로 공급과 수요자에 따라 그 형태가 달라진다. 또한
53)
54)
55)
56)
57)
58)

산업은행(2015), pp. 621~629.
산업은행(2015), pp. 691~692.
심완섭 외(2015), p. 134.
박삼옥 외(2007), pp. 129~120.
김석진, 홍제환(2016), p. 55.
제2자연과학출판사 편(2006), p.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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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장의 확장으로 인하여 국가의 유통체계를 벗어난 유통망이 형성됨에 따
라 공식, 비공식의 유통업이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다.
북한에서 관광은 “다른 지방이나 다른 나라의 자연풍경, 명승고적, 인민경제
의 발전면모, 력사유적 등을 구경하는 것”으로 정의된다.59) 북한에서 국제관광
은 매우 제한되어 있으나 국내관광, 특히 외국인의 국내관광을 최근 확대하며
외화수입원으로 활용하고자 2010년 이후 관광객 유치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
고 있으나 국제사회의 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60)
북한은 운송업을 교통운수로 지칭한다. 북한의 수송 분담 비율은 여객의 경
우 철도(75%), 도로(24%), 해운(1%)의 순이며, 화물의 경우 철도(91%), 도로
(6%), 해운(3%)의 순으로 철도 의존율이 매우 높다.61) 다만 최근 들어 기관에
등록된 차량을 활용한 사설 운송업이 활성화된 것으로 보고된다.
북한은 조선중앙은행을 중심으로 한 단일은행체계를 근간으로 한다. 북한에
서 금융은 “국가의 중앙집권적 지도 밑에 국가은행을 중심으로 하여 화폐자금
을 계획적으로 융통하는 과정에 이루어지는 경제관계”로 정의된다. 금융제도
는 “사회주의 국가의 통일적 지도 밑에 계획적으로 조직·운영되는 은행제도와
화폐, 신용 및 자금공급 제도의 총체”로 규정된다.62) 결국 금융은 계획경제에
따라 수행되는 실물 부문의 보조수단으로 간주된다. 다만 2000년대 이후 현금
유통에 대한 전자결제카드를 도입하고 금융 업무를 다양화하는 등 변화를 꾀하
고 있으나 개인에게 여신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금융이 급속히 확산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5) 건설업
북한은 2012년과 2013년 국토건설 전략을 담은 노작과 서한을 발표하였다.
59)
60)
61)
62)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편(1988).
이석기 외(2017), pp. 77~78.
산업은행(2015), pp. 996~997.
제2자연과학출판사 편(2006), p. 111.

제2장 북한의 산업: 실태와 전망 • 55

김정은은 2012년 4월 27일 ‘당, 국가경제기관, 근로단체 책임일군들과의 담화’
형식으로 노작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요구에 맞게 국토관리사업에서 혁명
적 전환을 가져올데 대하여”를 발표하였다.63) 북한은 또한 건국 이후 처음으로
2013년 12월 8일부터 14일까지 ‘건설부문일군대강습’을 진행하였다. 김정은은
건설부문일군대강습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2012년 발표한 노작에서
강조한 사회주의강성국가 건설에서 건설 부문의 역할을 재차 강조하였다.64)
김정은은 건설부문일군대강습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사회주의강성
국가의 건설에 있어 건설 부문이 ‘혁신의 봉화’로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국토건설사업은 ‘사회주의강성국가’, ‘인민의 낙원’을 만드는 애
국위업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건설을 통해 인민들이 날로 변모되는 부강하
고 문명한 조국의 모습을 보면서 크나큰 긍지와 혁명적 자부심을 느끼게 되며
애국의 마음을 더 깊이 간직하게 된다는 것이다.65)

“건설에서 오늘의 전성기를 대번영기로 더욱 고조시켜 선군조선의
새로운 건설력사를 창조하고 건설부문에서의 혁신의 봉화가 사회주
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비약의 불길로 세차게 타번지게 하여 조국
번영의 새시대를 펼쳐나가려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66)

이와 같이 김정은 시대에 강조된 ‘건설의 대부흥’은 무엇보다 평양을 ‘사회
주의 선경’, ‘지상낙원’의 모델로 건설하는 작업이었다. 북한은 평양을 ‘혁명적
수령관이 선 도시’, ‘사회주의강성국가’ 건설의 모델로 제시하고 이 공간을 선
전선동의 전시장으로 활용하고자 한 것이다.67)

63) 동 노작은 2012년
(2012), pp. 1~4.
64) 김정은(2013), pp.
65) 김정은(2013), pp.
66) 김정은(2013), pp.
67) 김정은(2012), pp.

5월 8일 개최된 “국토관리총동원운동열성자대회” 참가자들에게 전달되었다고 한다. 김정은
3~4.
3~4.
3~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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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의 시장화 확대는 건설업과 관련한 사적 경제활동 또한 증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양한 형태로 부동산 및 건설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데 기존의 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주택건설에 직접 자금을 투자한 후 분양에
참여하는 행위 또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8)

나. 북한의 산업 실태: 지역별 특성
북한의 주요 공업지역은 크게 대공업지역과 소공업지역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북한의 주요 공업지역과 주요 산업시설의 분포를 그림으로 정리하면
[그림 2-1]과 같다.
[그림 2-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대공업지역은 평양, 신의주, 함흥, 청진,

그림 2-1. 북한의 주요 공업지구

기계공업 0
조선
목재 펄프
공업 지역

전기·전자
화학
제철·금속
정유

100km

웅기

회령
무산 나진
청진

지성

강계 공업 지역

길주

강계

신의주 공업 지역

김책(성진)

삭주
신의주

청진 공업 지역

혜산

장진
희천

구성

흥남
안주

안주 공업 지역
평양
남포

단천
북청

함흥

신포

김책 공업 지역

함흥 공업 지역
원산

원산 공업 지역

평양 공업 지역
해주

개성

자료: 통일부, ｢북한의 주요 공업지구｣(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11. 12).

68) 조한범 외(2016), pp. 13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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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계 등 다섯 곳의 공업지구를 말하며, 소공업지역은 해주와 안주, 원산, 김책
등 네 곳의 공업지역을 의미한다.

1) 대공업지역
첫째로, 평양공업지역은 남포와 송림, 사리원을 포함하는 북한 최대의 공업
지역이다. 이 지역은 북한의 유일한 대도시인 평양을 중심으로 중공업과 경공
업, 서비스산업이 집중되어 있다. 둘째로 함흥공업지역은 함경남도의 도소재
지 함흥과 흥남을 중심으로 동해안에 위치해 있는데 화학, 제련, 기계 산업이
발전해 있다. 셋째로 청진공업지역은 청진과 나진, 선봉, 웅기 등을 연결하는
최북단 공업지역으로 풍부한 지하자원을 바탕으로 제철과 제강공업 등이 발달
해 있다. 넷째로 강계공업지역은 강계와 희천을 중심으로 내륙에 위치한 공업
지역으로 전력, 기계, 방직공업이 발전하였다. 이들 지역은 군수산업이 발달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69)
특히 평양은 다른 공업지역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전력과 철강, 조선을 제
외한 모든 업종에서 가장 많은 공장, 기업소를 보유하고 있다.70) 향후 신의주
는 제조업과 관광, 청진은 제조업의 거점도시로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된다. 또한 나선은 중국과 북한의 공동개발계획이 현실화되느냐에 따라 제조업
과 물류, 관광 등 복합형의 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71) 한반도 통일의 국
면이 다가올수록 중국과 북한, 러시아 접경지역은 높은 개발잠재력으로 인하여
접경지역 국가들의 접근 방식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산업 부문의 발전을 추동
할 것으로 예상된다.72)

69)
70)
71)
72)

산업은행(2015), pp. 24~32.
박삼옥(2007), pp. 166~171.
이상준 외(2014), pp. 104~106.
이와 관련한 연구로 김천규 외(2011), pp. 73~14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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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공업지구
첫째로 김책공업지역은 함경북도 김책과 길주, 함경남도 단천을 포함하는
해방 이후 새롭게 건설된 공업지역이다. 마령산맥의 지하자원과 임산자원을 이
용한 산업이 발달하였으며, 함흥과 청진공업지역의 중간지역에 위치해 소재,
금속, 화학 등이 발달하였다. 둘째로 안주공업지역은 북한 최대의 석탄산지인
평남탄전과 가까운 지리적 조건으로 석탄화학, 전력, 정유 및 석유화학 등이 발
달하였다. 셋째로 원산공업지역은 원산을 중심으로 항만과 철도 등 물류운송에
유리한 지리적 조건으로 차량, 조선, 석유 및 수산가공이 발전하였으며, 원산의
경우 기계공업이 특화되어 있다. 넷째로 해주공업지역은 해주를 중심으로 시멘
트 등 건재공업과 제련 및 인비료 생산에 특화되어 있다.73)
특히 원산은 강원북부의 중심도시로서 통일 이후 동해권 발전전략의 거점도
시로서 제조업과 관광업의 거점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74)

3) 경제특구의 지정학적 구성
북한에서 경제특구는 적지 않은 시간적 전개와 공간적 확장을 추구해왔다.
이와 같은 시간적·공간적 변화는 북한이 동북아 국제정세와 남북관계, 그리고
북한 내 경제상황에 따라 어떠한 변화를 추구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첫째로 시간적 흐름으로 볼 때, 라선지대(1993)의 개발 이후 개성공단과 금
강산, 신의주가 2002년 법제화되었고 이후 남북경협 중심의 경제특구개발은
2011년 금강산국제관광특구와 황금평, 위화도, 라선경제무역지대로 그 초점
이 이동하였으며, 19개 경제개발구를 개발한다는 구상 또한 새로운 형태의 경
제특구라고 할 수 있다.

73) 산업은행(2015), pp. 32~36.
74) 박삼옥(2007), pp. 108~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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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지역적으로 한국의 투자가 주를 이루었던 ｢개성공업지구법｣, ｢금강
산관광지구법｣이 궤를 같이하고, ｢라선경제무역지대법｣과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이 중국의 투자
를 염두에 둔 개발이란 점에서 그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여기
서 특히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이 어떠한 형태로 법제화되었는지도 관심사
항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금강산관광지구법｣을 통해 금강산에서 남한기
업의 투자와 개발에 합의하였지만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이후 새롭게 ｢금강산
국제관광특구법｣을 제정하고 금강산 개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모색하였다.
셋째로 이상의 경제특구와 달리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지 않은 ｢경제개발
구법｣을 제3의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지정한 19개 경제개발
구는 크게 북중접경지역, 동해와 서해의 연안지역, 남북접경지역(개성)에 분포
되어 있다.

다. 북한 산업의 문제점
결과적으로 김정은 정권이 추구하고 있는 경제건설 및 핵무력건설 병진노선
은 북한 경제의 모순을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병진노선은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를 강화하고 있으며 그 결과 외부로부터의 투자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둘째,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에 맞서 북한은 최근 내부 자원을 동원한 경제
발전전략, 즉 자립경제 노선으로 회귀하고 있으나 이는 일정 기간 위기대응 전
략으로 활용될 수는 있어도 중장기적 대안이 될 수 없다. 셋째, 병진노선은 국
가경제의 위축으로 인해 시장의 역할을 유지 내지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결과적으로 북한 경제의 이중구조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75)
구체적으로 북한의 산업은 ① 산업간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으며, ② 외부로
부터의 기술유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산업기술이 낙후되어 있고, ③ 투자재원의
75) 통일부 통일교육원(2016), p.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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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으로 평양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산업발전에 필요한 투자에 한계를 드러내
고 있다.
북한은 군수공업을 중심으로 한 중화학공업을 우선 발전시키는 정책을 지속
해왔다. 다만 북한의 기술발전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결과 낙후된 재래식 생
산기술에 의존하고 있으며, 투입되는 자원에 비해 생산효율은 떨어지는 문제가
지속되어왔다.76) 반대로 경공업의 발전은 전반적으로 저하되어 있으며, 경제
위기에 따른 식량문제 해결 과정에서 군중동원 방식이 지속되면서 농수산업종
이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생산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북한의 산업은 지리적으로 독립되어 있어 상호보완성의 측면에서 한계를 노
출하고 있다.77) 이와 같은 특징은 한국전쟁 이후 산업의 연계성보다는 지역별
자족성을 강조한 점, 그리고 물류교통망의 발전이 지체된 결과로 분석된다.

3. 북한의 산업 전망
가. 외부 요인에 따른 산업정책의 변화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로 인한 국제사회의 제재는 더욱 강
하게 북한 경제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대북 원유수출을 규제해야 한
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경제에 일정한 악영향을 끼칠 것은
분명하다. 또한 북한이 경제특구 등 중국을 포함한 해외투자를 유치하려는 시
도가 일정 기간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경제제재를 극복
하기 위해 북한은 내부자원을 최대한 동원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조치
는 국가가 관리하는 군수 및 중공업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지방의 산업에 위기

76) 박수진(2007), pp. 8~9.
77) 박삼옥(2007), p.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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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제재를 우회하기 위한 노력, 예를 들면 러시아 연해
주지역과의 교역을 확대하고 주요 수출품목인 광산물 대신 농수산물의 해외수
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78) 이와 관련하여 국경지역에서
밀무역 또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부로부터의 제재가 지속되고 중국과의 무역에 일정한 한계가 지속될 가능
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와 같은 산업구조의 왜곡현상은 지속 내지 악화될 것으
로 예상된다. 만약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지속된다면 국가가 통제하는 시장을
벗어난 비공식적인 경제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의 산업정책이 왜곡되는 현
상 또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북한이 외자유치를 위해 중국 및 한국과 추진했던 경제특구의 공동개
발이 중단된 상황에서 중·소규모의 경제개발구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
한은 김정은체제가 출범한 이후 2013년 5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제
3192호로 ｢경제개발구법｣을 채택하였다.79) 경제개발구는 기존의 대단위 경
제특구 개발전략과 달리 특정한 지역을 사정하지 않고 중앙 혹은 지방정부가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게 중·소규모의 특구를 설립하는 것이다.80)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 경제개발구를 통한 경제회복에는 한계가 있겠으나 한반도 정세변
화에 따라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다.
결국 외부로부터의 경제제재는 내부자원의 동원을 추동한다. 김정은 정권은
2016년 두 차례의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된 이후 과거의 자
립경제 노선으로 일부분 회귀하고 있으며 속도전인 70일 전투, 200일 전투 등의
군중동원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향후 북한의 산업정책 또한
수출입의 제한에 대응하여 석탄 등 수출 품목을 내수로 전환하는 노력이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출 감소에 따른 기계와 설비 분야, 그리고 중간재

78) 이석기(2017), p. 221.
79) 법률출판사 편(2013).
80) 유욱(2014), pp. 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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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입 감소는 북한 산업의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81)

나. 선행 산업 부문의 정상화 노력과 내부 효율성의 증대
북한의 산업은 해방 이후 ① 기술수준의 낙후와 ② 투자재원의 부족, 그에 따
른 ③ 생산설비의 노후 ④ 노동자의 노동의욕 저하 ⑤ 제조업의 불균형 등의 문
제점을 노정해왔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제조업에서 중공업의 비중은 여전히 높
으며, 한정된 자원이 국방·군산복합형 중공업 부문에 편중·공급됨에 따라 경공
업의 발전이 지체되어왔다. 또한 집중 투자된 중공업 부문조차도 대부분 자체
기술에 의존해온 결과 생산성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82)
김정은 정권은 북한 산업의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로 ‘4대 선행 산업 부문’, 즉
석탄, 전력, 철도·운수, 금속·기계 부문의 정상화를 지속해서 강조해왔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2016년 개최된 제7차 당대회에서 인민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핵심 과제로 ‘먹는 문제’와 함께 ‘4대 선행 산업 부문’의 정상화를 제시하였다.
향후 북한은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신규
투자를 강화하기보다는 내부자원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
인다. 다만 신규투자가 제한된 상황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군중동원을 통한 내부자원의 효율성 제고 또한 일시적인 대안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결국 북한 산업의 정상화를 위한 정책 또한 한반도 정세의 변화에 일정 부분
연동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이 정부의 산업정책이 갖는 한계가 지속된다면
사적 경제활동이 산업의 효율성을 일정 부분 제고함과 동시에 정부의 정책을
왜곡하는 현상 또한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83)
다만 북한이 군사 부문을 중심으로 발전시켜온 과학기술을 산업현장에 적용
81) 이석기(2017), pp. 49~51.
82) 최수영(2005), pp. 3~16.
83) 최근 북한에서 사적 경제활동이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는 조한범 외(20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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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생산성을 제고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84) 이와
관련하여 향후 남북의 경제협력 및 산업구조 재편 과정에서 북한의 산업생산성
을 높이기 위한 과학기술 협력 및 지원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85)

다. 계획경제와 시장의 딜레마 지속
북한에서 시장86)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가 시장
을 도구화함으로써 경제의 효율성을 일부 제고하고 서민의 생활수준을 향상하
는 장점이 있다는 주장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국가의 경제성장 전
략을 왜곡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제도를 무력화하고 산업구조의 불균형을 지
속시키는 부작용이 있다는 것이다.87)
북한의 시장은 1990년대 중반 경제위기 이후 지금까지 약 20년간 다양한 형
태로 확장되어왔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북한의 공식시장(종합시장)은 약
404개로 조사되고 있다.88) 국가의 통제를 벗어난 비공식시장을 포함하면 북
한의 시장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상설시장에서
는 국가가 통제하는 녹화CD알 무색CD알(공CD), 녹화기, 노트텔, 휘발유, 휴
대전화 등의 품목도 불법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9)
시장의 확장과 함께 개인 서비스업도 확대되고 있다. 시장을 중심으로 운송,
보관 등의 개인 서비스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과 기업 등 공적 영역을 활용하는
다양한 형태의 상행위가 등장하고 있다. 다양하게 분화 확대되고 있는 개인 서
비스업은 다시 공적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효율성의 제고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국가와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90) 더 나아가 광업, 수산업, 제조
84) 홍민 외(2017), p. 12.
85) 이와 관련한 연구로는 손주연, 김시정, 이장재(2017) 참조.
86) 여기서 시장은 북한 당국이 공인하는 종합시장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운영되는 암시장과 물자교류의 다양한
공간과 형태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한다.
87) 김석진, 양문수(2014), pp. 29~32.
88) 홍민 외(2016), pp. 17~18.
89) 김영희, 정은미(2016), pp. 14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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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분야에서 국영기업 또는 기관의 명의를 빌려 사실상 개인기업이 수출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91)
이와 같이 북한에서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한반도 안보위기
와 북·중 간 교역의 제한 등 대외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국내에서 시장의 역할
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공공 부문의 시장 진출과 사금융의 발전,
다양한 장사업종의 등장 등으로 국가의 동원과 통제에서 벗어난 공간이 확대되
며 국가와 시장 간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 당국은 다양한 형태와 공간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적 시장활동을 통제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6년 제7차 당대회 이후 국가기관의 명의를 빌려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개인기업을 색출하여 폐쇄하고 있으며, 불법 환전상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등 돈주들의 경제활동을 통제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92)

90) 조한범, 임강택, 양문수, 이석기(2016), pp. 124~134.
91) 김석진, 양문수(2014), pp. 59~65.
92) 이석기 외(2017), pp. 18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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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 경제 및 산업의 새로운 경향과 통일 한국의 산업
재편 시사점
가. 세계 경제 및 산업의 새로운 경향
1) 중국 경제의 부상
1978년 제12기 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덩샤오핑의 역사적 노선 전
환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개혁·개방은 중국 사회의 역동적인 변화를 이끌었
고,93) 이후 근 30년간 중국은 연평균 약 10%의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78년 개혁·개방 직후 중국의 GDP는 약 1,500억 달러,
1981년에는 약 1,700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19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다. 1992년 약 4,000억 달러를 돌파하였고, 2010년에는 6조
달러에 육박했다. 그리고 2017년 현재 중국의 GDP는 11조 7,953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94)
또한 개혁·개방 이후 2010년대 중반까지 중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약 9.9%
였고, 특히 2000년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에 가입
하면서 중국은 무려 10.4%라는 경이적인 성장률을 구가(謳歌)하고 있다. 이로
써 중국의 GDP에 따른 경제규모는 2007년에 독일을 제치고 당당히 세계 3위
로 부상한 데 이어, 2010년에는 일본까지 제치고 명실상부한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하였다.95) 즉 미국과 중국이 세계 경제를 양분해서 ‘지배’하는
G-2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또한 2020년에는 중국 GDP 규모가 미국을 추월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93) 서진영(1997), p. 59.
94) 2017년 현재 전 세계 GDP는 다음과 같다. 1위 미국: 19조 4,171억 달러, 2위 중국: 11조 7953억 달러, 3위
일본: 4조 8,412억 달러, 4위 독일: 3조 4,233억 달러, 5위 영국: 2조 4,968억 달러 등의 순이고, 한국은
12위로 1조 4981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http://www.imf.org/external/index.htm(검색일: 2017. 10. 17).
95) 2017년 3/4분기에 중국 경제가 6.9%(개별 분기 기준 6.8%) 성장하면서 연간 목표치 6.5%를 넘길 전망이다
(천용찬 20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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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미국과 중국의 GDP 변화 추이
(단위: 십억 달러)

구분

1981

1990

2000

2010

2017

미국

3,126.9

5,800.5

9,951.5

14,526.6

19,411.7

중국

169.4

390.3

1,198.5

5,878.3

11,795.3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September 2011(검색일: 2017. 10. 27).

중국 경제의 부상은 상기 제시된 GDP의 증대와 경제성장률의 경이적인 변
화뿐만 아니라 무역관계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중국의 연간 교역량은 1978
년 개혁·개방을 계기로 늘어나기 시작해 1988년에 약 1,000억 달러를 달성했
다. 특히 2001년 WTO 가입을 계기로 중국이 전면적 개방을 실시하면서
2007년 교역량은 급증해 2조 달러를 돌파하기에 이른다. 세계 주요국과 비교
해보면, 중국의 교역규모는 2004년 일본을 추월해 세계 2위의 위상을 확보하
였고, 수출만 놓고 보았을 때는 2007년부터 이미 미국을 추월해 세계 1위의 수
출 대국이 되었다. 이렇게 볼 때, 중국 경제가 고도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
은 수출 의존적 구조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96) 그
리고 2010년도 전체 교역규모는 중국이 3조 2,250억 달러로 미국의 3조
2,110억 달러를 근소한 차이로 앞섰고, 2016년에도 중국의 교역은 3조 6,576
억 달러를 기록하며 미국(3조 6,426억 달러)을 제치고 1위를 유지했다.

표 3-2. 미국과 중국의 교역규모 변화 추이
(단위: 십억 달러)

구분

미국

1981

1990

2000

2007

수출

238.7

393.6

781.9

1,163.0

수입

273.4

517.0

1,259.3

2,020.4

합계

512.1

910.6

2041.2

3,183.4

96) 김규판(2012), pp. 12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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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계속
구분

중국

1981

1990

2000

2007

수출

22.0

62.1

249.2

1,217.8

수입

22.0

53.3

225.0

956.2

합계

44.0

115.4

474.2

2,174.0

자료: CEIC data base(검색일: 2017. 10. 17); 김규판(2012), p.128, [그림 2] 재구성.

중국의 수출의존적 경제성장을 뒷받침한 요인은 바로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의 적극적 유치이다. 중국은 개혁·개방 1단계인
1979~83년에 외국인직접투자를 연평균 3억 6,000만 달러밖에 유치하지 못
했지만, WTO 가입 이후인 2000년대 이후부터는 적극적 투자유치 정책을 실
시하면서 대규모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즉 개혁개방 4단계로 불리
는 2002~08년에는 연평균 720억 달러의 FDI를 유치하였다. 그 결과 중국은
섬유, 의류, 맥주 등과 같은 경공업 제품 100여 종과 철강, 시멘트, TV 등에서
세계 최대 생산국의 자리를 확보했다. 중국을 ‘세계의 공장’이라고 부르는 이유
도 여기에 있다.97) 참고로 2016년 중국의 FDI 규모는 7,850억 위안(1,200억
달러)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이
가운데 서비스업의 증가율이 약 8%로 전체 FDI의 70.1% 비중을 차지하며 크
게 증가했다.98)
마지막으로, 중국 경제가 G-2로 부상하였음을 증명하는 또 다른 근거는 외
환보유고이다. 미국이 지난 1970년대 이후 재정적자와 경상수지 적자라는 이

97) 중국이 세계의 공장에서 ‘통 큰 구매자’로 전환하고 있다는 평가는 시기상조로 봐야 한다. 그 이유는 첫째, 중
국의 경제성장 모델 자체가 수출과 국내투자에 의존한 나머지 개인소비(내수)가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2000년 47%에서 2010년에는 34%로까지 하락하고 있는 데다, 다른 국가의 50~60% 수준에 비해 낮다
는 점, 둘째, 중국의 1인당 GDP가 2010년에 4,000달러를 초과하는 등 개인소득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
이지만, 2010년 미국의 연간 개인소비가 약 10조 달러인 반면 중국의 경우 약 2조 달러에 불과한 점을 감안
하면 아직 G-2에 걸맞은 소비규모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점, 셋째, 2010년 기준 GDP 대비 개인소비 비
율을 다른 BRICs 국가들과 비교해보아도 중국은 인도 61%, 브라질 60%, 러시아 51%보다도 낮은 34%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98) 인천발전연구원, 한중 DB(검색일: 2017.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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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바 ‘쌍둥이 적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막대한 경상
수지 흑자를 배경으로 외환보유고를 계속적으로 축적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2006년 일본을 넘어서면서 세계 1위로 부상했고, 2010
년에는 일본의 1,959억 달러보다 약 1,000억 달러가 많은 3,053억 달러를 기
록했다. 다만 최근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부침을 거듭하며 줄어들고 있
기는 하나 그럼에도 2016년 기준 약 3,000억 달러를 유지했다.
이처럼 막대한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에 FDI나 ‘핫머니’ 등을 망라한 외국인
투자 유입이 가세한 결과, 중국은 2006년 2월을 기점으로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의 외환보유국가로 부상하였고, 2011년 6월 말 현재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3조 1,975억 달러로 세계 2위의 일본(1조 614억 달러)보다 3배가량 많다. 그리
고 2015년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3조 5,573억 달러로 일본의 1조 2,427억 달
러에 비해 약 2배 규모이다. 참고로 같은 기간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약 3,620
억 달러로 중국이 한국의 10배 이상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현재 국제 금
융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99)

2) FDI를 통한 글로벌 가치사슬(GVC) 형성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이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단계
가 여러 단계로 분화되고, 각각의 단계가 어느 한 국가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상관없이 비용경쟁력이 있는 국가에서 발생하며,
각 단계에서 개별적 가치가 창출되는 새로운 생산·무역의 패러다임을 의미한
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GVC란 수직적 전문화 또는 수직결합 해체 등 다양
한 말로 표현될 수 있는 생산의 국제적 분절화 현실이 국제무역에서 새로운 상
황을 창조해내는 것이다. 중간재 무역 비중의 확대 경향은 이런 변화의 부분적
표현에 지나지 않으며, 재화무역(trade in goods)에서 업무무역(trade in

99) 김규판(2012), p.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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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s)으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개별 국가는 최종재 생산에서 비교우위가
있느냐가 아니라 가치사슬상의 어떤 단계에서 경쟁력이 있는 업무에서 비교우
위가 있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예를 들면, 중국의 현지공장에서 iPhone을 생산해내지만 사실상 iPhone의
디자인이나 소프트웨어 등은 모두 미국에서 수입하는 것이고, 또한 한국, 대만,
독일 등지에서 중간재를 수입해 iPhone을 최종 완성한다. 즉 겉으로는 중국에
서 생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중국은 단순 조립 역할만 담당할 뿐이
다. 이는 글로벌 가치사슬 안에서 국제무역은 더 이상 ‘상품의 교역’이 아닌 ‘역
할의 교역’으로 변화(From trade in goods To trade in tasks)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GVC는 다국적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다. 세
계 경제의 척추와 중심 신경계를 다국적 기업이 구성하고 있는 현재의 환경을
반영한 결과이다.100) 특히 중간재 무역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2009년 비연료
부문 상품 무역의 50% 이상을 중간재 무역이 차지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예를
들어, OECD 수입의 50% 이상이 중간재이고, OECD 경제 수출에서 중간재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1/4이다. 또한 중국과 브라질 등 브릭스 국가의 경우
는 전체 수입액의 3/4을 중간재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2000년 EU 수출에서 중간재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44%이다.101) 또
한 2005년 미국 수출에서 중간재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정도이며, 중
국의 경우 약 30% 수준으로 브라질이나 인도의 2배에 달한다. 그만큼 중국 수
출의 수입의존도가 높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GVC 형성의 효과는 무엇인가? 우선 중요한 것은 수입 중간재가
수출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면서 수출과 수입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다는 것
100) 2009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매출규모 10억 달러 이상 300개 글로벌 기업들은 부품생산의 51%,
최종조립의 47%, 창고업의 46%, 고객서비스업의 43%, 생산개발의 39%를 모국이 아닌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다.
101) 유럽연합(EU) 외부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로 OECD 평균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European
Central bank, http://www.ecb.europa.eu/home/html/index.en.html(검색일: 2017.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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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즉 국내 생산품과 수입품 사이의 경계가 흐릿해진 현상이 생겨나고 있다.
다시 말해, 어떤 한 제품이 글로벌 가치사슬의 각 단계를 거치면서 여러 차례에
걸친 수입과 수출의 반복으로 인해 수출입의 규모가 부가가치에 비해 상대적으
로 점점 더 커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 결과 무역의 성격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생겨나고 있다. 21세기형 무역인
‘무역-투자-서비스 네트워크’의 탄생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두 번째 수직결
합 해체가 발생하기 이전까지의 무역은 한 나라에서 생산한 물건을 다른 나라
의 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21세기형 비즈니스는 물건을 만
들기 위해 무역시스템에 의존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물건, 사람, 교육훈
련, 투자, 정보가 공장 내에서, 그리고 국경 내에서보다는 이제 국경을 넘어 쌍
방향(interactive)으로 흐르고 있다. 21세기형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부품 무역 △생산설비, 교육훈련, 기술에 대한 국제 투자, 비즈니
스 관계 △분산된 생산을 조정하는 서비스 수요 증가 △특히 텔레콤, 인터넷,
무역금융, 항공운송, 관세행정 등 인프라 서비스 등이다. 향후 쌍방향 21세기
무역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3) 4차 산업혁명 등 융복합 기술개발의 중요성
인류 역사가 진보하고 변화·발전하게 된 중심에는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기
술적 혁신이 자리하고 있었다. 특히 새로운 기술의 등장은 단순히 기술적 변화
에만 머무르지 않고, 전 세계의 사회 및 경제구조에 큰 변화를 초래했다. 기술
적 혁신과 이로 인해 일어난 사회·경제적 변혁이 발생한 시기를 우리는 ‘산업
혁명’이라고 명명했고, 오늘날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지금까지 인류는 여러 차례의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를 경험하였고, 현재
우리는 제3차 산업혁명인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다.102) 제1차 산업혁명은
102) 제3차 산업혁명은 2012년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문명 비평가인 Rifkin(2012)이 Economist에서 제시한 미래
사회의 모습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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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혁명’이라고도 불리며 18세기 중반 증기기관의 등장으로 가내수공업 중
심의 생산체제가 공장 중심의 생산체제로 변화된 시기를 말한다. 제2차 산업혁
명은 전기 동력의 등장에 따른 ‘에너지 혁명’이라고도 불리며, 대량생산과 대량
보급이 동시에 가능해졌던 바로 직전 시기를 말한다. 그리고 인류는 현재 컴퓨
터 및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으로 인한 ‘디지털 혁명’이라는 제3차 산업혁
명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보화·자동화 체제가 구축되었다. 이들
산업혁명은 역사적 관점에서 보자면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발생하였으나, 그 영
향력은 개인 일상생활에서부터 전 세계의 기술, 산업, 경제 및 사회 구조를 뒤
바꾸어놓을 만큼 거대한 변화를 창출했다. 그에 따른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기
술적 혁신은 지금도 진행 중이며, 또 다른 산업혁명을 야기하고 있다.103)

표 3-3. 제1, 2, 3, 4차 산업혁명 비교
구분
시기
내용

결과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18세기

19세기~20세기 초

20세기 후반

2016년 이후

증기기관 기반의

전기에너지 기반의

컴퓨터/인터넷 기반

IOP/CPS/인공지능

‘기계화 혁명’

‘대량생산 혁명’

‘지식정보 혁명’

기반의 ‘초지능 혁명’

영국의 섬유공업이
거대 산업화

컨베이어 벨트를 활용한 인터넷과 스마트 혁명으
대량생산과 대량보급의 로 미국 주도의 글로벌
가능

IT 기업이 급부상

사람·사물·공간을 초연
결, 초지능화한 산업구
조와 사회 시스템의 혁
신적 변화가 예상

자료: 저자 작성.

지난 2016년 1월 다보스 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란 화두가 세상에 던져졌다.104) WEF는 The Future of Jobs 보고
서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이 가까운 미래에 도래할 것이고, 이로 인해 일자리 지

103) 김진하(2017), p. 46.
104)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원래 2010년 발표된 독일의 ｢High-tech Strategy 2020｣의 10대 프로젝트
중 하나인 ｢Industry 4.0｣에서 제조업과 정보통신이 융합되는 단계를 의미하였으나, WEF에서 제4차 산업혁
명을 언급하며 전 세계적으로 주요 화두로 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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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변화라는 사회구조적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또한 4차 산
업혁명을 ‘디지털 혁명에 기초한 물리적 공간, 디지털적 공간 및 생물학적 공간
의 경계가 희석되는 기술융합의 시대’라고 정의하면서, 사이버 물리 시스템
(CPS: Cyber-Physical System)에 기반한 제4차 산업혁명은 전 세계의 산업
구조 및 시장경제 모델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시점에서 보면,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성(hyper-connected)’, ‘초지능
화(hyper-intelligent)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이 상호 연결되고, 보다
지능화된 사회로의 변화”를 통해 인류를 한 걸음 더 발전시켜갈 것으로 전망된
다. 이에 따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융복합 기술의 개발이 중요하며, 이러한 차
원에서 미래사회의 변화는 크게 세 가지 측면, 즉 △기술·산업 구조 △고용 구
조 △직무역량 등에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105)
첫째로 4차 산업혁명은 기술 및 산업 간 융합을 통해 산업구조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스마트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이버물리시스템
(CSP)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Smart Factory)와 정보통신기술(ICT)과 제조업
을 융합한 사이버물리시스템 기반의 ‘인더스트리 4.0(Industry 4.0)’ 등이 이
에 해당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주요 변화 동인이자 기술 분야인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AI) 및 자율주행자동차 등의 기술개발 수준 및 주기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가까운 미래에 관련 기술의 본격적 상용화로 새로운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고용구조에서의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
된다. 즉 4차 산업혁명을 보다 더 강력하게 추동하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변화
가 미래사회 우리의 일자리 지형을 바꿔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자동화 기술 및 컴퓨터 연산기술의 향상으로 인해 단순·반복적인 사
무행정직이나 저숙련(low skills) 업무와 관련된 일자리에 직접 영향을 미쳐 관

105) 김진하(2017), pp. 49~5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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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분야의 고용률을 현저히 감소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더 구체적으로는 저숙
련 및 저임금 노동인력이 수행하던 단순 행정업무는 물론 재무관리사, 의사, 고
위 간부 등 고숙련·고임금 직업의 상당수까지도 자동화됨으로써, 현재 인간이
수행하는 업무의 45%가 자동화 작업으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일자리 지형 변화와 관련해, 상기 제시된 부정적 전망만 있는 것은 아
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 직군 및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등
장하고, 고숙련(high-skilled)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도
공존한다. 특히 산업계에서는 인공지능, 3D 프린팅, 빅데이터 및 산업로봇 등
4차 산업혁명의 주요 변화 동인과 관련성 높은 기술 분야에서 약 200만 개 이상
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중 65% 정도가 신생직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3-4. 국가별 미래사회 변화의 동인
구분

주요 변화 동인

독일

빅데이터, 로봇, 자율주행 물류자동차, 스마트 공급망, 자가조직화 기술 등

영국

바이오 및 나노 테크놀로지, 차세대 컴퓨터, 가상현실, 홀로그램, 3D 프린팅

미국
호주

클라우드, 자동화기술, 센서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 3D프린팅, 소프트웨어, 사물인터넷, 자율
주행자동차 등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등

자료: Technology, Globalization and the Future of Work in Europe(Oxford Univ., 2015); The
Shape of Jobs to Come(Fast Future Research, 2010).

셋째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산업 측면의 변화와 일자리 지형의 변화
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고용 인력들의 직무역량(skills & abilities)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많은 전망 보고서 등에서도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컴퓨터/IT’ 분야의 지식이 효
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106) 특히 미국

106) Oxford Univ(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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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계에서는 2018년까지 전체 일자리의 약 63%가 STEM 분야의 교육 이
수를 요구하고, 첨단제조 분야의 15% 이상이 STEM 관련 고급학위(석사 이상)
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미래사회의 고용 인력은 새로운 역할과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과 더불어 지속적인 학제간 학습(interdisciplinary
learning)이 필요하고, 다양한 하드스킬(hard skills)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고 강조하고 있다. 로봇이나 기계를 다루는 전문적인 직업 노하우를 정보통신
기술(ICT)과 접목할 수 있는 역량과 더불어 다양한 지식의 활용을 기반으로
소프트스킬(soft skills)이 미래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역량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나. 통일한국 산업 재편에 대한 시사점
통일을 준비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통일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통일에 무관심해지거나, 통일을 먼 미래의 일로 치부하면서 등한시
해버리는 것이다. 한반도 통일에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입되므로 통일보다는
소극적이고 안정적인 분단 관리로 현재의 한반도 정전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 또한 동시에 경계해야 할
것은 통일에 대한 막연한 기대로 과도한 망상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즉 통일이
되면 한국은 마치 당연히 경제적으로 융성하고 동북아에서 중심 국가로 자리매
김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에 부풀어 무리하게 통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 역
시 경계해야 한다. 따라서 통일은 천문학적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
에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소극적 분단 관리도 지양해야 하고, 또한 통일
은 무조건 대박이므로 한국 주도의 흡수통일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도
동시에 지양한다. 이에 가장 바람직한 것은 빠른 통일보다는 ‘바른 통일’을 지
금부터 준비해가는 것이다.107)
107) 통일연구원(20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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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하나는 ‘어떤 통일인가’에 따라 이후 상황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한다. 독일식 흡수통일이냐, 베트남식 무력통일이
냐, 예멘식 합의통일이냐, 아니면 또 다른 유형이냐에 따라 통일 이후 남북한
산업 재편의 방향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 이에 가장 바람직한 통일은 ‘한국이
주도하고, 남북·국민·국제사회가 합의하며, 통일의 전 과정이 평화적이고 민
주적으로 이루어지는 통일’이어야 한다. 현재의 대내외적 상황, 즉 한국의 국제
적 위상 및 역량, 남북한간 상대적 격차, 북한의 불안정성, 주변 여건 및 전략
환경 등을 종합할 때, 한반도의 통일은 ‘한국 주도의 평화적 합의통일’로 귀결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108) 따라서 여기서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상
정하고 있는 점진적, 단계적 통일방안에 입각한109) 통일 이후를 상정한 한반도
산업 재편의 방향과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한국 주도로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한국의 시
장경제의 이식 과정에서 복지제도를 어떻게 적용하냐는 것이다. 무엇보다 한국
의 시장경제와 사회보장제도를 빠르게 이식해 북한에서 단기간에 시장경제와
한국식 사회보장제도가 정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다만 남북한간 경제통합, 즉
노동시장의 통합, 화폐 통합, 재정 및 사회복지제도의 통합까지도 급속하게 실
시할 것인지와 관련된 부분은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야 한다.
만약 독일식으로 완전하게 흡수통합될 경우, 통일비용으로 인한 부담 때문
에 남한 경제가 큰 어려움에 봉착함은 물론 북한지역의 산업발전 전망도 어두
워진다. 사회복지제도 역시 북한 주민에게 현재 남한 주민에게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부여하고, 또한 국경을 개방해 자유로운 인구이동을 허
용하여 북한 주민이 남한의 고임금 일자리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면, 북한지
역의 임금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은 수익성과 경쟁력
확보의 어려움이 발생해 투자와 고용 부진에 빠지게 됨은 물론 북한지역은 장

108) 이기완 외(2015), pp. 296~297.
109) 박종철 외(2010),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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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대규모 실업사태를 겪을 것이다. 또한 경제통합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상대
적으로 통일비용에 대한 부담 역시 커지며, 이에 따른 증세 및 국채발행이 민간
투자를 감소시키는 효과로 작용해 민간기업의 투자 부진도 동반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달리 노동시장과 복지제도 통합을 제한하는 부분 통합 내지는 점진적
통합 방식을 통해 북한지역의 임금을 일정 기간 낮게 유지할 수 있다면 기업투
자와 일자리 창출에 훨씬 더 유리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통일
비용의 부담이 줄어들어 북한지역에 대한 민간기업의 투자도 활발해질 것이다.
다만 부분 통합에도 다양한 방법과 수준이 있는데, 북한 주민에 대한 복지 혜택
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리고 북한 주민의 남한 이주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북
한지역의 임금 수준은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110) 이는 남북한간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어 향후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통한 사회통합에 어려움으로 작
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때, 통일 이후 북한의 산업개발을 위한 정책과제는 크게 두 가지,
즉 ‘북한의 기존 기업처리 문제’와 ‘신규 기업투자 촉진’으로 나눌 수 있다. 먼
저, 기존 기업의 처리에서는 국영기업을 사유화해가는 것이 기본 과제가 될 것
이다. 만약 한국 주도의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북한을 조속히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어떤 경제통합 방식을 선택하든, 기존 북한 내 국영기업들을 사
유화해 사유재산권에 기초한 민간 주도의 경제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과
거 경제발전 수준이 낮고 민간기업이 발달해 있지 않았던 1960~70년대에 우
리는 정부가 직접 나서 적극적인 산업정책을 실시하며, 산업개발을 주도한 경
험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한국 민간기업이 고도로 발달되어 있어 이들의 주도
로 북한지역의 산업개발을 도모해가는 것이 적절하다.
특히 1990년대 이후 북한은 만성적 경제난으로 상당수 국영기업들이 사실
상 공장 가동 및 기업 운영을 중단한 상태이고, 그나마 남아 있는 기업들도 시

110) 김석진, 이석기, 양문수(2011), pp. 19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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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제 환경에서 버티기 힘들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통일 이후 상당수 기업의
청산과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은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동반될 대규모 실업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이
다. 이것이 바로 통일 이후 통합 과정에서 사회문제를 최소화하고 기회비용을
줄이는 관건이 될 것이다. 국영기업의 사유화에는 여러 방식이 있겠지만 모두
일장일단이 있을 것이므로,111) 통일 이후 북한의 실정을 고려하고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형평성 등을 적절히 조화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음으로, 북한지역에 대한 신규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정책을 설
계하려면, 먼저 정책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 현재 북한의 산업구조를 감안할
때, 북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노동집약적 산업을 육성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를 위해 통일독일이 추진했던 동독에 대한 산업정
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독일은 동독에 대한 산업정책을 주로 자본·기술 집
약적 산업에 유리한 투자지원(자본보조) 정책으로 구성했다. 이는 정책 목표를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현대적 산업구조 창출로 설정했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동독의 산업생산성은 빠른 속도로 증가했으나, 대규모 실업사태의 장기화에 따
른 주민 불만이란 문제를 양산했고, 이는 결국 통일독일의 국가통합에 결정적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
즉 통일 당시 동독은 중진국으로서 산업발전 및 인적자본 수준이 상당히 높
았으므로 현대적 산업을 비교적 용이하게 이식할 수 있었고, 실업에 따른 사회
문제도 사회복지제도로 대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동독과 달리 북한은
현재 세계 최빈국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남북한간 격차도 매우 크다. 즉 북한
에서는 자본·기술 집약적 산업보다 노동집약적 산업이 더 적합하다. 또한
1990년대 이후 북한의 산업 부문이 사실상 붕괴 상태인바, 북한의 도시지역에

111) 국영상점 및 식당이나 소규모 공장 등 소규모 국영기업은 기본적으로 매각(유상배분) 방식을 통해 사유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국영기업의 경우 적절한 지원대책을 동반한 사전적인 구조조정과 현대적 기업관리제도의 도
입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하므로 사유화의 속도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석진, 이석기, 양문수
(2011), p.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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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실질적 실업 상태에 있는 대규모 유휴인력이 존재하므로, 통일 이후 단기간
내에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실업자를 위한
복지제도는 동독보다 훨씬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
이후 북한 산업정책의 초점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 노동집약적
산업의 육성으로 가야 한다.
주의할 점은 신규투자 촉진을 위한 산업정책의 내용 역시 통일 이후 경제통
합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먼저, 독일식 완전 통합 방식에서는
북한지역에서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산업화 촉진을 위해 대
규모 자금 및 여타 지원이 필요해질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비용을 직접 낮춰주
기 위한 임금보조 및 투자보조금, 특혜대출, 조세감면 등의 지원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일자리 창출을 주된 정책목표로 상정할 경우, 투자지원보다는 노
동집약적 산업에 유리한 정책인 임금보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다음으로, 부
분 통합을 통해 북한지역의 저임금이 유지된다면, 정부정책을 기업지원에 맞출
필요는 없다. 특히 임금보조는 불필요해지고, 투자지원 역시 부분적으로 이루
어질 것이다. 현재 남한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산업정책, 즉 산업단지 개발,
수출진흥, 외자유치, 중소기업 및 자영업 지원 등을 북한지역에 확대 적용해나
가는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 그럼에도 통일 이후 북한은 현재 남한보다는 더 많
은 지원과 혜택을 투입해서 북한지역의 산업개발 속도를 높여나가야 한다. 특
히 정부는 산업 단지 개발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연계 인프라의 건설을 보장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국기업의 북한지역 투자 가능성도 부분 통합에서 활성
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외자유치 정책이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이
들 외자기업을 이용한 수출산업 육성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및
자영업에 대한 지원도 건강한 시장경제체제의 기반 조성과 북한 주민의 재산권
형성 및 기업가들의 적극적 활동 촉진에 기여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인 남북한
사회경제통합의 진전을 위해 적극 고려해야 한다.
종합하면 통일 이후 북한 의산업개발에서는 정부와 민간기업 사이의 긴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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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 이후 북한은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될 것
이며, 북한지역의 경제개발은 민간기업 중심의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추진되어
야 한다. 특히 산업 부문에 대한 대규모 신규투자는 한국 기업이 주도하고, 외
국 기업도 다수 참여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그러나 통일이라는 특수한 상황으
로 인해 북한에서는 민간기업의 투자를 돕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역
할이 필요하다. 특히 기존 북한 내 국영기업의 사유화 및 구조조정, 그리고 산
업단지 개발에서는 정부가 주도적 사업주체가 되어 기획·관리·지원을 해주어
야만 민간기업의 효율적 투자가 가능해질 것이다. 이를 위해 향후 북한 산업 개
발을 위한 민관협력(1.5트랙)의 추진기구 및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2. 남한 산업의 국제 경쟁 상황과 지속 성장 과제
가. 주요 산업의 국제 경쟁 상황 개관
한국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쳐 2011년을 기점으로 2∼3%대의 저성
장 시대에 진입했다. 이러한 결과는 성장을 주도해온 상당수의 주력 산업이 국
내외 시장에서 성숙단계에 진입하면서 생산과 수출 등의 성장세가 둔화 및 감
소하였기 때문이다. 2011∼15년 동안 자동차와 조선, 석유화학, 정보통신기
기, 섬유·의류 등 다수 업종에서 생산과 수출이 모두 감소하였고, 일반기계와
철강 등도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었다. 이는 우리 경제의 높은 대외 수출 의존도
로 인해 세계 경제 성장률 둔화에 따른 대외 수출 시장의 부진과 국제경쟁력 약
화, 중국을 비롯한 후발국의 추격 등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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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주요 산업의 국내 생산 및 수출 증가율 추이와 특성
(단위: %)

구분

생산

수출

2006~11

2011~15

2006~11

자동차

3.9

-0.5

3.5

조선

8.1

-5.9

20.7

10.7

0.4

13.9

철강

7.2

0.4

9.9

석유화학

3.2

-0.4

13.6

정보통신기기

8.2

-1.1

4.3

-2.0

2.7

-1.7

7.6

-2.3

3.8

일반기계

가전
섬유·의류

특성

2011~15

-1.4 국내 생산경쟁력 하락
-8.2 세계 불황, 중국과 경쟁 심화
0.5 기업경쟁력 약화
2.0 경쟁력 하락
-4.6

중국의 일부 품목 공급 부족으로
경쟁력 유지

-1.0 경쟁력 지속 하락
-1.6

프리미엄 가전 수요 증가로 경쟁력
회복

-2.7 산업·기업 경쟁력 지속 하락

주: 생산은 업종별 협회 및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수출은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이며, 증가율은 기간
연평균임.
자료: 조철 외(2016), pp. 56~74를 토대로 재정리함.

한편 세계시장에서의 수출 점유율은 자동차, 조선, 철강, 정보통신기기, 섬
유·의류 산업 등은 하락하였고, 일반기계와 석유화학, 가전 산업은 소폭 상승
하였다.112) 2014년 현재 수출시장 점유율은 2011년에 비해 자동차 산업은
9.7%에서 9.2%로 낮아졌고, 조선 산업은 29.6%에서 28.6%로, 철강 산업은
6.9%에서 6.7%로, 정보통신기기 산업은 7.5%에서 6.1%로, 섬유·의류 산업은
2.0%에서 1.9%로 하락하였다. 반면에 일반기계는 3.1%에서 3.2%로, 가전은
2.8%에서 2.9%로 각각 0.1%p로 소폭 늘어났으며, 석유화학은 6.7%에서
7.2%로 크게 늘어났다. 향후 중국의 수출 확대와 동남아와 인도 등 성장국들의
자급률 향상 등으로 수출 점유율은 더욱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인건비와 노사관계 인력 수급 등의 국내 생산 여
건의 악화는 국내의 생산 위축을 심화하고 생산 기지의 해외 이전을 촉진하는
112) 조철 외(2016), p.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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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으로 지적된다. 자동차와 정보통신기기, 섬유, 가전 등이 대표적인 산업이
다. 특히 자동차는 임금 수준이 선진 기업에 비해 매우 높으며, 통신기기와 가
전, 섬유는 가공조립 부문이 주로 저임금 국가에 존재하고 있어 국내 인건비는
이들 지역의 인건비와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반면에 철강과 석유화학
등 소재 산업은 인건비에 크게 작용하지 않는 편이다.

표 3-6. 주요 산업의 국내 생산 여건 평가
구분

인건비

생산성

노사관계 원부자재 조달

규제

인력 수급

내수시장

자동차

▼

▽

▼

○

□

▽

▼

조선

▽

□

▽

○

□

□

▼

일반기계

▽

□

□

□

□

▽

▼

철강
석유화학

□

●

○

○

▽

▽

□

○

▽

□

▼

▽

정보통신기기

▼

○

□

○

□

▽

가전

▼

○

□

●

□

▽

▼

섬유·의류

▼

▽

□

○

□

▼

▼

▼

주: ●는 매우 좋음, ○는 좋음, □는 보통, ▽는 나쁨, ▼는 매우 나쁨을 표시함.
자료: 조철 외(2016), p. 89.

섬유·의류 산업은 일반 생산직뿐만 아니라 기술직의 인력 수급과 전문인력
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자동차 산업의 경우는 조립라인이 경직된 노사
관계로 기업 운영과 생산성에 차질을 겪고 있다. 이 외에도 공급 능력에 비해
내수 시장이 협소한 점과 철강 분야의 환경 규제, 정부의 정책 지원 부족 등도
경쟁력 약화와 해외로의 생산 기지 이전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된다.
한편 주요 산업의 국내 기업경쟁력을 선진국 기업과 후발국 기업과 비교하
면 선진국과의 격차는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2∼3년 뒤져 있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또한 신산업 대응 능력과 원천 기술 수준, 신제품 개발 능력 등
에서는 더 많은 격차를 보였다. 일반기계의 경우도 후진국의 경쟁력은 섬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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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우리 기업의 약 90% 이상 수준에 도달하여 격차는
1∼2년 미만인 것으로 분석된다.113) 특히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은 선진국을
추격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을 뿐 아니라 후발국의 추격을 걱정해야 할 상
황이다. 조선 산업은 다소 경쟁력이 있으며, 섬유·의류 산업은 후진국의 추격
이 우려된다.

나. 주요 산업별 국제 경쟁 상황과 문제점
1) 자동차 산업
한국의 자동차 생산은 2011년 466만 대를 정점으로 2012∼15년 450만 대
수준에서 정체를 보이다가 2016년에는 30만 대 이상 감소한 423만 대를 기록
했다. 이로 인해 한국의 자동차 생산은 2005∼15년까지 세계 생산 5위를 유지
했으나 2016년에는 인도에 추월당해 6위로 하락하였으며, 최근에는 7위인 멕
시코와의 격차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114) 2016년 세계 총생산은 2.3% 증가했
으나 한국은 오히려 7.2% 감소함으로써 8대 글로벌 생산국가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감소하였다. 수출도 2014년 306만 대로 전년대비 0.8% 감소했으며,
2015년에도 297만 대로 2.9% 감소했다. 이로 인해 수출 순위는 2015년까지
독일, 일본과 함께 글로벌 수출 3강을 유지했으나 2016년부터는 멕시코(277
만 대)와 미국(265만 대)에 밀리면서 5위로 하락했다. 내수도 2016년 0.2% 감
소한 데 이어 2017년 상반기에도 –3.4%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공장 가동률도
2014년 96.5%에서 2015년 96.3%, 2016년 91.1%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113) 산업연구원은 기업경쟁력 분석 항목을 비용 관리 능력, 품질 관리 능력, 신산업 대응 능력, 원천 기술 수준,
생산 기술 수준, 디자인 능력, 신제품 개발 능력, 마케팅 능력 등으로 구분하였다(조철 외 2016, pp. 90~95).
114) 한국의 자동차 생산대수는 2015년 455만 6,000대에서 2016년에는 422만 9,000대로 감소하였고, 2017년
상반기에는 216만 3,000대를 기록했다. 반면 멕시코는 2015년 한국의 78.2% 수준인 356만 5,000대에서
2016년에는 한국의 85.1%인 360만 대로 늘어났고, 2017년 상반기에는 188만 4,000대로 한국의 87.7%
수준으로 늘어났다(한국자동차산업협회 2017. 8. 23,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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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한국 자동차 산업의 생산 및 수출 추이
(단위: 만 대, %)

구분

생산

수출

2010

2011

2012

2013

2014

물량

427

466

456

452

452

비중

5.4

5.7

5.4

5.1

5.0

증가율

21.6

9.1

-2.1

-0.8

물량

277

315

317

비중

9.0

9.7

29.4

13.7

증가율

2015

2016

456

423

0.1

0.7

-7.2

308

306

297

262

9.8

9.4

9.2

0.6

-2.8

-0.8

-2.9

-11.8

자료: 한국자동차산업협회(2017. 8. 23), p. 1.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생산 및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수출은 선진국에
비해 중저 가격대의 소형차 위주의 수출 구조를 갖고 있으며, 고급차와 미래형
자동차 분야에서는 선진업체와 여전히 기술 격차가 존재한다. 또한 선진업체에
비해 인건비 비중이 높고 노동의 경직성 등으로 생산성도 낮은 것으로 조사되
었다. 더욱이 세계의 자동차 수요가 주춤하는 가운데, 중국과 인도 등 신흥 자
동차업체들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가격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향후 생산 효율성
제고방안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표 3-8. 한국 자동차 산업의 주요국 비교
구분

한국

일본

독일

미국

14,260달러

22,400달러

36,150달러

26,630달러

79.9

98.6

100

96.8

임금(2016 연봉)

9,213만 원

9,104만 원
(852만 엔)

8,040만 원
(62,654유로)

-

임금/매출액 비중

12.2%

7.8%(2012년)

9.5%

-

26.8시간

24.1시간

-

21.3시간

평균 수출가격
기술경쟁력(EU=100)

1대 생산당 투입시간

주: 1) 기술경쟁력은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스마트카 기준이며, 독일은 EU 기준임.
2) 임금과 매출액 대비 임금 비중은 한국의 경우 5사 평균, 일본은 도요타, 독일은 폭스바겐(VW), 미
국은 포드 기준임.
자료: 한국자동차산업협회(2017. 8. 23), p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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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선 산업
한국의 조선 산업은 1990년대 말부터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로 부상한 이
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까지 초호황으로 대규모 수주 실적을 보였다. 세계 조
선 산업 시장은 한국과 중국, 일본의 3개국이 건조량(CGT) 기준으로 전체의
약 87.8%를 차지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세계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중국이
급부상했음에도 금액 기준으로는 여전히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표 3-9. 한국 조선 산업의 국제적 위상과 실적 추이
(단위: 만CGT, %)

구분

1995

세계시장 규모

2000

2005

2010

2015

연평균
증가율

1,468

2,004

2,897

5,166

3,690

4.2

한국

305

648

1,009

1,491

1,270

4.6

일본

576

641

831

982

670

0.3

중국

76

114.5

419.4

1,880

1,300

17.6

한국

20.8

32.3

34.8

28.9

34.4

-

일본

39.2

32.0

28.7

19.0

18.2

-

중국

5.2

5.7

14.5

36.4

35.2

-

상대적

한/일

0.5

1.0

1.2

1.5

1.9

-

점유비율

한/중

4.0

5.7

2.4

0.8

1.0

-

생산규모

세계시장
점유율

주: 연평균 증가율은 2000∼15년 기간 평균임.
자료: 이석기 외(2016), p. 193.

그러나 중국은 금융위기 이후 정부 주도의 수요 창출과 적극적인 정책 지원
에 힘입어 물량 기준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비록 아직까지는 한국과
중국 간의 제품 구조가 차별화되어 있어 세계 수출시장에서 직접적으로 심각한
수준의 경쟁 상황에 처하지는 않았다. 다시 말해 수주잔량 기준으로 한국은
LNG선 27.2%, 탱커 25.8%, 컨테이너선 18.4%로 구성되어 있고, 중국은 벌
크선 49.6%, 탱커 21.6%, 컨테이너선 18.9%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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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중국은 자국 물량을 기반으로 1만 5,000TEU 이상급의 극초대
형 컨테이너선 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하면서 조만간 우리의 핵심 건조선종에서
도 경쟁이 예상된다. 더욱이 세계 수요의 약 80%를 차지하는 범용 선박 건조는
가격경쟁력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므로 수주 경쟁과 영업 이익 확보 측면에서
중국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있다. 또한 세계시장의 지속적인 침체와 발주 부진
으로 인해 건조 물량이 부족하고 설비가 과잉 상황에 있어 설비 최적화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호황기에 고용한 많은 인력과 노조로 인해 인력 구조조정과 고
임금 구조를 해결하기 힘든 상황 등은 한국 조선 산업의 가격경쟁력을 약화하
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3) 일반기계 산업
기계 산업은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되며, 기술 및 제품의 검증 기간과 신뢰
성 획득 기간이 타 산업에 비해 상당히 긴 편이다. 또한 전체 공정을 자동화하
기가 어려운 특성이 있어 구체적 수요와 품질에 대한 높은 신뢰도가 필수적으
로 요구되는 선진국 주도형 산업이다. 이로 인해 수출은 독일, 중국, 미국, 일본
등 상위 4개국이 전체의 약 절반인 46.7%를 차지하며, 수입도 미국, 중국, 독
일이 전체의 29.0%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 기계 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2007년 2.7%에서 2010년 3%대로 진
입한 이후 2014년까지 3.2% 수준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주요 업종별로
는 기타 특수 목적용기계(6.1%)가 가장 점유율이 높으며, 건설 및 광산기계용
장비(5.8%), 섬유기계(4.5%), 야금용기계(3.6%) 등이 대체로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점유율은 세계 수출시장의 11.5%를 차지하는 중국의 1/3에
도 못 미치고 있다. 또한 무역특화지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경쟁력이 낮
은 세부 품목 가운데에는 중국 등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범용 기계류 부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115) 이 외에도 기계류 부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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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접투자가 선진 기술 도입이나 첨단 기계류의 현지 수출 기반 마련을 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중진국 시장을 겨냥한 제품 생산 및 수출 목적이 더 크기
때문에 아시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점차 상승하
고 있는 중국의 인건비 등 제조 원가 상승 요인이 커질 경우에 대비하여 대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표 3-10. 주요국의 일반기계 산업 수급 구조 비교
(단위: 억 달러, %)

생산

구분

수출

수입

국가

점유율

국가

점유율

국가

점유율

1

중국

27.0

독일

15.4

미국

13.6

2

일본

14.0

중국

11.5

중국

8.1

3

독일

13.5

미국

11.5

독일

7.3

4

미국

10.3

일본

8.3

프랑스

4.0

5

이탈리아

4.8

이탈리아

6.8

영국

4.0

6

한국

2.9

영국

4.4

캐나다

3.8

7

프랑스

2.6

프랑스

4.2

러시아

3.4

8

영국

2.3

한국

3.2

멕시코

3.3

9

스페인

1.6

네덜란드

3.1

한국

3.2

세계 총액

30,830

14,820

14,510

주: 2013년 기준이며, 한국 수출액은 UN 분류 기준으로 MTI 기준과 다소 차이가 있음.
자료: 이석기 외(2016), p. 160.

4) 철강 산업
한국의 철강 산업은 견고한 제조업 생산기반과 자동차와 건설, 조선 등의 수
요 산업에 힘입어 2000년까지는 비교적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중국의 급성장으로 인한 공급 증가로 한국의 세계시장 점유율의
비중은 낮아졌다. 이로써 세계시장에서 한국의 조강 생산량은 2000년 5.1%까
115) 이석기 외(2016), pp. 116~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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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성장하였으나, 현재는 4.4%로 세계 철강 생산 7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수요 산업이 성숙단계에 진입하여 1∼2%대의 낮은 성장률이 예상되
는 가운데, 중국의 수출 확대와 동남아와 인도 등 성장국들의 자급률 증가 등으
로 해외 시장에서의 수출시장 점유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생산의
약 40%를 수출에 의존하고 있고, 평균 가동률이 80%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70%를 하회하는 세계 철강 산업의 평균 가동률을 웃도는 한국으로서는 해외
시장 확대와 신규 수요 창출이 긴요하다.

표 3-11. 한국 철강 산업의 생산 및 수출 추이
(단위: 백만 톤, %)

구분

생산

비중

1995

2000

2005

2010

2012

2014

2015

세계

752.3

847.7

1,147.8

1,432.8

1,559.2

1,646.7

1,599.5

한국

36.8

43.1

47.8

58.9

69.1

71.0

69.7

북한

0.6

0.3

1.4

1.3

1.3

1.3

1.3

한국

4.89

5.09

4.17

4.11

4.43

4.31

4.36

북한

0.08

0.04

0.12

0.09

0.08

0.08

0.08

주: 물량 기준(생산은 조강, 수출은 철강재 기준).
자료: 이석기 외(2016), p. 99.

또한 중국의 경제 성장률 둔화와 글로벌 공급 과잉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및 환경 규제 강화 추세 등은 향후 철강 산업의 안정적
인 성장과 수익성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철강 산업의 3
대 제철 원료인 석탄, 철광석, 철 스크랩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이들
원료의 안정적인 조달방안 마련도 요구된다.

5) 석유화학 산업
한국의 석유화학 산업은 에틸렌 생산능력을 기준으로 2012년 이후 일본을
제치고 2016년 현재 5년 연속 세계 4위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정밀화학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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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전체 화학 산업도 세계 5위(2015년 기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최신 설비와 앞선 생산·공정 관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무엇보다도 전형적인 장치 산업인 석유화학 산업이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
과 인접해 있어 규모의 경제(economy of sacle)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
다. 중국은 세계 2위의 에틸렌 생산능력 국가임에도 고성장에 따른 수요 산업
의 급성장으로 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인
접성으로 한국은 물류비용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표 3-12. 한국 석유화학 산업의 국제적 위상 추이
(단위: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위

미국
(20.0)

미국
(17.4)

미국
(18.1)

미국
(18.0)

미국
(17.9)

미국
(17.8)

미국
(17.7)

2위

중국
(9.0)

중국
(10.9)

중국
(11.1)

중국
(11.6)

중국
(12.5)

중국
(13.3)

중국
(13.6)

3위

사우디
(8.5)

사우디
(10.1)

사우디
(10.4)

사우디
(10.3)

사우디
(10.1)

사우디
(10.1)

사우디
(10.1)

4위

일본
(5.5)

일본
(5.5)

한국
(5.6)

한국
(5.5)

한국
(5.4)

한국
(5.4)

한국
(5.3)

5위

한국
(6.0)

한국
(5.4)

일본
(5.1)

일본
(5.0)

일본
(4.7)

일본
(4.4)

이란
(4.2)

주: 에틸렌 생산능력 기준이며, 괄호 안은 세계 총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2010~15년: 이석기 외(2016), p. 116; 2016년: 한국석유화학협회, http://www.kpia.or.kr/index.
php/year_sugub(검색일: 2017. 9. 3) 참고하여 저자 정리.

그러나 석유화학 산업은 세계적으로 기술이 표준화되어 있어 차별성이 적어
진입장벽이 낮다. 이로 인해 초기의 막대한 건설비와 소수의 숙련 엔지니어만
확보할 수 있다면 후발국도 단기 추격이 가능하다. 또한 장치 산업이기에 일정
수준 이상의 가동률(80% 정도)을 유지해야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 그러나 석
유화학 및 정밀화학 산업 모두 전 세계적인 설비 증설 경쟁으로 과잉 설비 문제
와 수출 감소 및 정제 마진 하락 등의 위험 요인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강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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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환경 규제와 ‘3D 업종’이라는 인식에 따른 국내 젊은 층의 취업 기피도
위협 요인 중 하나이다. 또한 높은 수출 의존도(55% 내외)와 중국 의존도(50%
내외)와 함께, 향후 5년 내에 중국 석유화학 제품의 상당 수가 100% 자급률을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116) 등은 기존의 국내 내수시장 포화 현황에서 과잉설비
에 대한 우려를 더욱 심화할 수 있다. 실제로 2010년을 정점으로 대중 흑자폭
은 감소하고 있으며, 중국의 추격(catch-up)과 중동 등 경쟁국의 중국 시장 잠
식 가속화 등 소위 ‘차이나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어 국내업체들은 구조조정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

6) 정보통신기기 산업
한국의 정보통신기기 산업은 최근 시장이 성숙기에 들면서 성장세가 둔화되
긴 하였지만, 세계적 수준의 IT 인프라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그간 높은 성장세
를 보여왔다. 특히 단말기 분야에서는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시장의 포화와 중국의 부상, 그리고 국내 기업들의 해외 생산 확대

표 3-13. 세계 정보통신기기 산업의 생산과 수출 추이
(단위: 억 달러, %)

구분
통신
기기

정보
기기

2007

2008

2010

2012

2013

2014

생산

300
(8.3)

343
(9.1)

267
(7.3)

225
(5.5)

247
(5.8)

252
(5.7)

수출

306
(10.7)

359
(10.6)

275
(8.6)

226
(5.8)

273
(6.2)

295
(6.1)

생산

168
(3.8)

157
(3.5)

152
(3.3)

140
(2.9)

142
(3.0)

137
(2.8)

수출

128
(4.3)

97
(3.0)

77
(2.8)

77
(1.8)

71
(1.9)

70
(2.1)

주: 관호 안은 세계시장 점유율임.
자료: 이석기 외(2016), p. 212.

116) 성동원(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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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영향으로 국내외 생산과 수출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국내 업체들
은 높은 인건비 등에 의한 가격경쟁력 하락 등으로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중
국, 베트남 등지로 해외 생산을 확대하면서 휴대전화의 경우는 2015년 현재 해
외 생산 비중이 90%에 달하고 있다.
반면에 중국은 세계 최대의 정보통신기기 생산 및 수출국으로서 핵심 기술
력은 다소 부족하지만, 최근에는 높은 가격경쟁력에 기술경쟁력까지 크게 강화
하면서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과거 한국은 고급형 제품과 핵심부품, 중국은
중저가 제품 및 범용부품으로 한·중 간 시장은 대체로 차별성을 갖고 있었으
나, 최근에는 중국의 약진으로 양국간 경쟁 분야는 확대되고 있다. 한국은 휴대
전화와 보조기억장치 등 소수 품목에 대한 생산 및 수출 의존도가 높고, 하드웨
어 경쟁력은 높지만 플랫폼, 콘텐츠 등 모바일 소프트웨어 경쟁력은 취약한 편
이다. 이로 인해 양국은 수직적·보완적 분업 관계에서 이제는 수평적·경쟁적
관계로 전환되었다.

7) 가전 산업
한국의 가전 산업은 해외 생산 비중이 약 70%로 매우 높다. TV는 95% 이상
이고 냉장고 등 여타 주요 생활가전 제품도 80% 이상에 달해 여타 산업에 비해
비교적 글로벌 생산체계가 확고히 구축된 편이다. 이로 인해 현지에서의 해외
생산이 수출을 대체하기 때문에 세계 가전시장에서 생산 및 수출시장의 위상과
고용 창출 효과가 하락하였다. 생산의 경우는 다행히 2013년부터 고가의 프리
미엄 TV 제품이 증가하면서 세계시장 점유율이 2013년부터 3%대로 회복되었
다. 또한 기업 측면에서의 위상을 보면 한국 브랜드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TV에
서 세계 1위이고, 프리미엄 냉장고 등의 고가 제품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
이고 있다. 다시 말해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과 유럽 등 선진권에서는 품질 경쟁
력과 브랜드 인지도로 기업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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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한·중 가전 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 추이
(단위: %)

구분
한국

중국

2007

2008

2010

2012

2013

2014

생산

2.8

2.4

2.5

2.6

3.1

3.1

수출

3.2

2.5

2.8

2.8

2.9

2.9

생산

33.8

34.4

35.4

38.9

39.7

39.5

수출

29.3

28.1

30.0

34.7

36.0

37.6

주: 1) 생산 통계의 범위는 영상음향기기, 전자게임기, 전자시계 부문임.
2) 수출 통계의 범위는 영상음향기기, 가정용기기, 조명기기임.
자료: 이석기 외(2016), pp. 226∼227.

그러나 국내 생산에 한정하여 가전 산업을 평가하면 글로벌 위상이 약화되
고 있고, 수출도 2007년 3.2%에서 2014년에는 2.9%로 줄어들었다. 이는 고
임금과 협소한 내수시장으로 국내 생산 여건이 악화되고 있고, 개발도상권 시
장과 중국 내수시장117)에서는 중국과의 치열한 가격 경쟁에서 열위에 놓여 있
기 때문이다. 생산 및 수출에서 중국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
며, 더욱이 중국이 빠르게 기술 추격을 해오면서 한국과의 기술 격차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어 중국 프리미엄 시장에서도 우리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8) 섬유·의류 산업
한국의 섬유·의류 산업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개발도상국에 대한 가격경
쟁력 열위, 중저가·범용 제품을 중심으로 한 수출업체들의 해외로의 생산 기지
이전, 선진국 제품과의 차별화 미흡 등으로 수출이 감소하면서 세계시장 점유
율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특히 국내 섬유 산업의 생산직 인력의 월평균
임금은 187만 원으로 제조업 평균 318만 원의 58.8%에 불과하며, 봉제 기술
자들의 임금은 164만 원으로 매우 낮다. 이로 인해 섬유 산업의 세계 점유율은
117) 중국은 2007년부터 2013년 5월까지 가전하향, 이구환신, 에너지절약 가전제품에 대한 보조금 등 다양한 가전
내수 진작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중국 가전 기업들이 급성장하였다. ‘가전하향’이란 가전제품을 농촌으로 내려
보낸다는 의미이며, ‘이구환신’은 옛제품을 신제품으로 교환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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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5.0%에서 2014년에는 1.8%로 하락하였으며, 세계 9위를 차지하고
있다. 의류 산업 역시 동 기간 중에 세계 점유율은 2.5%에서 0.5%로 하락하여
2015년 현재 20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반면 대부분의 품목에서 한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와 설비투자 확대, 인건비 등에서의 가격경쟁력 우위를 바탕으로 시장 잠
식을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세계 1위로, 섬유 산업의 경
우 2000년 14.8%에서 2014년에는 37.4%로, 의류 산업은 18.2%에서 38.6%
로 꾸준히 상승하였다.
한국 섬유 산업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중저가 품목에서의 글로벌 공급과잉과
한국의 경쟁력 약화 속에서도 R&D 투자 부진과 연구인력 부족 등으로 고부가
가치 제품 시장 개척을 위한 차별화 제품 개발과 비가격 경쟁력 제고(디자인,
브랜드 등) 등에 대한 성과가 지지부진하다는 점이다. 한편 섬유소재 산업은 세
계 점유율이 8.2%에서 3.8%로 하락하긴 했으나, 기능성 제품을 중심으로
2015년 현재 세계 5위로 여타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또한 자
동차, 항공기, 토목·건축 등 연관 산업의 중간재·소재로 사용되는 산업용 섬유
는 금속과 세라믹을 대체해가면서 신수요가 빠르게 창출되고 있다.118)

다. 주요 산업의 지속 성장 과제
한국의 주요 산업은 상당수가 국내외 시장에서 성숙단계에 진입했거나 진입
하고 있어 성장세가 감소 혹은 둔화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중국 등 후발
국의 가격 및 기술 경쟁력 신장 등으로 세계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
고 있다. 더욱이 FDI를 통한 GVC(글로벌 가치사슬) 형성으로 국제무역은 ‘역
할의 교역’으로 변화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의 진행은 기존의 산업과 학문 간
118) 2010~14년에 국내 산업용 섬유시장의 성장률은 섬유 산업 전체 증가율 6.4%보다 4.3%p 높은 10.7%를
기록했다. 또한 2015∼22년까지 세계 고성능 섬유시장의 성장률 전망치는 연평균 7.8%로 섬유 산업 전체의
3.0%의 2.6배에 달한다. 이석기 외(2016), pp. 24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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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남한의 주요 산업별 국제경쟁 현황과 문제점
구분

현황과 문제점
- 생산·경영 여건 악화: 고급차와 미래형자동차는 선진국과 기술 격차 존재

자동차

- 인건비 비중 증가, 노동의 경직성 등으로 생산성 하락
- 후발국과 가격경쟁 심화 우려
- 생산 효율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
- 글로벌 금융위기 후 중국 부상, 범용선박 건조는 가격경쟁력이 가장 중요

조선

- 세계시장의 침체와 발주 부진 지속으로 과잉설비 문제 대두
- 호황 때의 과잉인력 구조조정과 고임금 구조 상황 개선 필요

일반기계

- 기술과 품질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 선진국 주도형 산업
- 중국과 치열한 가격 경쟁, 중진국인 아시아권 편중의 수출 구조
- 제조업과 건설, 조선, 자동차 등 수요 산업에 힘입어 양호한 성장세 시현

철강

- 수요 산업의 성숙단계 진입, 중국과 동남아 등 성장국들의 경제성장률 둔화와 자급률
증가 등으로 수출 점유율 하락 우려
- 원부자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안정적 조달방안 마련 시급
- 중국의 높은 수요 증가율로 견조한 성장세 유지(대중국 수출 편중)

석유화학

- 기술 수준의 세계 표준화로 진입 장벽이 낮아 후발국 추격 우려
- 3D 업종 인식하에 국내 젊은층의 취업 기피, 설비 과잉 우려
- 성숙기 진입, 세계시장 포화, 해외생산 확대 등으로 국내 생산과 수출 부진

정보통신기기 - 중국의 높은 가격경쟁력과 기술경쟁력 신장으로 급성장세
- 소수 품목에 대한 생산 및 수출 의존도가 높음(휴대전화, 보조기억장치 등)
가전

- 높은 해외 생산 비중, 고임금과 협소한 내수시장으로 국내 생산 여건 악화
- 중국의 높은 가격경쟁력과 기술 격차 축소로 중국과 개발도상국 시장 진출 입지 약화
- 개발도상국 대비 가격경쟁력 열위, 선진국과는 차별화 미흡 등으로 세계 점유율 지속 하

섬유·의류

락. 특히 생산직 인력의 높은 임금이 경쟁력을 약화
- R&D 투자와 연구인력 부족 등으로 고부가가치시장 개척 차별화 성과 미흡

자료: 저자 작성.

경계를 약화하면서 세계 경제와 산업 구조를 융복합 경제 및 스마트 경제로 진
화·발전시키고 있다. 따라서 한국 경제와 주력 산업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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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의 경쟁력 제고와 생산성 향상
가전 및 섬유·의류 산업 등 한국의 주요 산업, 특히 경공업 분야는 중국과 아
세안 등 후발국의 추격 속에서 가격경쟁력 확보가 매우 시급하다. 인건비 비중
이 높은 자동차 산업과 일반기계 및 조선 산업의 범용 부문도 마찬가지이다. 노
동시장의 경직성 역시 가격 경쟁력 하락 요인은 물론 공급 과잉 산업에서 인력
구조조정 및 노동 생산성 향상의 걸림돌로 작용하여 세계시장에서의 점유율 하
락과 국내 생산기반 약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임금 수준과 노동력 관리의 유연성 제고, 기술 개발 및 설계·디자인
부문에서의 우수한 노동력 확보 등을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와 노동생산성 향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 신규 수요 창출: 성장 잠재력 확충과 내수시장 확대
세계 경제와 국내 경제의 성장률 둔화, 주요 산업의 성숙단계 진입, 가격경쟁
력과 기술력을 앞세운 후발국과 선진국 제품의 수입 증가 등은 국내 소비와 투
자를 위축하여 성장잠재력을 약화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또한 선진국들의 보
호무역주의와 환경 규제 강화, 비가격 장벽 등과 함께 후발국의 자국 산업 육성
지원 정책 등은 해외 수출 확대에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대외 수출시장
점유율을 하락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된다.
한편 한국의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중장기 인구 감소 전망은 협소한 내수시
장 유지마저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UN의 세계인구전망 자료에 따르면 한국
의 인구는 2015년 5,029만 3,000명으로 세계 27위에서 2030년에는 5,251
만 9,000명(세계 32위)으로 증가하지만, 2050년에는 5,059만 3,000명으로
감소하여 세계 39위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119) 여기에다가 분단으로 인한
한반도 물류·교통망 차단은 우리의 경제 영토 확장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119)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http://esa.un.org/unpd/wpp(검색일: 2017.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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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국내 소비와 투자 증가를 위한 내수시장 확대방안 마련이 요구되는
가운데, 남북간 경제협력 활성화와 시장통합, 사실상의 통일 실현을 통한 인
적·물적 교류 확대, 나아가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과 동북아 및 유라시아로의
물류·교통망 연결 등이 이루어진다면 새로운 대규모 신규 수요를 창출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북한의 경제특구와 개발구 등
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북한지역의 산업설비 개보수와 현대화, SOC 개
발 등에 대한 신규 수요는 엄청나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원재료 조달의 안정성 확보: 생산기지와의 근접성 등
세계적인 자원 확보 경쟁과 친환경 소재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
데, 안정적인 양질의 원재료 확보 여부와 공급지의 지리적 입지 여건의 중요성
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철강 등의 소재산업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북한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양질의 광물자원이 다량 매장
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남북간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양질의 광물
자원 확보는 물론 생산원가 절감과 물류비 절감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
로 예상된다.

4) 연구개발 확대: 친환경, 융합기술 등
한국의 산업경쟁력의 경우 중저가 및 범용 제품들은 후발국의 추격을 받고
있으며, 고부가가치 상품은 선진국과의 기술 및 디자인 등에서의 격차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환경 규제 강화,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ICT 기술을 활
용한 산업·기술 간 융합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수요 산업 발굴 등에
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고부가가치 및 첨단산업 기술 수요에 대응한 보다 많은 연구개발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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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고급기술 인력 양성,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산업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기술 개발에서는 산·학·연 연계 시스템 강화와 함께 개발한 기
술의 공유와 연계 확산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이는 새로운 미래제품 수요 발굴
과 생산 및 소비시장의 변화를 초래하여 신산업과 신시장을 창출할 것이다.

3. 북한 주요 산업의 문제점과 발전 과제
가. 주요 산업의 문제점과 한계
북한의 산업 기술력을 남한과 비교하면 산업별로 편차가 심한 편이나, 전반
적으로는 남한의 1980년대 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조선과 자동차 산업
은 남한의 1960년대 후반 정도로 낙후돼 있으며, 석유화학 산업은 1970년대
초반 수준, 화학섬유와 방직 산업은 1970년대 후반으로 평가된다. 철강과 일
반기계, 하드웨어 부문은 1980년대 중반 수준이며, 가전제품과 의류 산업은
1980년대 후반 수준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공작기계는 1990년대 초반, IT(통
신기기)는 1990년대 중반, 그리고 북한이 집중 육성하고 있는 S/W 부문은
2000년대 초반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120)
이러한 결과는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중공업 및 군수산업 우선의 불균형 발
전전략 등으로 장기간 폐쇄적 계획경제 시스템을 실시함으로써 투자와 선진기
술 도입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120) 산업은행(2015), pp. 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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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북한의 주요 산업별 기술 수준과 특징
구분

남한 대비 기술 수준

자동차

1960년대 후반

조선

1960년대 후반

특징과 문제점
- 부품 도입에 의한 녹다운 방식, 조립생산 기술 확보
- 최근 중국과의 합영으로 부품조립공장을 추가 건설
- 소형선 모방 생산 및 수리 중심
- 기술 수준 낙후로 엔진, 통신장비, 고급강판은 수입에 의존
- 블록 건조, 선행의장, 특수용접 등 최신기술 낙후

일반기계

1980년대 중반

철강

1980년대 중반

- 부품 조립 단계, 정밀기계용 전자 부품 부문 낙후
- 최근 CNC 공작기계 생산에 역점, 군수-민수 간 불균형 심각
- 일반강 및 특수강 제조기술 축적
- 고로 고압설비 미비로 고압 조업 기술 낙후
- 자체 원료 사용 및 시설 노후화로 가격 경쟁력 확보 곤란

석유화학

1970년대 중반

정보통신기기

1990년대 중반

- 생산설비의 비계열화
- 노후설비에 의한 구식 공정 채택, 일제시대 설비 이용
- 중국의 구세대 기술 도입 후 현지화
- 전문 기술 및 인력 부족
- 생산 시설 미비와 핵심 부품 생산 기술 낙후

가전

1980년대 중반
1970년대 후반

섬유·의류
1980년대 후반

- 중국산 부품 수입 후 조립하는 OEM 생산능력 확보
- 섬유: 석탄가스화 방식 생산체계 도입으로 주류 기술에서 이탈
- 방직설비 노후화와 화학섬유 치중, 비날론 인조섬유 생산 수준
- 의류는 모방 의류 생산 수준
- 임가공을 통한 OEM 생산능력 확보

자료: 산업은행(2015), pp. 8~14.

그러나 2000년대 이후 북한의 산업은 부분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전
력과 건설업, 광업 등이 이러한 회복을 선도하였으며, 제조업은 회복세가 가장
미흡한 상황이다.
김정은체제에 들어 북한의 산업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북한은 현재
상대적으로 성과가 가시적이거나 성과를 잘 낼 자신이 있는 에너지, 경공업, 농
업 및 수산업, 과학기술 등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특히 에너지 부문에 대
한 자원배분을 늘리고 있으며, 과학기술 중시와 국산화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북한 경제는 식품가공을 중심으로 한 일부 소비재와 경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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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뿐만 아니라 기계와 ICT 등 중화학공업을 포함한 제조업과 서비스 부문
등 산업 전반에서 생산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대외 무역 증가와 시장화의 확
산, 그리고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 등의 개혁 조치 등이 크게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 북한의 대외무역 가운데 10대 수입품목에서 전기기기와
기계류, 차량 및 부품 등의 자본재를 비롯하여 섬유류의 수입이 크게 늘어났다.
수입품을 가공단계별로 살펴보면, 2015년 현재 10년 전인 2005년과 비교하
여 비중이 크게 확대된 품목은 최종재인 자본재(8.4%p, 운송장비 제외), 섬유
등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 수입 증가로 인한 중간재인 반제품(7.0%p), 최종재인
소비재(4.8%p)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기기기(HS 85)의 경우 2005년에는 5.2%
에서 2015년에는 10.3%로 약 2배로 커졌다. 특히 인조섬유류(HS 54~55)는
2005년 3.7%에서 꾸준히 늘어나 2016년에는 7.5%를 차지했으며, 금액으로
는 동 기간에 3,997만 달러에서 2억 5,823만 달러로 6.5배 수준으로 늘어났
다. 특히 차량 및 부품(HS 87)은 2005년 2,830만 달러에서 2016년에는 2억
5,480만 달러로 9배 증가하였으며, 비중도 2.6%에서 2016년에는 7.4%로 늘
어났다.
이로 인해 생활과 밀접한 일부 생필품 부문에서는 중국산 상품에 비해서도
경쟁우위에 있는 상품이 나타나고 있으며, 주요 산업에 대한 기계 및 설비 공급
능력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에도 북한의 산
업 회복세가 지속될지는 다소 불투명하다.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로 석탄을 비
롯한 광물자원과 수산물, 의류 등 북한의 주력 수출품이 대부분 차단되면서 북
한의 투자 여력이 약화되어 북한의 산업 회복세는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현재의 산업 회복세 기조가 지속될 경우 섬유 및 의류 산업, 식품가공과
생활용품, ICT 분야의 정보통신 산업, 일부 기계 산업 등은 부분적이나마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나갈 가능성이 있다. 화학 및 금속 등 소재 산업 부문도 북한
당국이 투자를 계속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자본 빈곤(poverty trap)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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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져 있는 북한 경제 상황에서 북핵 문제 진전이나 남북경협 확대 등이 없는 한
소재 산업은 북한의 투입 가능한 투자 규모나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할 때 향후에
도 국제경쟁력을 회복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향
후 북한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여부는 제한적이나마 현재 경쟁력을 확보해나가
고 있는 의류 등 경공업과 정보통신 부문의 ICT 산업이 성장 주도 산업으로 지
속 성장해나갈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산업발전을 위한 과제
통일 한반도의 산업 재편 방향 논의는 통일 이전의 북한 산업 회생 및 정상화
방안과 통일 이후의 북한지역 산업 구조 재편 및 육성 전략 마련 방안으로 구분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통일 이후 약 10년간의 한시적 분리운용을 가정한다
면 통일 이전의 북한 산업의 모습을 어떻게 준비해나가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다시 말해 통일 이전에 북한의 산업 회생과 정상화 방안 마련은 북한 주민의
민생 경제 안정은 물론 통일 이후의 남북한 경제력 격차 완화를 통한 통일비용
절감과 통일 후유증 최소화(급격한 인구이동 등) 등에도 매우 큰 보탬이 될 것
이다. 통일 이후의 과제는 제4장에서 다루기로 하고, 이 절에서는 통일 이전의
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현재 북한 경제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
실이다. 산업구조는 농림어업과 광공업 부문에 집중되어 있으며, 산업별 고용
구조도 농업 등 1차 산업이 전체의 약 42%를 차지할 정도로 편중되어 있다. 다
시 말해 성장 주도 산업이 부족하다. 또한 SOC 부문은 자력갱생의 폐쇄적 계
획경제 원칙의 유지로 전력과 에너지, 철도·도로망, 통신망 등의 SOC 시설이
매우 낙후되어 있어 시설 확충과 개보수가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북한은 만성
적인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적용과 각종 법·제도적
장치 미흡, 소극적인 개혁·개방 정책 추진 등으로 외국인투자 유치 여건도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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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취약한 수준이다.
따라서 북한 경제가 회생하고 지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① 성장 주도 산업의
발굴·육성 ② 생산 및 공급 능력 확충을 위한 투자 재원 조달방안 마련 ③ SOC
시설 확충을 통한 성장 잠재력 확대 ④ 성장과 복지의 동시 발전을 위한 사회안
전망 확충 차원에서의 노동집약적 산업 육성 ⑤ 특구 및 지역특성화 산업단지
를 통한 수출 및 기간산업 육성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외자유치를 위한 법·제도 정비 등이 요구되며, 현재 북한 산업의
장점인 노동력과 토지 등의 생산요소와 남북한과의 지리적 이점 활용 등을 최
대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

4. 통일 대비 한반도의 산업구조 재편 방향
가. 남북한 산업협력의 SWOT 분석
통일에 대비한 경제협력 환경 조성 과정에서 남북한 산업협력은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전반적으로는 긍정적 효과가 더욱 클 것
이다.
우선 긍정적 측면에서는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과 토지, 지하자
원 등 생산요소의 상호보완적·유기적 결합을 통해 국제경쟁력 향상과 수입대
체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내수시장 확대와 대륙으로의 진출 기회가 발생
하여 물류비 절감 및 주변국과의 무역 확대 등의 시너지 효과도 일어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또한 남북간의 산업 격차로 인해 북한지역에
서의 남한의 노후설비 활용 등으로 산업설비의 라이프 사이클을 연장할 수 있
을 것이다. 이 외에도 한반도의 평화안정으로 국가위험도(country risk)가 급
감함으로써 외자유치와 국제 금융·무역기구의 진출 확대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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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부정적 영향도 있을 수 있다. 예컨대 북한지역에 대한 투자 수요 증가
와 복지 수요 등의 통일비용 부담 증가는 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유효
수요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과 투기 수요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보수와
진보, 남측과 북측 지역 주민간의 사회적 갈등과 정체성 혼란 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

표 3-17. 통일 대비 남북한 산업협력의 SWOT 분석
강점(Strengths)
- 생산요소의 상호보완적 결합(남한의 자본,
기술, 북한의 노동력과 토지, 지하자원 등)
- 동일한 언어, 지리적 근접성

약점(Weaknesses)
- 남북관계 불안정성, 정치·군사 요인 민감
- 법·제도의 불안정성
- 북한지역의 산업 인프라 취약

기회 요인(Opprtunities)

위협 요인(Threats)

- 가격경쟁력 제고로 신규 수요와 고용 창출
- 내수시장 및 대륙진출 기회 확대
- 규모의 경제 실현과 시너지 효과 기대
- 산업구조 재편과 구조조정의 기회 제공
- 산업설비의 라이프 사이클 연장
- 국가위험도 감소로 외자유치 증대

- 북한 WMD 위협 고조, 대북 제재 강화
- 투자·복지 등 통일비용 부담(재정 악화)
- 선진국의 환경 규제와 보호무역 강화
- 인플레이션과 사회적 혼란(범죄, 투기 등)

- 국방예산 절감 및 군수산업 활용 가능
자료: 저자 작성.

나. 한반도의 산업구조 재편 방향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산업협력 및 산업구조 재편 방향은 단기적으로는 북
한 경제의 조기 회생 및 산업 정상화 실현에 초점을 두는 한편 남한에게는 분업
구조 구축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로 남북한 모두 상생(win-win)의 효과를 거
두는 데 두어야 할 것이다. 이는 한반도의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협력 확대, 나
아가 중장기적으로는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과 남북한 경제통합은 물론 동북아
경제권 형성과의 연계도 염두에 두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지역의 경우 대부분의 산업에 대해 광범위하고 강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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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과 함께 대규모 투자를 집행해야 할 것이며, 국유자산의 사유화와
FDI 유치를 통한 신산업 육성, 남한지역 주력산업과의 분업구조 구축 등이 요
구된다.
다만 통일 이전에 남북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북측의 수용 가능성과 정책
변화, 그리고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등 주변국의 중장
기 정책 방향 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공간적으로는 기존의 남북경협
지역과 북한의 경제개발구 계획 등과 연계함으로써 기존의 산업 인프라 활용과
북한의 수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시간적으로는 남북관계 및 핵·미사일 진
전과 투자 소요 규모, 자생력 회복 여부 등을 고려하여 북한의 산업화 역량을
단계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산업별로는 부존자원을 활용한 산업화 자본 축
적 지원을 위해 노동력과 지하자원 개발을 활용한 외화가득 산업을 육성함으로
써 산업화 자본을 스스로 축적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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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성장 유망 산업
1. 전제조건 및 상황 설정
2.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산업 육성 조건
3.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중점 육성산업 선정 시 고려 사항
4. 북한지역의 성장 유망산업 선정

1. 전제조건 및 상황 설정
가. 상황 설정
본 연구는 가까운 장래에 남북한이 정치적으로 통일되며, 통일 이후 남북한
지역의 경제는 일정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분리되어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한
다.121) 즉 남북한 경제 및 산업이 현재의 상황에서 크게 변화되지 않는 상황에
서 정치적 통일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 일정 기간 동안 북한지역이 남한지역과
일정하게 분리된 상황에서 북한지역의 산업의 재편 및 육성 전략을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며, 본 장은 이를 위한 전략과 전략의 실행방안으로서 통
일 이후 북한지역의 성장 유망 산업을 도출하는 것이다. 산업의 육성 및 성장이
일정 기간 내에 완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시적 분리운영 상황에서 출발
하지만, 중장기적인 산업육성 전략은 한시적 분리운영 시기 이후로 상정한다.

나. 한시적 분리운영과 북한지역의 산업 육성 조건
1) 경제통합 모델로서 한시적 분리운영 방안
본 연구는 남북한간의 정치적 통일 이후 북한지역을 일정 기간 동안 분리하
여 운영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산업육성 방안
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지역이 한시적으로 분리운영되는 형태의 경제통
합 방식하에서의 북한지역 산업발전의 조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제통합 방식과 상관없이 정치적 통일이 이루어지면 북한지역의 경제체제
는 신속하게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많이 약화되었지만
121) 본 연구의 한시적 분리운영 방안은 임수호, 최장호, 최유정(2016)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한시
적 분리운영 기간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한시적 분리운영의 효과 등을 다루는 부분에서 20년
정도의 기간을 대상으로 완전통합 방안과 비교를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시적 분리운영 기간은
20년 정도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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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시점에 잔존해 있는 계획경제는 신속히 제거되어야 할 것이며, 사적 소유
에 기초한 시장경제체제로 완전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시장경제체제
로의 전환은 경제적 효율성과도 관련이 있지만 정치적 통일을 불가역적인 것으
로 만들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과제이다. 따라서 남북한지역의 경제가 분리되어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남북한지역의 경제체제와 그에 따른 경제제도는 기본적
으로 통합되어야 할 것이다. 사적 소유제도는 신속하게 확립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기초한 민간 중심의 경제 시스템도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상정하고 있는 남북한지역의 한시적 분리운영 방안은 결국 통
일 이후 경제통합의 한 방안인데, 통일 이후 모든 시장 및 경제제도를 즉각적으
로 통합하는 독일식 완전 통합방식에 대한 대안의 하나로 제시되는 것이다.
경제통합 방식을 구분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 여부와
복지제도의 완전한 통합 여부이다. 본 연구는 통일 이후 북한지역 산업육성 전
략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산업발전 전략에 가장 결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이들이기 때문이다.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 허용 문제는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임금 경쟁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복지제도의 통합 방식은 북한지역의 임금 수
준뿐만 아니란 통일한국의 전반적인 재정 수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하고 있는 한시적 분리운영 모델은 통일 이후 일정
기간 동안 남북한지역에서 노동시장 통합이 유예되고, 복지제도도 분리 혹은
제한적으로 통합되는 모델을 의미한다.
그런데 통일 이후 북한지역 산업의 발전조건을 결정하는 것은 노동 시장과
복지제도 만이 아니다.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며, 그에 따라 한시적 분리
운영 모델도 다양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즉 화폐와 재정의 통합 여
부, 상품과 시장의 통합 여부 등 다양한 형태의 경제통합 방식이 있을 수 있으
며, 이러한 통합 방식은 북한지역 산업의 발전 및 산업정책의 추진 조건에 영향
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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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화폐의 분리운영은 적지 않은 문제와 비용을 발생시키지만, 화폐
의 즉각적인 통합 역시 주요한 정책 수단 상실이라는 비용을 발생시킨다. 단일
한 화폐는 단일한 환율을 의미하며, 이는 남북한지역 경제가 분리된 상황에서
북한지역의 환율이 남한지역의 대외경제 조건에 의해서 결정됨을 말하는 것으
로 그에 따라 북한지역은 강력한 경쟁수단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화폐의 통합은 북한지역이 산업발전을 위한 독자적인 통화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 북한지역의 임금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상품
시장의 부분적인 분리도 고려해볼 수 있으며, 자본시장 역시 남한지역과는 다
른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2) 한시적 분리운영하에서의 북한지역의 산업발전 조건
통일 이후 북한지역이 한시적으로 분리되어 운영된다면, 북한지역은 통일
이후 동독지역보다는 동아시아 경제통합 과정에서의 동남아시아 국가나 체제
전환 이후 동유럽 국가와 유사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임금 경쟁력이 유지되고, 환율이나 관세 등을 통하여 국내 산업보호 정책이
시행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기존 산업의 설비 및 기술경쟁력은 현저하게 낮으
며, 대형 국영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극히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잔재해 있던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신속하게 해체될 것이며, 외국인 자
본 투자에 대한 제약은 크게 완화될 것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은 외국인 자
본에 대한 강력한 유인이 될 수 있으며, 남한 내수시장을 겨냥한 투자도 늘어날
것이다. 투자의 법적·제도적 기반은 개발도상국과 유사하겠지만 강력한 투자
능력을 갖춘 남한지역의 지원 및 투자로 북한지역의 외국인 자본 투자 여건은
빠르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개발도상국 산업발전에서 가장 큰 걸림
돌 중 하나인 기반시설 부족 문제도 상대적으로 빠르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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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산업 육성 조건
가. 생산요소 부존 조건
1) 노동력
남북한지역이 한시적으로 분리되어 운영되면 자본시장은 완전하게 통합되
지만 노동시장은 제한적으로만 통합될 것이다. 노동시장의 통합이 유예되는 기
간 동안 노동 부문은 북한지역 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북한지역의 임금 수준은 대체로 완전한 통합의 경우보다 생산성 수준에 근
접하게 유지될 것이며, 북한지역의 산업 및 기업은 일정한 임금경쟁력을 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국가이고, 북한 역시 노령
화가 진행되고 있어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남북한 산업협력은 단기간에 한계에
직면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북한은 생산가능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
중이 2020년에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인구보너스 효과’가
곧 소멸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등122)이 그 근거로 제시된다. 그러나 현재 북
한의 산업 실태 및 노동력 수급 구조를 고려할 때 상당 기간 동안 노동력의 부
족과 그에 따른 임금의 급속한 상승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 현재 북한에는 매우 많은 실업인구가 존재하며, 실업수당 등 국가
에 의해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이러한 실업인구는 대량의 노동력을 고용하
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상당 기간 성장하기 전에는 소멸되기 어려울 것이다.
당장 조달 가능한 노동력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클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 과정
에서 농업 부문에 상당한 노동력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력의 질 또는
인적 자본 수준도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이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통일 이후 일정 기간 동안 북한지역을 한시적으로 분리하여 운영한다고 할
122) 최지영(20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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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관건은 북한지역 노동자들이 잠재적인 경쟁국인 중국이나 베트남 등에 비
해 임금 및 생산성 측면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가까운
장래에 통일이 이루어지고, 북한지역이 한시적으로 분리운영된다고 가정하면,
북한지역의 임금 수준에 대한 전망은 현재의 임금 수준에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다.
2016년 베이징, 톈진, 상하이, 선전 등 중국의 주요 지역의 법정 최저임금은
월 1,700~2,000위안 수준이며, 2017년 상하이시 최저 임금은 2,300위안이
다. 즉 중국 주요 지역의 최저 임금은 250~340달러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보
인다.123) 한편 2017년 기준 베트남의 최저임금은 116~168달러 수준이다.
현재 북한에서 국영기업의 노동자에게 지불되는 임금은 북한원 3,000원 내
외이지만, 이는 임금의 의미가 거의 없다. 국영 부문 외부에서 노동시장이 형성
되고 있기는 하지만 매우 파편화되어 있고, 한시적 고용이 대부분인 데다 그나
마 임금 수준에 대한 정보도 적다. 임금 수준이 확인되는 것은 개성공단이나 중
국 파견 노동자에게 지불되는 임금이다. 개성공단의 경우 폐쇄되기 전 최저 임
금은 75달러, 평균임금은 150달러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동 등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300~400달러 수준에 달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124) 또한 러시아에 파견된 노동자의 임금도 비슷한 수준인 것
으로 보고된다.
그런데 개성공단이나 중국 파견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북한 노동자를
사용하는 측에서 지급하려는 용의가 있는 임금 수준이지 현재의 북한 노동자의
잠재적인 시장임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노동자의 파견은 북한 당국에 의해서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으며, 이렇게 파견되는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공급
독점 상황에서 책정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 노동자는 남한 기업이나 중국
기업이 지불하는 임금 중 일부만을 수취할 뿐인데, 북한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

123) 2016년 기준 중국 주요 지역의 최저임금은 남한 최저임금의 60%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124) 단동 현지의 북한 노동자의 임금이 중국 노동자의 임금의 80% 수준에 달한다는 평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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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월 100달러에 못 미친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다.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에 파견되기 위해서는 뇌물을 포함하여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북한 노동자들이 노동력을 공급할 용의가 있는 임금 수준은
100달러보다 낮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북한 국영기업 중 일부가 경
영 자율성을 확보하여 시장을 대상으로 생산 및 판매하고 이를 통해서 벌어들
인 수익으로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316전선공장이나 금컵체육
인식품공장 등 성공적인 기업에서 지급되는 임금이 40만 북한원 내외인 것으
로 알려지는바, 이는 시장환율 기준으로 50달러 수준이다. 이들 노동자들이 북
한의 비·반숙련 노동자 중 가장 높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라고 한다면, 현재 북
한 내의 노동자 임금의 상한은 50달러 내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중
간 계층 수준의 북한 주민의 월평균 생활비가 대체로 수십만 원 수준이라는 점
을 감안하면 월 50달러 임금은 생활급으로서 낮은 수준은 아니다.
한편 북한 노동자의 생산성은 중국 노동자의 생산성보다 적어도 낮지는 않
은 것으로 평가된다. 단동에서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한 사업가는 북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중국인 노동자의 80% 수준이며, 생산성은 150%
수준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그리고 북한 노동자 1인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3,000위안까지 올랐다는 보도도 있다.125) 공식적인 통계에 기초한 수치가 아
니어서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북한 노동자의 생산성이 단동 등 접경지
대의 중국 노동자에 비해서 낮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단동
등 중국 기업에 취업한 노동자에 대한 평가의 경우 자본장비율이 동일한 상황
에서 중국 노동자와 북한 노동자를 비교한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126)
북한의 경제 상황이 현재에서 크게 개선되지 않은 채 남북한이 정치적으로
통일이 되고, 북한 주민의 남한으로의 이주 및 북한 노동자의 남한지역에의 취

125) 폐쇄 이후 북한이 무단으로 개성공단의 봉제공장을 가동하고 있는데, 이들 공장의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이 400~500달러라는 보도도 있다.
126) 다만 단동 등에 북한의 평균적인 노동자보다 생산성이 높은 북한 노동자들이 파견되었을 수도 있다는 점은 감
안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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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 제한되며, 남북한지역의 복지제도가 분리운영되는 방식으로 남북한지역
이 한시적으로 분리되어 운영된다면 통일에 따른 충격으로 북한지역의 시장임
금이 큰 폭으로 인상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북한지역은 상당 기간 동
안 중국이나 베트남 등의 국가에 비해 임금경쟁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 즉
통일 직후 북한지역의 최저임금을 현재 중국의 베이징시와 상하이시의 중간 수
준이나 현재 북한 최고임금의 4~6배 수준인 200~300달러 수준으로 책정한다
고 하더라도 상당 기간 동안 중국이나 베트남 등에 비해 임금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적 통일을 유지하고, 분리운영에 대한 지지를 유지하기 위
해서 북한지역의 생활 수준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따라
서 임금 수준도 상당 정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을 300달러로 책정
할 경우 북한과 접경지역인 지린이나 헤이룽장 지역보다 높은 수준이며, 2016
년 기준 남한의 25% 수준이다.127)
통일 이후 상당 기간 동안 북한지역에 이 정도 수준의 임금을 유지할 수 있다
면 한시적 분리운영 초기에 북한지역에 노동집약적 산업이 빠르게 성장할 가능
성이 있다. 또한 단기간에 북한지역의 임금 수준이 급등하여 노동집약적 산업
의 가격경쟁력이 급격하게 약화될 가능성도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
지역에는 공식적으로 실업자가 존재하지 않지만, 상시적으로 노동력을 공급하
고, 적절한 임금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실질적인 실업자 수는 매우 많은 것
으로 평가된다. 여전히 제조업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영 제조업 기
업의 경우 고용된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상시적으로 생산활동을 하는 기업은
소수에 불과하며, 절반 이상의 기업이 사실상 폐업하거나 가동률이 절반을 훨
씬 못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실상 폐업한 기업으로부터는 노동자가 방출
되어 실업상태에 있거나 불완전 고용 상황이며, 부분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의
경우에도 등록 노동자의 상당수가 실질적으로 생산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인

127) 한편 2015년 중국의 5대 지역(베이징, 상하이, 선전, 톈진, 광둥)의 시간급 최저임금의 평균은 18.4위안인데,
이는 2015년 남한의 시간급 최저임금의 59.2%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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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20만 명 수준의 개성시 지역에서 개성공단에 5만 명 정도의 노동자가 취업
하였다는 점은 현재 북한지역에서 공급될 수 있는 노동력의 규모를 추정할 수
있게 한다. 더구나 현재 북한에서 농업 부문의 인구는 여전히 24% 수준인데,
통일 이후 산업구조가 재편되면 농업 부문에서 도시의 제조업이나 서비스 부문
으로 많은 인구가 이동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북한지역이 한시적으로
분리되어 운영되는 초기의 상당 기간 동안 북한지역의 임금 수준이 급격하게
상승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2) 산업기반
북한은 1980년대까지 공업화, 특히 수입대체 공업화 전략을 통한 공업화를
통하여 그 나름대로 폭넓은 산업기반을 갖추었다. 그러나 북한 산업의 대부분
이 경쟁력이 낮고, 더구나 1990년대의 경제위기 이후 제대로 투자를 하지 못해
더욱 낙후되어 있다. 특히 설비가 경쟁력의 핵심인 금속, 화학, 중기계 등 중화
학 공업 부문의 기술 및 설비 낙후가 심각하다.
그러나 폭넓은 산업기반은 북한지역 산업 발전의 중요한 잠재력이라고 할
수 있다. 봉제공장을 비롯하여 전국에 산재해 있는 중소규모 공장들은 설비 규
모가 작고, 낙후되어 있는 등 그 자체로 경쟁력을 갖추기는 어렵지만, 남한 등
으로부터의 투자를 통하여 의류 산업 등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성장하는 기간을
단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북한에서는 내부에서 요구되는 모든 산업용
기계를 자체적으로 생산·공급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에 따라 채취용 기
계, 섬유기계, 농업기계, 건설기계 등 다양한 기계산업의 기반을 갖추었다. 이
러한 산업용 기계산업의 기반은 향후 북한 기계산업의 주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산업기반은 관련된 인력을 북한지역이 확보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산업별로 필요한 인력이 갖추어져 있다는 점은 향후 북한
지역의 산업발전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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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반시설
기반시설 문제는 지금도 그렇지만 북한지역이 분리운영되는 기간 중에도 북
한 산업발전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북한은 1990년대와 같은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지만 여전히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전력의 경우 공
급량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전력의 품질도 크게 낮아서 설비의 안정적인 가동
에 장애가 되는 상황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수송은 여전히 철도 중심의 수송
체계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 육상수송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
지만, 아직 육상수송은 민간에 의한 공급이 주가 되고 있다. 항만시설과 공항시
설 역시 매우 낙후되어 있다. 국내통신은 휴대전화의 보급 확대, 인트라넷의 확
충 등으로 어느 정도 확대되고 있지만, 국제통신은 여전히 평양 등 일부 지역에
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용이 상당히 비싸다.
남북한 경제가 분리운영되더라도 북한지역 기반시설의 확충은 통일한국의
주요한 정책과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충하는 데는 적지
않은 재정자금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물리적 시간도 상당히 요구된다. 따라서
분리운영 초중경까지는 북한지역의 산업개발은 기반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상
황에서 추진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반면 분리운영 기간 동안 기반시설을 확충
하기 위한 투자가 집중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이는 역으로 건설업 등이 북한지
역에서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도 한다.

나. 시장
시장 측면은 통일 이후 북한지역 산업발전의 주요한 추동력이 될 수 있다. 우
선 남북한의 상품시장 통합 및 해외시장에 대한 제약 제거 등으로 북한지역의
산업 및 기업은 시장 규모의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시장의 확대는
경공업 등 북한이 경쟁력이 있는 산업에서 내, 외부 자본의 투자와 그에 따른
성장 기회를 제공한다. 시장의 통합과 개방이 기존 북한의 산업 및 기업의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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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율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현재 북한의 시장 규모가 워
낙 협소하기 때문에 내수시장의 침식 가능성보다는 새로운 시장의 확보 가능성
이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통일은 외부시장뿐만 아니라 북한지역에 막대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것이
다. 경제성장 및 남한지역으로부터 소득이전 등에 따라 북한지역 주민의 가처
분 소득이 크게 증가하고, 이는 전반적인 시장 확대를 가져올 것이다. 생필품뿐
만 아니라 내구 소비재, 서비스 등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며, 확대되
는 소비재 및 서비스 시장을 대상으로 투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소비재 시장만이 아니다. 통일 이후 상당 기간 동안 북한지역은 거대한 투자
시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낙후된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기 위하여 막대한 투
자가 요구될 것이며, 새로운 기업의 설립 및 기존 기업에 신규 투자 수요가 증
가할 것이다. 학교 등 공공시설과 주택의 공급을 위한 건설 투자도 크게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북한지역은 통일 이후 상당 기간 동안 대규모 투자가 추진될 것
이고, 이러한 투자시장으로서의 북한지역의 위상을 활용해 투자를 유치하고,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가전제품 등의 시장 수요를 고려한 생산시설의 유
치나 막대한 건설 수요와 관련된 건설자재나 건설용 기계 산업 육성 등을 추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투자가 양적으로 확대될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크게 변화될 것이다. 최근
기술진보에 따라 새로운 투자 기회가 증가하고 있는 부문 중 상당 부문이 전력,
수송, 통신 등 기반시설과 관련된 분야이다. 그런데 북한은 이들 기반시설이 극
히 낙후되어 있어 대대적인 투자와 확충이 필요하다. 그런데 기존의 시설이 부
족하고 낙후되어 있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상대
적으로 용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낙후된 철도를 개보수하기보다는 고
속철도를 신규로 건설한다거나, 매우 부족한 전력 공급 확대를 위해 신재생 에
너지의 공급을 늘린다거나, 신기술에 기초한 통신망을 구축한다거나 하는 것들
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제조업 분야에서도 많은 설비가 매우 낙후되어 폐기해

제4장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성장 유망 산업 • 117

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신 기술과 이 기술로 제작된 설비를 설치하는 것의
기회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 것이다.128) 이는 통일 이후 상당 기간 동안 북
한지역이 신기술 산업의 큰 시장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 남한지역 산업의 요구
가까운 장래에 정치적 통일이 이루어지면 남한 산업은 국제경쟁력 제고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많은 요소를 북한지역에서 구하려고 할 것이다.
남한지역의 산업은 북한지역을 새로운 시장, 적절한 노동력의 공급처, 효과적
인 생산기지로서 활용하려고 할 것이다. 통일 당시 남북한지역의 경제력이나
발전단계, 남한 주요 산업의 글로벌 위상 등을 고려할 때 남한 산업의 국제경쟁
력 제고에서 북한지역의 의미가 과대평가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개별 산업이나
기업 입장에서는 통일과 그에 따른 북한지역의 활용 가능성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남한지역에는 임금경쟁력의 약화가 국제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산업이나 업종이 있는가 하면 과잉설비 때문에 새로운 시장의 확보가 요구되는
산업도 있다. 입지 문제로 고민하는 산업이나 업종도 있는가 하면 새롭게 개발
한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신규 설비투자가 요구되는 분야도 있다. 이렇게 개별
산업이나 업종의 입장에서 북한지역은 유일하지는 않지만 매우 필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완전한 통합이 아닌 한시적 분리운영 방식의 경제통합은 임금경쟁력의 유지
나 상대적으로 유연한 투자 유치 정책의 추진 가능성 등 남한지역 산업이 북한
지역을 활용하는 것을 용이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

128)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이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설비의 절대적인 건설 비용을 줄이는 것은 아니다. 다만
경제적인 의미에서 내구연한이 아직 남아 있는 설비가 상당 부분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설비를 건설할 경우에는 비용 산출 시 기존 설비의 잔존 가치까지 고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존 설
비의 잔존가치가 적을수록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설비를 신설하는 것의 기회비용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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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책 환경
북한이 통일 이후 시장경제로의 완전한 전환을 전제로 남한지역과 한시적으
로 분리되어 운영될 경우 분리운영 기간 동안 북한지역의 산업정책 환경은 현
재의 남한지역이나 통일독일 당시의 동독지역보다는 아시아 경제통합 과정에
서의 동남아시아 국가나 체제전환 이후의 동유럽 국가와 유사해질 것이다.
이는 국가에 의한 선별적 산업정책의 여지가 크게 축소된 WTO 체제하에서
도 북한지역은 산업육성을 위한 상당한 정도의 정책적 자유도를 가질 수 있음
을 의미한다. 개발도상국 지위를 이용할 수 있다면 전략적인 산업의 육성을 위
한 보조금 등 다양한 정책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화폐가 분리운영된다면,
적절한 환율정책과 관세정책 등을 통하여 해외 시장에서 북한지역 생산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 자본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의 추진도 가능할 것이다. 만약 남북한 경제가 즉각적이고 완전하게 통합된다
면 북한지역의 산업육성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분리운영의 경우
보다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3.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중점 육성산업 선정 시 고려
사항
가. 북한지역의 산업개발 방향
정치적 통일 이후 북한지역에서 일차적으로 추구할 정책목표는 통일을 완성
하는 것, 혹은 통일을 비가역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는 경제적인 측면에
서는 남북한지역간 경제통합을 실질적으로 완성하는 것인데, 내용적으로는 남
북한지역의 경제제도를 통합하는 한편 북한지역의 소득수준을 빠르게 향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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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될 것이다. 통일 이후 일정 기간 동안 남북한지역의 경제를 분리하여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경제제도, 즉 사적 소유에 입각한 시장경제체제
는 북한에도 신속하게 정착되어야 한다. 기본적인 제도통합을 전제로 노동시장
이나 복지제도 등을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운영하되, 이러한 분리운영의 목표는
북한지역의 신속한 경제성장과 그를 통한 남북한지역간 경제력 격차의 축소가
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한지역의 경제력 격차를 일거에 해소하는 것은 불가능
하고, 통일 이후 일정 기간 동안 남북한지역을 분리하여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통일 이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북한지역을 저개발국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통일의 비가역화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지역을 신속하게 중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정책 기조하에서 모든 경제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산업 육성도 이러한 정책 방향에 맞추어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우선 북한지역에 국제경쟁력을 갖춘 폭넓은 산업기반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인구 2,500만 명의 북한지역이 일부 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를 발
전시키게 되면 북한지역 경제는 경기순환이나 기술발전에 의한 글로벌 산업 재
편 등에 매우 취약해진다. 특히 경공업 등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일부 산
업에 특화할 경우 남북한지역간 경제력 격차가 고착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비
록 단기적으로는 노동집약적 산업 등 특정 산업을 주력 산업으로 육성할 수밖
에 없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다양한 산업, 특히 기술집약적인 산업이 포함된
균형 있는 산업구조를 지향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산업육성 초기부터 인
적 자본의 확충 등 기술집약형 산업의 토대를 구축해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분리운영 기간 내에서도 전반기에는 고용 창출을 위한 노동집약적인
산업 중심의 산업발전을 추진하되, 후반기에는 자본집약적이거나 기술집약적
인 산업의 비중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한시적 분리
운영이 종료되는 시점에 남북한지역의 노동시장을 완전하게 통합해도 무리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남북한지역의 임금수준이 수렴해야 할 것인데, 이것이 가능
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 특히 기술집약적인 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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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지역 산업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통일 직후부
터 북한지역에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발전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투자를 적극적
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나. 북한지역의 산업육성 전략
1) 단기적으로 노동력 활용 및 일자리 창출 우선
앞에서 상당한 실업인구를 포함한 노동력의 활용 가능성이 통일 이후 북한
산업 육성의 가장 큰 잠재력이라고 하였지만, 노동력 문제는 통일한국이 가장
우선적으로 대처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북한지역에 대규모의 실업인구가 존
재하고, 통일 이후의 사유화 및 시장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구조조정 등으로 새
로운 실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신속하게 그리고 대규모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으면 새로운 북한지역의 시장경제체제는 상당한 어려움
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실업 문제가 악화되거나 개선되지 않으면 상대
적으로 양질의 노동시장인 남한 노동시장에 대한 북한 노동자의 접근을 제한하
는 한시적 분리운영 방식의 경제통합에 대한 저항이 강해질 수 있다.
따라서 대규모의 일자리를 신속하게 창출하는 것은 통일 이후 북한지역에서
의 경제정책의 최우선순위의 하나가 되어야 하며, 이는 북한지역의 산업육성
정책에서도 관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통일 이후 5년 이내에 대규모로 고용
을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을 우선적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적은 투
자를 통하여 단기적으로 많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 산업과 건설업, 북
한지역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노동집약적 경공업, 그리고 전기전자, 기계
등의 산업에서 노동집약적인 업종이나 공정 등의 우선적인 육성이 필요하다.
관련 산업으로 제조업의 경우 섬유·의류, 식품가공 등 노동집약적 산업 일반
과 전기·전자, ICT 제조업, 기계, 화학 산업 중 노동집약적인 부문이며, 서비스
산업의 경우 상업·유통업, 식당 및 주류업, 운수업, 개인서비스업 등 전통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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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적 서비스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2) 기존 산업기반 활용
북한의 산업이 전반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경쟁력이 떨어지지만 북한은 나
름대로 폭넓은 산업기반을 갖추고 있다. 절대적인 평가에 기초하여 기존 북한
의 산업 및 기업을 모두 폐기하고, 전적으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것은 현실
적이지 않고, 효과적이지도 않다. 한시적 분리운영 방안은 북한의 산업 및 기업
이 외부와의 경쟁에 의해서 급격하게 와해되는 것을 약간이라도 저지해줄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산업기반의 활용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
다. 특히 남북한지역이 산업 내 분업구조를 구축할 가능성이 있는 기계산업이
나 금속, 화학산업 등에 강력한 구조조정을 전제로 기존 산업기반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관련 산업은 북한에서 상대적으로 발달해 있는 공작기계와 산업용 기계를
중심으로 한 기계산업과 금속 및 화학 산업, 시멘트 등 일부 건재산업이다.

3) 전력 등 기반시설의 취약점 감안
통일이 가까운 장래에 이루어진다면 통일 직후 북한의 기반시설의 상황은
매우 열악할 것이며, 북한지역 기반시설의 확충은 통일한국의 주요한 정책과제
가 될 것이다. 북한지역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지만, 전력, 수송망, 통신망을 확충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요구된다. 따
라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가 완료되지 않은 초기에는 전력을 비롯한 기
반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여 북한지역의 산업육성 전략을 수립해
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시적 분리운영의 전반기에는 에너지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수송 부문이 경쟁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산업 및 업종을 우선적으로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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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다. 또한 설비투자 단계에서부터 에너지 절약형 설
비나 공정을 도입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이 점은 중점 육성 산업의 선정 기준이라기보다는 중점 육성 산업 중 세부 업
종을 선별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4) 체제 특성상 상대적으로 덜 발달된 산업의 육성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상 여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산업부
문이 있는데, 이들 산업은 통일로 체제적 제약이 제거되면 신속하게 발달할 잠
재력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상업은행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못하여 발전이 매우 제한된 금융업이나
이념적 지향이나 체제 유지의 목적 등으로 발전이 제약된 광고, 관광, 위락 및
오락 산업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금융업이나 광고 등의 서비스업은 경제 전반
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발전해야 하는 산업이며, 관광, 위락 및
오락업은 체제적 특성에 따른 제약이 제거되면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를 통해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분야이다

5) 확대되는 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 배치
남북한의 통일은 북한 경제에 매우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기존에는 정책
이나 투자자금 조달 가능성과 기술체계 등의 문제로 발전이 억제되거나 제한되
어온 분야에서 새로운 대규모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 소득의 증가에 따른 생필
품 및 내구 소비재의 수요 증가와 이들 소비재 생산과 관련된 설비 및 중간재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또한 전력, 수송, 통신 등 에너지에서부터 정보
의 대량 유통을 전제로 하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 산업, 공공 및 민간 서비스, 신
규 주택의 건설 및 개량 등의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 수요가 발생하여, 상당 기
간 동안 북한지역은 관련 산업의 매우 큰 시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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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시장 수요가 있는 곳에 반드시 공급자가 위
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더구나 건설 수요는 지속기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시장이 확대되는 모든 영역에서 북한지역에 관련 산업을 배치하는 것은 효과적
이지 않다. 그렇지만 현재 북한지역에 마땅한 주력산업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
에서 북한 경제의 성장을 이끌 산업을 북한지역에도 배치할 필요가 있는데, 북
한지역에서 시장이 크게 확대되는 분야를 북한지역에 일정 정도 배치하는 것은
산업정책의 차원에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회간접자본이나 대규모 산업 설비투자 등의 경우 새로운 기술이 오
히려 비용 측면에서도 효율적으로 적용될 여지가 남한지역보다 크기 때문에 북
한지역은 새로운 기술 산업의 큰 시장이 될 수 있다. 바로 이 시장의 지위를 활
용하여 북한지역에 관련된 기술집약형 산업을 배치하고 육성함으로써 초기 노
동집약적 산업 중심의 산업육성 전략이 가지는 중장기적 성장잠재력 확충의 문
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관련된 산업으로서는 우선 건설업 및 관련 산업을 들 수 있다. 건설 관련 산
업으로서는 금속, 화학 등 소재와 시멘트 등 건설자재, 건설용 기계와 부품 등
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소비재 부문에서는 섬유·의류 및 식품가공업 등 경공업
과 가전제품 등 전자산업과 ICT 제조업을 들 수 있다. 에너지 관련 산업도 북한
지역에서 확대되는 수요를 기반으로 일부 부문의 산업을 배치할 수 있을 것이다.
소득 증가와 그에 따른 모토라이제이션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자동차 수요와 낙
후된 선박의 개보수 수요를 대상으로 하는 수송기계 부문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6) 분리운영 초기부터 중장기적인 성장기반 확충
단기적으로 노동집약적인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경우 중장기적인 성장
기반 확충이라는 과제와 충돌할 수 있다. 특히 남북한지역을 영구히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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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분리운영 기간이 종료된 이후의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남북한지역 경제
가 완전 통합된 이후에도 북한지역에 노동집약적인 산업 이외에 성장을 주도할
산업이 존재하지 않게 되면 북한지역의 산업은 다시 경쟁력의 위기를 맞이할
것이다. 한시적 분리운영 기간이 그다지 길지 않기 때문에 노동집약적인 산업
이 주도하는 경제성장 기간은 최대한 단축해야 한다. 동시에 노동집약적인 산
업의 육성 단계와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육성 단계를 시기별로 구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
따라서 분리운영 초기부터 북한지역의 여건에 맞는 기술집약형 산업을 육성
해나가야 한다. 그런데 정책적 개입이 없이는 통일 이후 상당 기간 동안 북한지
역에서 노동이나 자원집약적 산업 이외의 산업이 성장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북한지역의 균형 있는 산업발전이나 남북한지역의 경제력 격차의 축소, 남북한
지역이 산업간 분업구조 구축 등을 위하여 통일 직후부터 노동집약적 산업 이
외의 산업, 특히 기술집약적인 산업을 주요 육성산업으로 선정하고, 설비투자
및 인적자본 활용 및 육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관련 산업은 ICT 제조업 및 서비스업이나 R&D 산업 등이다.

4. 북한지역의 성장 유망 산업 선정
가. 성장 주도 산업의 육성: 경공업과 ICT 산업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성장을 주도할 산업으로는 섬유·의류를 중심으로 한
수출 경공업과 ICT 제조업 및 서비스 산업, 그리고 확대된 내수시장을 대상으
로 하는 식품가공과 생활용품 산업 등이 유력하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건설
수요를 바탕으로 건설기계나 산업용 기계 등 일부 기계공업도 북한지역의 핵심
산업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다. 아울러 시급한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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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창출 주도 산업으로는 경공업과 서비스 산업이 유력하다.

1) 섬유·의류를 중심으로 한 경공업
통일 이후 단기적으로 북한지역의 수출 주도 산업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
는 산업은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경공업이며, 이 중 세계시장이 가장 크고
국제적인 분업구조가 잘 갖추어져 있어 북한지역이 생산을 담당할 가능성이 큰
섬유·의류 산업이 성장 주도 산업이 될 잠재력이 크다. 섬유·의류 산업의 수출
주도 산업으로의 성장은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가장 큰 과제인 실업 문제의 해
결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섬유·의류 외에 노동집약적인 제품 및 공
정이 많고, 국제교역 규모가 큰 생활용품 산업도 잠재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북한에서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산업은 광업과 경공업이다. 북한
은 2000년대 후반 이후 무연탄 수출을 급격하게 증가시키고 있으며, 최근에는
위탁가공 무역 형태의 경공업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0년대 북한이
이러한 수출구조를 갖게 된 것은 제조업기반이 전반적으로 복구되지 않은 상황
에서 천연자원이나 저임금 노동력을 이용한 산업 이외에는 수출경쟁력을 확보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광산업에 대한 투자나 새로운 시장의 확보 등을
통하여 지하자원의 수출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증가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
지만, 지하자원 부분이 북한의 성장을 주도하는 역할을 계속하기는 어려울 것
이다. 지하자원을 대체할 수출 주도 산업의 육성은 북한 경제가 성장해나가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통일 이후 북한지역 경제가 남한지역과 분리운영되는 기간에는 이러한 상황
이 크게 변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노동시장의 분리로 통일에 따른 임금 상승은
생산성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시적 분리운영 기
간에는 북한지역이 임금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당 기간 동안
노동력의 공급 여력은 충분할 것이다. 북한지역이 인구가 2,500만 명 정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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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역이고, 남한지역보다는 느리지만 고령화가 진행되
고 있어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산업육성은 단기간에 한계에 직면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북한 산업의 실태나 노동력 공급구조를 고려할 때 제도적 요인
이 아닌 노동력의 수급 조건에 의하여 단기간에 국제경쟁력을 상실할 정도의
급격한 임금상승의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경공업 중 대표적인 수출산업인 의류 산업의 경우 생산 입지로서의 조
건만 갖추면 단기간에 성장이 가능하다. 의류는 국제적으로 수요기반이 가장
큰 품목의 하나이며, 이 시장을 획득하기 위한 국제적인 투자가 광범위하게 이
루어지고 있는 업종이기도 하다. 그리고 정보통신과 수송업의 발달에 의해 의
류 산업에 대한 투자는 각 국가가 가진 경쟁요소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하여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북한의 경우 통일과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등으로 제도적 제약이 제거되어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 남한 등으로부터 필요한 투자는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이다.
따라서 통일 직후부터 섬유·의류나 생활용품 등을 북한지역의 주요 산업으
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남한지역이 섬유 원자재의 공급과 R&D, 디자인, 시장
개발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북한지역이 생산을 담당하는 형태로 산업 내 분업
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노동력이 가장 핵심적인 경쟁요소이기 때문에 통일
직후부터 평양 등 대도시 지역을 거점으로 대규모 섬유·의류 단지를 조성함으
로써 노동력 공급을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점차 북한지역을 통일 한국의 섬
유·의류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켜나가고, 종래의 최종 가공 중심에서 벗어나
R&D, 디자인 등 고부가 가치 부문도 담당해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내수산업의 성격이 강한 식품가공산업의 경우 중소규모 기업이 경쟁력을 가
지는 업종을 중심으로 북한의 주요 산업의 하나로 육성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
때 북한의 각 지방에 다수 존재하는 중소규모 식품가공 기업 중 2000년대 중반
이후 설립되거나 현대화되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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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육성정책을 시행해나가야 할 것이다.129)

2) ICT 산업
ICT 산업은 정보통신기기를 생산하는 ICT 제조업과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처리 등 정보통신과 관련된 서비스업으로 구성된다. ICT 제조업은 전자산업과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에 ICT 산업의 육성은 통상적인 전자산업의 육성과 맥
을 같이한다.
현대 산업에서 정보통신 기술은 산업 전반의 기술수준 및 생산성을 향상하
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ICT 산업이 발달하면 전후방 연쇄효과로 측정되는 생
산 유발효과뿐만 아니라 이것으로는 측정되지 않은 산업 전반의 기술수준 및
생산성에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 이런 점에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정보통
신 산업의 발달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ICT 제조업의 경우 반도체와 같이
대규모 자본투입과 기술개발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부터 휴대전화의 최종 조립
과 같이 노동집약도가 높은 분야까지 다양한 분야가 존재한다. 이러한 내부의
다양성 때문에 ICT 제조업은 다양한 분야에서, 그리고 다양한 국가에서 국제
적인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국제적인 분업도 활
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ICT 제조업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
상국에서도 주요한 산업으로 대두하고 있다. 또한 ICT 제조업은 철강이나 화
학 등 장치산업과 달리 과잉설비의 압력을 상대적으로 덜 받고 있으며, 남한도
과잉설비의 문제가 국제경쟁력을 결정하는 데 주요한 변수가 되지 않고 있다.
ICT 산업은 자본, 기술, 노동 등 제반 생산요소를 총체적으로 요구하는 산업
이며, 이들 생산요소의 국제적인 결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이기
도 하다. 그리고 남한은 글로벌 ICT 생산 및 공급자로서 이러한 생산요소의 국

129) 북한 경공업의 발전 잠재력과 발전과제에 대해서는 이석기·김석진·정근주(2013), 제4장과 이석기 외(2016),
제3장 5절에서 다루고 있다. 이들 연구는 정치적 통일을 전제로 북한의 경공업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지만, 육성
필요성과 잠재력은 통일을 전제로 할 경우와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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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인 결합을 주도하고 있다. ICT 산업은 단기적으로는 대규모 설비투자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고, 교육 및 훈련을 받은 노동력의 존재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산업 분야이기도 하다. 북한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쟁력 있는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소프트웨어 분야는 오랫동안 인력을 양성해왔으며, 상
당한 수준의 기술을 가진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 당
국의 과학기술 중시 정책이나 지식경제 강국 정책 등도 ICT 산업의 발달에 유
리한 환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 이후 ICT 산업을 북한의 핵심 산업의 하나로 육성할 필요가 있
다. 남한의 압도적인 ICT 제조업 역량을 기반으로 북한지역을 ICT 제조업의
생산 및 수출 기지로 육성하는 동시에, 소프트웨어 등 일부 기술 분야에서는 기
술개발의 중심지로 육성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ICT 산업을 북한의 주력
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북한지역의 산업이 노동집약적인 산업에 고착되지 않
고, 기술집약적인 산업도 균형 있게 발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
이다. 다만 북한지역이 ICT 생산 및 수출기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최종 조립
라인의 유치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북한지역 및 중국의 동북3성이나 러시아 극
동지역에 ICT 생산 클러스터를 형성해나가는 전략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대기업과 중소규모 기업이 동반하여 북한지역에 진출하는 것이 필요하며, 국가
차원에서 중소기업들이 집적지를 형성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등 적절
한 입지를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130)

나. 고용 창출 주도 산업으로서 경공업과 서비스 산업의 육성
서비스 산업은 경제통합 직후 북한지역이 고용 창출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
행해야 할 것이다. 통일 직후 북한지역은 남한지역에 비해 민간 서비스 산업이
크게 취약할 것이다.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 산업은 적은 투자를 통하여 신속하
130) 이석기, 김석진, 정근주(2013), 제5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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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공급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만큼 상업·유통, 음식업, 개인 서비스 등을 중심
으로 신속하게 서비스 산업을 확충하여 북한지역 주민에게 일자리와 소득 획득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던 제도적 제약을 신속
하고 전면적으로 제거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사실상 개인이 투자하여 시장
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해온 소규모 사업체(상업, 유통, 음식, 기타 개인서비
스)는 소규모 사유화 방식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북한
주민이 운영하는 다수의 서비스 사업체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통일 이후 북한지역에 가장 시급하게 육성해야 할 산업의 하나가 상업금융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이다. 통일 직후 북한지역에 신속하게 상업 금융 시스템
을 도입함으로써 북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자금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
록 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제조 관련 서비스업도 신속하게 확충하여 북한의 제
조업의 효과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다. 건설업 및 관련 산업: 확대되는 수요를 기반으로 한 단기적 성장 주도 산업
통일 이후 건설업은 서비스업과 함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부문이다.
2000년대 이후 평양 등 대도시에 새롭게 건설된 아파트나 리모델링된 일부 주
택을 제외하고 북한의 대부분 주택은 통일 이후에 주거용으로 활용하기가 어려
울 정도로 노후화되어 있다. 한시적 분리운영하에서 북한지역의 생활수준을 빠
르게 끌어올리는데 있어 신규 주택의 공급은 매우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되는
만큼 북한지역 전역에서 대규모의 주택 신규 수요가 발생할 것이다. 북한지역
에는 약 450만 호 내외의 주택이 존재하며 150만 호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추
정된다. 또한 기존 주택의 절반 이상이 지은 지 30년이 지난 노후 주택으로 개
보수나 리모델링 등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주택 부문만 해도 통일
이후 초기에 상당한 정도의 건설 수요가 발생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시적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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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운영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기반시설 확충도 대규모 건설수요를 발
생시킬 것이며, 학교나 병원 등 공공건물의 확충 수요도 적지 않을 것이다. 북
한의 산업이 성장하면 제조업 부문의 설비투자도 크게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통일 이후 상당 기간 동안 건설 부문은 북한에서 가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부문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건설업은 상대적으로 노동력이 많이 필요
한 업종이기 때문에 빠르게 확대되는 수요를 토대로 건설업을 통일 이후 고용
창출을 위한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건설업은 남한도 세계적인 수준이
지만 한시적 분리운영 기간에는 북한 내부의 건설 사업에 대해서는 북한에 소
재하지 않은 기업의 참여를 일정하게 제한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북한의 건설
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건설업과 함께 건설용 기계와 시멘트, 플라스틱 제품
등 건설용 자재 등 관련 산업의 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이들 산업도
같이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건설 수요가 통일 이후 동독지역의 건설 수요보
다 오래 지속될 것이지만 통일에 따른 북한지역의 건설붐도 언젠가는 후퇴할
것이다. 따라서 급격한 팽창 이후에 북한의 건설업이 급격하게 위축되지 않도
록 수요와 공급을 적절하게 조정해나가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라. 기계산업: 폭넓은 산업기반을 활용하여 중장기적으로 주요 산업으로 육성
1) 일반기계
북한은 내부에서 모든 기계류를 조달한다는 공업화 전략에 따라 공작기계에
서부터 종합기계, 광업이나 건설용 등 산업용 기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기
계산업을 발전시켜왔고, 이와 관련하여 적지 않은 인력도 확보하고 있다.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북한의 기계산업은 전력 및 금속 소재의 부족 등으
로 발전소 건설 등을 위한 설비공급 등 제한적인 역할만을 수행하였으며, 산업
용 기계류의 공급 기능은 크게 떨어졌다. 최근에는 농기계 등 산업용 기계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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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이 다소 증가하고 있으며, 설비의 국산화 정책에 따라 설비의 현대화 등을 위
한 기계류의 생산 및 공급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에너지 및 소재 공급의 부
족과 뒤떨어진 기술수준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경제통합이 이루어지면 북한지역의 급증하는 수요를 기반으로 남한지역 등
으로부터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범용 기계나 산업용 기계를 중심으로 기계산
업이 북한의 핵심 산업의 하나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경제통합 초기에는 정
밀도와 기술수준이 높은 특수 기계류는 남한으로부터 공급받고, 범용 기계, 농
기계나 채취용 기계, 건설용 기계 등 상대적으로 북한지역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계류는 북한지역에서 남한지역으로 공급하거나 수출하는 산업 내 분업
을 구축해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계산업의 기초를 형성하고 있지만 노동
력의 수급이나 임금경쟁력 약화 등으로 산업기반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금속가공이나 주물, 기계부품 등의 업종에서는 중소규모 기업을 북한지역에 집
중 배치함으로써 기계공업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대부분 기계공장인 북한의 군수공장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대적인 구
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며, 이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력이나 기술 인력을 여타
산업 부문으로 적절하게 이전하는 것은 주요한 산업정책 과제가 될 것이다.

2) 수송기계
현재 북한지역에 민수용 수송기계 산업은 산업기반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80년대까지 화물트럭 등 상용차와 어선과 화물선 등을
자체 생산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 생산활동이 극도로 위축되었으며, 2010년
대 후반 이후 부분적으로 생산이 재개되고 있다. 이는 수송기계 산업은 금속 등
소재산업이나 부품 등 기계 부문의 뒷받침이 필요한데, 아직 이들 산업이 충분
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내에 산업기반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역설적으로 구조조정의 압력이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한 경제통합으로 소재나 부품 공급 등의 문제가 해결되면 시장, 노동력이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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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등을 활용하여 일정한 수준의 생산기반을 새롭게 확보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에서는 수출광업의 성장, 상업의 발달 등으로 트럭 등 상용차의 수요가 크
게 증가하고 있으며, 대도시를 중심으로 초보적인 모토라이제이션(motorization)
도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의 대중 수입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통
일 이후 북한지역의 산업활동과 소득이 증가하면 상용차 및 승용차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자동차 수요 증가를 바탕으로 상용
차나 저가 승용차 등을 중심으로 북한지역에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국내 자동차 업계는 노사관계 문제 등의 이유로 남한지역에서 추가적인
설비투자를 거의 하지 않고 있는데, 북한지역 및 인근 중국지역의 수요나 북한
의 노동력 및 입지 등을 활용하기 위한 투자의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
된다. 자동차 산업은 전후방 연관효과가 매우 커서 기계, 금속가공, 전자 등 관
련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바, 산업정책적 차원에서 산업단지의 개발 및 공급
등을 통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 공업은 현재 평화자동차나 승리자동
차가 있는 평양·남포를 중심으로 하는 서해안지역에 입지를 고려하는 것이 가
장 효율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산업의 경우 노동력과 유리한 입지를 활용하여 통일 한반도의 산업경쟁
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업황 악화와 중국 등 경쟁국의 대두로 고부가가치
화의 압력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저부가가치 부문의 구조조
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경제통합 초기 북한지역의 노동력과 입지의 활
용 가능성은 남한 산업의 구조조정 및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경쟁력 회복에 기
여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북한의 조선산업은 소형 선박의 제조나 수리가 가능
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 남한지역의 투자를 통하여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조선산업의 기반이 확보된다면 북한지역의 제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
다. 북한지역에 철강 및 기계 산업이 일정하게 발전하면 조선산업의 발전 여건
은 더욱 개선될 것이다. 북한지역의 조선 산업 입지로는 서해안에는 남포지역
이, 동해안에는 원산지역이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다.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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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소재산업의 신속하고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한 현대화: 철강 및 화학소재 산업
북한지역의 성장 주도 산업이었으나 현재는 설비의 노후화와 기술의 낙후
등으로 경쟁력이 극히 취약하며, 향후에도 전면적인 경쟁력의 회복 가능성이
크지 않은 금속, 화학 등 소재산업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들 소재산업의 설비 경쟁력을 제고하고, 생산능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대규
모의 투자가 요구되는데 남한지역이 이미 이들 산업에서 상당한 정도의 과잉 설
비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산업 전반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는 불필요하다.132)

1) 철강
통일 이후 북한 경제가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금속 소재의 수요는 폭발적으
로 늘어날 것이다. 산업설비의 현대화 및 신설, 기간 시설의 확충, 주택 및 교육
시설 등의 건설 등 금속 소재가 요구되는 투자활동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따라
서 이러한 금속 소재의 수요 증가를 충족하기 위한 공급역량의 확보가 필요하
다. 그런데 현재 남한지역이 이미 상당한 정도의 공급 역량을 확보하고 있기 때
문에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북한지역에 대규모의 공급
역량을 확충할 필요는 없다. 지금과 같이 대규모 제철 및 제강 부문이 북한지역
에서 전략적인 산업의 지위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만 북한지역의 수요 증가, 철광석 등의 지하자원 부존 조건, 북한지역
의 관련 산업의 발전 촉진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김책제철소나 황해제철소 등
일부 대형 설비를 중심으로 철강 설비를 현대화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판단된
다. 이때 FINEX 공법 등 기술개발은 완료되었으나 대규모 신규 설비 투자를
통한 실현이 어려운 기술을 북한지역의 설비에 적용함으로써 북한지역 설비의

131) 통일 한반도의 조선 산업 배치 및 분업구조 구축 방향에 대해서는 이석기 외(2016), pp. 192~211를 참조.
132) 남북한의 철강 및 화학 산업 등 소재산업의 현황 및 분업구조 구축 방향에 대해서는 이석기 외(2016), 제3장
제2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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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남한지역에서는 임금경쟁력이나 기술
인력의 수급 문제 등으로 점차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중소규모 철강업이나
금속가공업을 북한지역에 배치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2) 화학
북한 경제의 건설과 운용에는 화학 소재가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금속과 함
께 화학 소재의 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이다. 철강과 마찬가지로 남한지역이 대
규모의 과잉 설비를 보유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공급 과잉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지역에 추가로 대규모 공급역량을 확충할 필요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
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석탄화학 공업은 석유화학에 비해 기술경쟁력이 떨어
지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규모 투자를 통한 현대화의 의미는 크지 않다.
따라서 북한의 석탄화학 설비는 원칙적으로 구조조정하고, 남한의 석유화학
설비에서 생산된 기초 소재를 북한의 중류나 하류 공정에서 가공하는 방식의
분업구조를 구축해나가야 할 것이다. 2.8비날론연합기업소나 순천화학연합기
업소 등 대규모 석탄화학 플랜트는 석유화학 산업과 공유가 가능한 일부 공정
을 제외하고는 설비를 해체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대신 수요가 크게 증가
할 북한지역의 화학 소재 공급을 위해 북한지역에 남한의 석유화학 플랜트에서
공급되는 나프타 등 기초 원자재로 PVC 중 중간 소재를 생산하는 중류 부문을
건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공급되는 PVC 소재를 가공하는
하류 부문은 북한지역이 담당하는 것이 생산비나 물류비용 등을 고려할 때 효
율적일 것이다.

바. 신기술 및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육성
기존 산업의 구조조정 및 육성과 함께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입지 여건이 상
대적으로 좋은 신기술 혹은 첨단기술 산업의 선정과 육성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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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이후 북한지역은 에너지, 통신, 수송 등 사회간접자본, 환경 관련 부문,
제조업, 서비스, 심지어 농수산 분야까지 막대한 신규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현재 북한은 이 중 적지 않은 분야에서 설비가 매우 부족하거나 노후화되어 있
고, 기술도 낙후되어 있다. 또 환경과 같은 분야처럼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분야도 적지 않다. 이러한 초기 조건은 한편으로는 요구되는 투자의 규모를 증
대하는 작용을 하지만 동시에 투자에 대한 제약 조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
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이미 확립되어 있는 기술체계와 충돌하고, 그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기존의 산업기반이 적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이나 첨단기
술, 혹은 환경친화적인 기술의 적용이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한지역에는 유선통신이나 기존의 무선통신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가장 앞선 무선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도로나 철도 등 수송망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의 중복투자의 우
려 없이 고속 수송망을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산업설비들이 매우 낙후
되어 있기 때문에 전면적인 신규 투자가 요구되고, 이에 따라 제조업 부문에서
디저털화가 용이할 수 있다. 이렇게 기존의 설비를 대체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고
려하지 않고 새로운 기술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통일 이후 북한지역은 신기
술 산업의 새로운 시장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
물론 북한지역이 신기술 혹은 첨단기술 산업의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바
로 해당 산업의 북한지역 입지 여건이 유리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통일과 그에 따른 경제통합이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전부는 아니더라도
관련 산업이 북한지역에 입지를 할 수 있도록 산업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
할 것이다. 남북한 지역이 경제규모뿐만 아니라 기술적 격차가 매우 큰 상황에
서 북한지역에서 의식적으로 신기술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
를 통하여 북한지역이 일정한 기술적 역량을 갖추면 통일 한반도의 전반적인
기술적 역량이 제고되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지역에 투자 수요가 발생하는 통신, 수송망, 에너지 부문이나 첨단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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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환경 관련 산업 등이 여기에 속할 것이다. 또한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산업, 산림 복구나 수자원 보호, 환경 복구 등 환경 관련 산업 등이 여기
에 해당할 것이다. 아울러 북한지역은 신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베드의
역할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스마트 시티, 스마트 농업 등이 북한지역에서
시도될 수 있을 것이며, 자율 주행을 위한 입지 확보도 북한지역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R&D 서비스 산업을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주요 산업의 하나로 육성
할 필요가 있다. 절대적인 규모나 수준은 남한에 비해 크게 떨어지지만 북한지
역에는 상당한 규모의 연구개발 기관과 연구개발 인력이 존재하며, 앞으로도
연구개발 인력은 지속적으로 배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국가
의 연구개발 지원 능력이 크게 부족하고, R&D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여
이들 연구개발 인력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들 연구개발 기관과 인
력이 적절하게 활용되지 못하면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연구개발 역량은 급속도
로 해체될 것이며, 해당인력은 남한지역으로 이주할 것이다. 남북한지역의 연
구개발 역량을 고려할 때 이들 연구개발 인력이 남한으로 이주하는 것보다는
북한지역에서 연구개발을 하는 것이 훨씬 생산성이 높을 것이다. 따라서 통일
직후부터 연구개발 역량을 유지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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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경제통합 과정에서 산업구조
재편: 사례와 시사점
1. 아세안의 경제통합 사례
2. 유럽의 경제통합 사례

1. 아세안의 경제통합 사례
가. 아세안의 경제통합: 주요 특징
1) 아세안 경제통합의 주요 경과
아세안은 1967년 동남아 5개국이 중심이 되어 창설되었으며, 현재 10개국
이 참여한 국가연합으로 성장하였다. 동남아시아의 5개국은 국가간 갈등과 국
제 정세의 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정치적 지향을 갖고 아세안을 출범하였
으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경제통합을 추진한다. 아세안 회원국
은 [그림 5-1]과 같다.

그림 5-1. ASEAN 회원국 현황(가입연도)

Myanmar
1997

Viet Nam
1995
Lao PDR
1997
Thailand
1967

Cambodia
1999

Philippines
1967

Brunei
Darussalam
1984

Malaysia
1967
Singapore
1967

Indonesia
1967

자료: The ASEAN Secretariat(2017),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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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은 1993년부터 공동유효특혜관세(CEPT)를 활용한 AFTA 창설에 합
의한 이후 점진적인 경제통합 작업을 지속해왔다. 특히 동아시아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경제통합의 필요성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1997년 제시된 ‘아세안 비
전 2020(ASEAN Vision 2020)’, 즉 상품, 서비스, 투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
장하고 아세안 회원국간 균형발전을 추진하며 빈곤과 사회경제적 불균형을 축
소해나간다는 구상을 이행해왔다.
아세안 비전 2020은 하노이 행동계획(1998), 아세안통합 이니셔티브(2002),
아세안협력선언Ⅱ(2002), 비엔티안 행동계획(2004), 아세안공동체 로드맵
(2009), 아세안연계성 마스터플랜(2010), 반다르 스리 브가완 선언(2013), 네
피도선언(2014) 등을 통해 구체화되었으며 그 시기를 앞당겨왔다. 아세안 경
제통합의 주요 경과와 내용을 정리하면 [표 5-1]과 같다.

표 5-1. 아세안 경제통합의 주요 내용
연도

주요 내용

1967

방콕협정

1977

특혜무역협정(PTA)

1987

투자보장협약(IGA)

1993
1996

주요 내용
∙ 아세안 창설
∙ 기초상품 및 아세안공업프로젝트 제품 등에 대해 최혜
국 관세율보다 우대
∙ 아세안 국가간 FDI에 대한 투자 보호

아세안자유무역지대

∙ 공동효과특혜관세(CEPT)를 통한 자유무역지대 추진

(AFTA) 이행
아세안공업협력제도

∙ 아세안 입지 기업간의 제조업 합작투자 장려

(AICO)

∙ 2020년까지 아세안 비전 추진
1997

ASEAN Vision 2020 발표

- 안정되고 경쟁력 높은 아세안 경제지역 창출
- 상품, 서비스, 투자의 자유 이동
- 균형발전, 빈곤 및 사회경제적 불균형 축소

아세안투자지대(AIA)
기본협정
1998
하노이 행동계획

∙ 2020년까지 투자의 자유화
- 제조업, 어업, 임업, 광업, 농업 및 서비스
∙ 아세안 비전 2020 추진을 위한 1차 행동계획
(1999~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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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계속
연도

2002

주요 내용
아세안통합

∙ 회원국간의 발전격차 축소(IAI 작업계획 Ⅰ)

이니셔티브(IAI)

∙ 아세안 공동체 창설(2020년) 선언

아세안협력선언Ⅱ

- 정치안보, 경제, 문화사회 공동체 기반

(발리선언Ⅱ)

- 통합가속 분야로 11개 우선분야 선정

2004

비엔티안 행동계획

2007

AEC 2015 청사진 채택

2008

아세안헌장 발효

2009

아세안공동체 로드맵
아세안상품무역협정
(ATIGA) 발효

2010

주요 내용

∙ 하노이 행동계획의 후속 프로그램(2004~2010년)
∙ 아세안경제공동체 달성을 2020년에서 2015년으로
단축
∙ 아세안의 법인 및 제도적 기초 설립
∙ 비엔티안 행동계획 대체
∙ 경제, 정치안보, 문화사회공동체(IAI 작업계획Ⅱ)
∙ 기존무역 관련 제도 포괄
- CEPT-AFTA, 비관세장벽, 아세안싱글윈도, 상호인
정협정, 우선통합분야 등

아세안연계성
마스터플랜

∙ 아세안공동체 구축 보완 및 가속화 프로그램

(MPAC) 발표
∙ 국제무대에서 글로벌 이슈에 대한 아세안의 공동대응

2011

발리선언Ⅲ

2013

반다르 스리 브가완 선언문 ∙ 아세안 공동체의 포스트 2015 비전 제시

2014

네피도선언

∙ 2016~2025년까지 AEC 추진 비전 제시
∙ 제27차 아세안 Summit – AEC 청사진 2025 채택

2015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

∙ 아세안 내 상품·서비스·인력·자본의 역내 이동 자유화
추진

자료: 박번순, 김경훈(2012), p. 4; 곽성일 외(2015), p. 39; 김효영(2015.12.3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7. 9. 9)를 토대로 재구성.

2003년 아세안은 제9차 정상회의를 통해 정치안보공동체(APSC), 경제공동
체(AEC), 사회문화공동체(ASCC) 등 3개 분야로 구성된 아세안공동체(ASEAN
Community)를 추진해왔다. 아세안의 경제통합은 정치안보, 사회문화의 통합
과 함께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아세안의 경제통합은 ① 단일시장 및 생산기지 건설 ② 경쟁력 있는 경
제지대 구축 ③ 균형적인 경제발전 ④ 글로벌 경제로의 통합 등 4대 추진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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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중심으로 이행되고 있다. 2015년 출범한 아세안경제공동체(AEC)는 자유무
역협정(FTA)과 관세동맹(Customs Union)의 중간단계로 평가된다.133) 아세
안의 경제통합이 갖는 특징은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대외경제로의
개방을 추구한다는 점이다.134) 아세안은 2015년 아세안경제공동체의 출범을
선언하며 채택한 ‘AEC 청사진 2025’에서 5대 중장기 목표로 ① 응집력 있는
통합경제 ② 경쟁력 높고 혁신적이며 역동적인 아세안 ③ 강화된 연결성과 분
야별 협력 ④ 탄력적이고 포괄적이며 사람이 중심인 아세안 ⑤ 글로벌 아세안
을 제시한 바 있다.135) 아세안은 대외지향형 지역통합체라는 점에서 한반도의
경제통합이 지향하는 방향과 맞닿아 있다.

2) 아세안 경제통합의 주요 특징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치적 목표로 출범한 아세안은 외환위기를 극복
하는 과정에서 경제통합을 구체적으로 이행해왔으며, 경제통합과 함께 문화사
회공동체를 건설한다는 비전을 제시하는 등 정치-경제-문화사회 통합이라는
과정을 이행하고 있다.
아세안의 경제통합은 1993년 아세안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한 이후 역내 개발
격차를 줄이고 한·중·일 등 주변 경제강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점진적이면서
도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왔다. 아세안의 경제통합이 구체화된 1993년 이후의
경제통합 단계를 특징별로 정리하면 [표 5-2]와 같다.

133)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2015), pp. 2~3.
134) 곽성일 외(2015), p. 52.
135) 김효영(2015. 12. 3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7.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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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아세안 경제통합의 단계별 특징
구분

특징

단계별 성과
∙ 공동효과특혜관세(CEPT)를 통한 자유무역지대 추구

1단계
(1993~2001년)
2단계
(2002~2007년)

경제통합 필요성 인식

∙ 역외국의 투자유치를 위한 아세안 통합 심화
∙ 재화와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과 요소 이동의 자유화

실질적 통합노력 추진

∙ AFTA 공식 출범
∙ 역내 개발격차 축소를 통한 통합 가속화 – IAI 추진
∙ 아세안 경제공동체 청사진 제시

3단계
(2007년 이후)

경제통합 구체화

∙ CEPT 협정을 대신할 포괄적 자유무역협정 발효
∙ AEC 청사진 제시
∙ 포스트 2015 제시를 통한 경제공동체 방향 제시

자료: 곽성일 외(2015), p. 41.

아세안의 경제통합 노력은 일정한 성과로 이어져 역내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2016년 현재 아세안의 GDP는 2조 5,500억 달러로, 1967
년 아세안의 출범 당시 122달러였던 1인당 GDP는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증가하여 2016년 현재 4,021달러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
다. 아세안의 경제성장 과정을 정리하면 [그림 5-2]와 같다.

그림 5-2. 아세안의 경제성장 현황
2.55
4,021
4,500

2.50

4,000
3,500

2.00
0.72
1,491

3,000
2,500

0.65
1,556

2,000
1,500
1,000
5,00

0.02
122

0.22
765

1.50
0.58
1,135

1.00
0.50
0.00

0
1967
GDP(US$ trillion)

1984

199519971999

GDP per capita (US$)

자료: The ASEAN Secretariat(2017),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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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다만 회원국간의 개발격차가 크며 대외 개방도 또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유
사성보다는 다양성이 여전히 강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2015년 현재 아세안 회
원국의 주요경제지표를 정리하면 [표 5-3]과 같다.

표 5-3. 아세안 회원국의 주요경제지표(2015년)

구분

면적
천 km

총인구 경상 GDP
2

백만 명 십억 달러

브루나이

5.8

0.4

12.9

캄보디아

181

15.4

18.5

인도네시아 1,913.6

255.5

857.6

라오스

236.8

6.9

12.6

말레이시아

330.3

30.5

294.4

미얀마

676.6

52.5

65.4

필리핀

300.0

101.6

289.5

0.7

5.5

291.9

태국

513.1

69.0

395.7

베트남

330.9

91.7

193.4

4,435.6

629.0

2,432.0

싱가포르

ASEAN

1인당 GDP
US$

대외무역

US$PPP 백만 달러

30,942 87,117

대외
개방도

정부형태

%

9,392

93.4 전제군주제

3,578

19,676

117.0 입헌군주제

3,357 11,108

292,977

42.8 대통령제

1,198

1,831

58.8

사회주의

5,466

6,763

9,657 26,515

375,830

139.2 의원내각제

28,275

41.6 대통령제

공화제

1,246

5,275

2,850

7,241

128,944

44.3 대통령제

52,744 85,021

663,109

262.9 의원내각제

5,737 16,064

417,147

123.4 입헌군주제

2,109

327,744

154.6

3,867 11,009 2,269,859

104.7

6,083

사회주의
공화제

자료: ASEANstats DB, https://data.aseanstats.org(검색일: 2017. 10. 17); 대외개방도와 정부형태
는 곽성일 외(2015), p. 47 참고하여 저자 작성.

이와 관련하여 경제발전 수준이 높은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등을
제외하면 다수의 회원국이 유사한 제조업 구조와 발전 정도를 보이고 있으며,
외부 투자에 의존한 수출지향의 경제발전을 추구하고 있는 점 또한 아세안의
경제통합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136)

136) 곽성일 외(2015), p.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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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세안 경제통합의 평가
현재까지 진행된 아세안의 경제통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아
세안 경제통합 노력의 결과로 2000년대 이후 상당한 경제성장을 이룬 것은 인
정할 만하나 여전히 역내 발전의 격차가 큰 상황에서 경제통합을 저해하는 요
인들로 인해 과감한 경제통합 정책을 단행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137)
둘째로 아세안은 역내 무역 비중이 아직은 낮은 단계로 역내 생산네트워크 확장
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138) 2013년 아세안의 역내 교역은 2조 4,700억 달러로
1990년 2,760억 달러의 약 9배에 이르고 있다.139) 또한 경제통합을 위해서는
역내 물리적 연계성(connectivity)이 선행되어야 하나 아세안의 전반적인 상
황, 특히 역내 저개발 국가들의 인프라 수준은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140)
셋째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발전 수준이 높은 몇몇 국가를 제외하
면 대부분의 회원국이 수출지향적 경제발전을 추구하며 유사한 수준의 제조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 상호 보완관계를 형성하기보다는 경쟁관계를 형성할 가능
성이 있다.
결과적으로, 아세안의 경제통합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아세안경제공동체의 경쟁력은 주변 국가, 특히 한·중·일의
대아세안 전략과 상호 조응하며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 아세안 주요 국가의 산업구조 재편
아세안의 경제통합 과정에서 역내 각 국가 및 국가간 산업구조의 재편 과정
은 한반도에서 남북의 경제통합 과정에서 감안해야 할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137)
138)
139)
140)

김효영(2015. 12. 3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7. 9. 9);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2015), p. 6.
박번순, 김경훈(2012), pp. 54~72.
UN, Comtrade DB(검색일: 2017. 10. 1).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2015),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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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아세안은 역사와 문화, 정치체제, 경제규모 및
산업의 발전수준 등에서 여전히 다양성이 존재하며, 이와 같은 특징으로 인해
경제통합 측면에서 여전히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1) 아세안의 산업구조 변화
아세안의 역내 주요 5개국, 즉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
핀의 수출경쟁력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시장에서 수출품의 비교우위를
가진 품목의 비율은 전체 수출품목의 약 15~25%인 반면 역내시장의 경우 수
출품 중 약 30~45%가 경쟁력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세계시장에서보
다 동남아 역내에서 경쟁력이 더 높다는 것이다.141)
이와 관련하여 아세안은 경제통합을 추진하며 역내 상품의 자유화를 추진한
결과 2015년 현재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은 교역상품관세의 99%를 철폐하였고 후발 국가, 즉 CLMV(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또한 98.6%를 철폐하였다. 다만 역내 교역비중이 24.2%로
EU(59%), NAFTA(40%)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다.142)
아세안 회원국의 산업구조는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상당 부분 차별화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주요 아세안 회원국의 산업별 구성비를 정리하면 [표 5-4]와 같다.

표 5-4. 아세안 회원국의 산업별 구성비
(단위: %)

구분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기타 아세안

1차산업

2.81

8.35

9.12

14.53

16.04

1.87

식품

9.37

5.49

7.32

7.60

7.06

1.04

광업

4.23

1.93

7.06

1.22

5.19

1.30

섬유·의류

0.79

3.80

2.81

2.26

7.56

1.02

141) 곽성일 외(2015), p. 111.
142) 김효영(2015. 12. 3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7.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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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계속
구분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기타 아세안

화학

9.85

14.76

10.24

5.37

7.35

14.66

금속

4.15

3.17

5.23

2.93

1.61

1.70

수송기기

2.83

6.31

2.05

2.30

2.46

1.22

전자

11.96

5.39

0.96

7.33

3.88

11.13

기계

4.81

6.24

1.53

4.19

2.89

6.44

기타 제조업

3.21

5.03

4.09

3.34

10.34

1.54

46.00

39.54

49.60

48.94

35.61

58.08

서비스

자료: 곽성일 외(2015, p. 229, 재인용).

[표 5-4]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아세안 10개 회원국은 개별 국가의 경제개
발의 수준이 다르고 그 결과 상이한 산업구조를 보이고 있다. 캄보디아(33.8%),
미얀마(30.5%), 라오스(27.6%)는 전체 산업에서 농업의 비중이 30%가량 차지
하고 있다. 반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은 2013년 기준 전체
GDP에서 제조업이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는 서비스업이 약
75%를 차지하고 있어 아세안 회원국 상호간 산업구조의 차별성이 상당 부분
존재함을 알 수 있다.143)
아세안의 주요 수출품목을 보면, 전자제품군(85류), 광물성연료 및 에너지
(27류), 원자로와 보일러, 기계류(84류) 등 3개 품목에 집중되어 전체 수출에서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 이는 아세안이 전기·전자, 기계류 품목군에서 세계적인
부품공급 기지이자 자원보유국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세안의 역내 수출품
목을 보면, 위의 대세계 수출품목 구조와 유사하나 광물성연료 및 에너지(27
류)가 1위를 차지하고 있다.144)
아세안 역내 주요 5개국 산업의 분업관계를 보면, 대세계 및 대아세안 산업
내 무역지수가 국가간 차이는 있으나 증가세를 보여온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143) KOTRA(2015), pp. 7~8.
144) 곽성일 외(2015), pp. 11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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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내용을 정리한 그림은 [그림 5-3]과 같다.

그림 5-3. 아세안 주요국의 대세계(좌) 및 대아세안(우) 산업 내 무역 관계 변화
(단위: %)
50
45
40
35
30
25
20
15
10
5
0

90~92
인도네시아

95~97

00~02

말레네시아

05~07

필리핀

11~13

태국

베트남

50
45
40
35
30
25
20
15
10
5
0

90~92
인도네시아

95~97

00~02

말레네시아

05~07

필리핀

태국

11~13
베트남

주: 전체 품목 가운데 비교우위를 지닌 품목의 수.
자료: 곽성일 외(2015), p. 114.

말레이시아의 교역품 중 산업 내 무역은 발생 비율이 가장 높았음에도 완만
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인도네시아와 태국, 베트남의 경우에는 2005
년 이후 다른 역내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한국과 중국, 일본 등 해외투자 주체들이 동남아에서 지역생산 네트워크를 태
국, 베트남을 중심으로 구축한 결과 발생한 현상으로 판단된다. 특히 아세안 역
내에서 베트남의 산업 내 무역이 최근 급속하게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아세안의 산업구조 재편 평가
아세안의 역내 생산 분업이 어느 정도 강화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세
계시장과 역내시장에서 산업 내 무역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의 경제통합은 경쟁력 있는 산업분야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해외투자
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회원국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세안경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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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체 건설을 통한 단일시장 및 생산기지가 건설된다고 하더라도 해외투자는 최
적의 입지를 갖춘 국가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아세안 회원국간 경쟁, 즉 해외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와 법인세 인하 등이 확대되고 있다.145)
아세안은 서비스 및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추진하고 있으나 회원국간
서비스산업의 발전 격차가 커서 후발국들의 경우 역내 서비스산업 개방에 소극
적인 상황이다. 아세안은 서비스 자격상호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의사,
간호사, 건축사, 회계사 등 전문직에 국한되어 있으며 비숙련 노동자의 이동은
봉쇄되어 있다.146)
아세안경제공동체(AEC)의 출범은 아세안의 대세계, 대아세안 역내 산업구
조의 변화를 추동하고 있다. 특히 단일시장과 생산기반 구축을 추진하고 있어
아세안 역내에서 산업구조의 재편을 유도하고 있다. 다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회원국간 경제발전 수준이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산업구조가 상이한
상황에서 통합거버넌스가 부재하다는 점은 향후 아세안의 역내 산업구조 재편
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3) 향후 전망
아세안의 경제통합은 심각한 역내 불균형을 해소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
으나, 투자 개방과 역내 분업의 효율성이 점진적으로 재고될 경우 아세안 경제
통합의 성과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해외투자 또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아세안의 경제통합은 국제경제의 변화, 특히 아시아의 경제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과 중국, 일본과 상호 협력을 어떻게 지속시켜나가며 상호발전
을 이끌어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145)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2015), pp. 4~5.
146) 김효영(2015. 12. 3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7.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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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아세안의 경제통합 과정에서 아세안 회원국간 인프라 연결, 서비
스와 인력의 교류 확대, 제도의 표준화 등 경제통합을 위한 과제를 진전시키고
체계를 일원화할 경우 역내 국가간 산업의 분업 또한 진전되며 수출경쟁력 또
한 강화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 아세안의 경제통합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1) 정치 및 사회문화 통합과 경제통합의 병행
아세안은 지리적 인접성에도 불구하고 정치와 사회문화적 다양성이 존재한
다. 또한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통합거버넌스가 존재하지 않는 느슨한 연대
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와 같은 특징은 한반도의 상황과 유사하다. 남과 북은
해방 이후 분리되어 서로 다른 정치체제를 지속해왔으며 사회문화적 이질성 또
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사회에서 통일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증
가하고 있는 점 또한 이와 무관하지 않다.
아세안은 2003년 제9차 정상회의를 통해 정치안보공동체(APSC), 경제공동체
(AEC), 사회문화공동체(ASCC) 등 3개 분야로 구성된 아세안공동체(ASEAN
Community) 형성을 추진해왔다. 이와 같은 접근은 경제적 통합이 정치안보,
사회문화적 통합과 병행될 필요성에서 기인한다.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대륙과 해양 세력이 경쟁하며 충돌과 통합이 반복되어
왔다. 한반도에서 경제통합의 달성은 그 차체로 성공할 수 없으며, 한반도 주변
의 정치군사적 안정이 보장될 때 가능하다. 또한 남북간 사회문화적 이질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문화적 교류와 상호 적대적 인식을 해소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한 노력 또한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남북의 통일 이후 과거사
청산과 북한에서 국유자산의 처리 문제, 상호 이주에 따른 갈등 문제 등 사회문
화적 갈등이 증폭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남과 북은 통일의 과정에서 경제통합뿐만 아니라 정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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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사회문화적 이질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상호 조응하며 진행될 수 있
도록 통합 프로세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추가로 이와 같은 경제통합을 비롯한 정치군사, 사회문화 통합의 단계적 접
근과 상호 연계된 프로세스의 진행이 법·제도의 안정적 기반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경제통합 과정에서 산업구조의 재편
아세안은 역내 회원국들의 경제발전 단계가 상이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즉
아세안 회원국들은 1차, 2차, 3차 산업의 분포가 상당 부분 차별화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이성이 산업의 효율적 재편으로 이어지기보다는 개별 국가
의 산업발전 전략에 따라 상호 보완의 관계와 경쟁이 중첩되는 문제를 안고 있
다. 2015년 아세안경제공동체가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거버넌스가 약한
아세안의 특성상 이와 같은 중첩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직까지 어려움을 겪
고 있다.
남북 또한 경제발전의 단계가 상이한 결과로 상호 보완적 산업구조를 보이
고 있으나, 최근 북한이 과학기술을 강조하며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어 남과 북의 통합이 단순하게 효율성에 따른 산업구조의 재편으로 이
어진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만약 통일된 한반도에서 북반부가 민주주의 정치체제에 편입된다면 이 지역
또한 자체의 지역경제 발전전략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남반부와 북
반부 지역의 경쟁과 중첩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한반도 통일 이전에 남과 북이 통합의 과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적 통합을 진척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남과 북은 통일 이전에 경제특구, 경제개발구 등을 활용하
여 남과 북의 산업구조를 유기적으로 재편하는 작업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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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해나갈 필요가 있다. 남북간 교류와 협력이 진전되는 과정에서 단계적인 산
업구조 재편이 이루어진다면 통일 이후 산업구조의 재편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
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적 시각을 견지하는 경제통합 전략이 필요한 것
이다.

3) 경제통합 과정에서 내적 통합과 외적 개방의 조화
아세안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외부의 경제주체와의 관계는 지역경제통합
에 장점인 한편 단점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한반도에 통합된 남북 경제공동체
가 건설될 경우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의 경제강국들과 어떠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한반도 경제통합과 함께 동북아와 동아시아, 그리고 최근까
지 계속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과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경제동
반자협정 등 양자 및 다자 간 경제협력 공간과 어떻게 조응할 것인지 대안을 모
색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남과 북의 산업구조를 재편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에서 상호 발전적인 경제발전을 지속하기 위한 중장기적
인 경제발전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중국은 남북의 통일이 한반도에서 동
북3성을 포괄하는 경제권으로 확대되는 것을 반기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자국
의 경제성장 단계에 따라 북한의 성장을 일정 부분 조절해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정부는 통일이 중국과의 경쟁보다는 상호간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중국과도 일정한 협력을 지속해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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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럽의 경제통합 사례
가. 유럽통합의 역사적 배경
유럽연합(European Union)은 20세기의 산물이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지만, 유럽통합에 대한 요구는 이미 18, 19세기에 유럽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유럽통합사상으로 제시된 바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19세
기 말 이마누엘 칸트(Immanuel Kant)의 ‘영구평화론’이었고,147) 이때부터
유럽통합의 기운이 싹트기 시작했다. 제1차 세계대전 직후에도 산발적이나마
범유럽공동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도 나
치 정권에 저항하는 세력들은 유럽통합을 통한 유럽의 평화를 꿈꾸고 있었다.
특히 유럽의 약소국가들은 독일이 일으킨 양차 세계대전이 초래한 비극으로 인
해 항상 독일에 대한 공포감과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대규모 인명 피
해를 초래한 참혹하고 비극적인 전쟁의 재발을 막고 유럽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유럽연합을 설립하여 독일의 호전적 행동을 견제해야 한다고 믿었다. 독
일의 침략에 대항했던 많은 유럽 국가들은 ‘유럽은 통합된 유럽으로 대치되어
야 하고, 전쟁이 없는 유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런 점에서 유럽통합
은 평화로운 유럽, 전쟁이 없는 유럽을 열망해오던 많은 유럽인에게 이상향과
도 같은 것이었다. 즉 전후 초강대국의 대립과 지배에 대처하고 유럽을 재건하
기 위해서는 유럽의 통합을 이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결조건이라고 생각했
고, 이러한 생각이 오늘날 유럽통합을 추구하게 된 주된 동기(main motivation)
가 되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각국은 자국의 전쟁 피해복구와 경제재건
에 몰두하면서 모두가 열망해오던 유럽통합이란 꿈에서 멀어졌다. 이 꿈이 다

147) Kant(1970), 번역: 박환덕(201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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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유럽에서 가능성 있는 현실로 재등장한 것은 역설적이게도 유럽 내에서 정
치적 힘을 행사하기 시작한 미국에 의해서였다.148) 제2차 세계대전을 연합국
의 승리로 이끈 미국은 양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유지해왔던 고립주의 독자노선
을 더 이상 고수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영국과 프랑스가 경제적으로 약화되
고 독일이 패전국이 되면서 유럽 내에는 힘의 공백이 생겼을 뿐 아니라 새로운
강국으로 등장한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의 위협은 미국의 대유럽 정책의 큰 틀
을 바꿀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미국이 볼 때, 독일을 유럽 내에서 완전히 고립
된 상태로 방치한다면, 결국 소련에 편입되어 공산화될 것은 시간 문제였기 때
문이다. 또한 허약해진 서유럽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강력한 경제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소유한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미국의 전략과 서유럽의
이해가 합치되어 미국의 대유럽 개입(engage)이 시작되었다.
미국은 유럽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 대소 봉쇄정책(containment policy)이
라는 기본적 대외정책 방향 아래 유럽에 대한 경제 원조를 통해 자신의 영향력
을 공고히 구축해 나갔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독일의 고립을 청산하기 위한
유럽통합도 적극 추진했다. 이에 미국은 트루먼 독트린을 통해 유럽에 정치적
으로 개입할 것임을 선언했고, 경제적으로는 마셜 플랜(Marshall Plan, 1948)
을 통해 전후 유럽재건을 위한 실질적 지원에 나섰다. 미국이 마셜 플랜을 위해
서유럽 국가들에게 내건 조건은 유럽이 각국의 상이한 역사와 현재 조건 및 이
해관계 등을 극복하고 대동단결하여 공동기구를 설립하라는 것이었다.
유럽의 17개국이 전후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회원국간 교역 향상 및 기금 배
분에 협력하기 위해 1948년에 유럽경제협력기구(OEEC: 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를 설립했다. 단 동구 국가들이 스탈린
의 압력 때문에 OEEC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이 기구는 유럽재건을 위해 유
럽협력을 도모한 첫 번째 기구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즉 OEEC는 미

148) 오재완(1998), p.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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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원조를 회원국에게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실행 및 협조기구에 불과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유럽통합사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에게 있어 OEEC
는 독일이 전후 최초로 국제기구에 의석을 차지했다는 점에서 대외 정치적 의미
를 갖는다. OEEC의 발족으로 유럽 국가간 교역은 급성장했으며, 1948~55년
에는 그 규모가 2배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마셜 플랜을 통해 미국은 유럽의 경제재건과 피해복구를 위해 무려
140억 달러를 지원했다. 이에 서유럽에서는 경제복구의 희망이 살아나기 시작
했다. 실제로 미국의 지원금 유입을 통해 유럽 16개국의 생산력은 마셜 플랜
시행 5년 후인 1952년에는 약 15~20% 증가되었고, 이에 많은 유럽 사람들은
OEEC의 가치와 가능성을 믿게 되었다.149) 그러나 이후 비회원국에 대해 공동
관세를 추진하기 위한 유럽관세동맹으로 확대를 시도하려는 과정에서 영연방
국가들과의 경제관계 손상을 우려한 영국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다. 비록
OEEC를 ‘유럽관세동맹’으로 확대하지는 못했지만, 유럽의 경제 문제와 통합
문제를 유럽인이 함께 토론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
이렇게 볼 때, 유럽통합은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창안된 것이었
지만, 이후 유럽의 부흥과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는 경제적 이유도 무시할 수 없
게 되었다. 이들은 유럽의 경제가 통합될 경우 저렴한 상품의 대량생산으로 세
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해 줄 뿐만 아니라 관세동맹(custom union)을 통해
관세장벽을 낮춤으로써 회원국간 시장을 확대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보았
다. 특히 유럽주의자들은 미국의 생산성과 경쟁력은 바로 미국의 거대한 공동
시장 때문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많은 유럽인은 유럽의 경제적 통합 달성을 위
해 국가주권을 양도하는 데는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냉전과 소련의 팽창을 봉
쇄하기 위한 유럽통합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유럽의 경제통합을 촉구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149) 이재승, 오창룡, 김새미(2015), pp. 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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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럽통합의 형성 과정
유럽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5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지역협력을 제
도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져왔다. 유럽연합이 출범하기 전까지 프랑스를 비롯
하여 이탈리아와 독일, 베네룩스 3국이 중심이 되어 1951년 유럽석탄철강공
동체(ECSC)를 발족했다. 그리고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EEC: European
Economic Community) 및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의 출범으로 시작된 유럽통합은 1970년에 이르
러서는 대내외적 상황에 의해 다소 침체기를 겪기도 하지만, 1980년 후반에 단
일유럽의정서(SEA: Single European Act)가 만들어지고 1992년에 통합 계
획이 재추진되면서 이른바 유럽의 르네상스로 불리는 도약기를 맞이한다. 상품
과 용역, 자본과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한 단일시장의
구축과 개별 회원국의 통화 주권을 초국가적 기구로 이양하는 통화 통합의 추
진은 근대 이후 국가간 관계를 규정해오던 베스트팔렌체제에 근본적 변화를 가
져온 새로운 실험이었다.150) 이러한 실험은 때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기도 했
지만, 그때마다 제도의 정비를 통해 통합을 심화하였다. 유럽통합의 형성 과정
에 대해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51)

1)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발족
양차 세계대전이 종결되고 난 이후 프랑스의 경제계획청장인 장 모네(Jean
Monnet)는 당시 무기 제조의 자원이었던 철강과 에너지 자원인 석탄이 전쟁
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초국가적인 기구가 이러한 자원을 공동 관
리하고, 시장을 공동 운영함으로써 전쟁을 막을 수 있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프
랑스 외무장관인 로베르 쉬망(Robert Schuman)은 독일과 프랑스 간 적대 요인
150) 손기웅 외(2013), p. 7.
151) 외교통상부(2010), pp.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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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극복하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이 구상을 빌려 1950년 5월 9일 기자회견
에서 석탄 및 철강 산업을 초국가적인 기구를 통해 공동 관리하자는 ‘쉬망 선언
(Schuman Declaration)’을 제창했다. 그는 “유럽 연방(European Federation)
을 향한 첫걸음이 될 것이며, 오랫동안 전쟁 물자의 생산에 맡겨져왔던 지역국
가들의 운명을 바꿀 것”이라고 선언하였다.152) 비록 영국은 동 구상에 거부 의
사를 나타냈으나 독일, 이탈리아, 베네룩스 3국 등은 쉬망의 제의를 수락했다.
이에 1952년 7월 25일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
르크 등 6개국이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를 발족하였다. 이후 유럽연합은
쉬망 선언일인 5월 9일을 유럽통합의 출발점으로 기념하기 위해 ‘유럽의 날
(EU Day)’로 확정했다.

2) 유럽경제공동체(EEC)와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창설
1957년 3월 25일 로마에서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및 베네룩스 3국은 석탄
과 철강만을 대상으로 했던 석탄철강공동체를 모든 산업으로 확대해가는 유럽
경제공동체(EEC) 창설을 위한 조약에 서명했다. 그리고 같은 날에 이들 국가는
원자력의 공동개발 및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결성 조약에도 서명하기에 이른다. 두 조약이 모두 로마에서 서명되었기 때문
에 이들을 일명 ‘로마조약(Treaty of Rome)’이라고도 한다.
1958년 1월 1일 정식 발족한 유럽경제공동체는 관세동맹 및 경제·화폐동맹
이다. 주요 내용은 회원국간 상품·노동·서비스·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
하고, 경제·산업·사회·재무 등의 분야에 걸쳐 공동 정책을 수립하여 단일시장을
형성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또한 유럽원자력공동체는 공동 에너지 시장을 창설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핵 원료의 균형있는 공급을 보장하고 핵에너지를 안전
하게 사용하고 인간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 계획 등을 추진하는 것이다.

152) Grenville(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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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럽공동체(EC)의 성장
유럽공동체(EC: European Communities)는 석탄철강공동체와 유럽경제
공동체, 유럽원자력공동체 등 기존 3개 공동체가 각각의 기구를 통합하면서 만
들어졌다. 1967년 7월 1일, 이들 3개 기구는 ‘유럽공동체의 단일이사회 및 단
일집행위원회 설립에 관한 합병조약(Merger Treaty)’을 체결하였다. 3개 기구
의 집행부를 통합해 이사회(Council)와 집행위원회(Commission), 유럽의회
(European Parliament) 등으로 단일화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신설 기관들
은 모든 공동체 업무를 관장하고 공동 예산 제도를 실시하였다. 3개 공동체가
사실상 단일공동체로 발전하고 명칭도 유럽공동체로 통칭한다.
유럽공동체는 단일경제권을 달성하기 위해 역내 관세 철폐와 대외 공동관세
라는 관세동맹과 공동시장(Common Market) 및 공동농업정책(CAP: Common
Agricultural Policy)을 우선적으로 추진했다. 아울러 유럽공동체 지역 내의
환율 안정을 위한 구상을 발전시켜, 1979년 3월 유럽통화제도(EMS: European
Monetary System)를 발족했다. 유럽공동체는 당초 6개국이었으나 여기에
1973년에 영국, 덴마크, 아일랜드가 새롭게 가입하고 1981년에는 그리스가,
1986년에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추가로 가입함으로써 유럽공동체는 12개
회원국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덴마크의 종속국인 그린란드는 덴마크가 통치
할 당시 가입하였다가 1985년에 탈퇴하였다.

4) 단일시장의 출범과 유럽연합(EU)의 발족
1986년 2월 17일, 12개 유럽공동체 회원국은 역내 시장의 완성을 위해 유
럽경제공동체조약을 보강하는 ‘단일유럽의정서(SEA)’를 체결했고, 1987년 7월
발효되었다. 전문, 본문, 최종문서로 구성되며, 총 34개 조로 이루어진 본문은
제1편(공통규정), 제2편(EC 3조약의 개정규정), 제3편(외교정책에서의 유럽협
력규정), 제4편(일반 및 최종규정)으로 구분되고 최종문서에는 정부간 회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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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한 11개의 선언 및 9개의 선언이 부대되어 있다. 단일유럽의정서에 따라 유
럽공동체는 인적·물적·자본·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철
폐하였고, 1993년 1월 지역 내 단일시장을 구축했다.
지역 내 단일시장이 완성됨에 따라 유럽의 경제통합이 심화되고 경제통합의
성과가 축적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정치통합과 궁극적 단일 경제 통화권
의 건설을 위한 유럽통합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경제통합의 가속화
및 정치통합을 위해 유럽공동체 12개국은 1991년 12월 유럽연합조약을 체결
하고, 1993년 11월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을 출범하였다. 유럽연
합의 조약은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에서 체결되었다고 해 ‘마스트리히트조약
(Maastricht Treaty)’이라고 한다.
유럽공동체는 유럽경제공동체, 유럽석탄철강공동체와 유럽원자력공동체를
포함하면서 제도적으로 더욱 발전하였다. 특히 공동의 외교안보정책(CFSP:
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을 도입하는 등의 정치분야 통합과
이를 내무·사법(JHA: Justice and Home Affairs) 분야의 협력으로까지 확대
하는 3주(three pillar)체제의 공동체로 발전하였다. 이후 1995년 1월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 등 3개국이 추가로 가입해 유럽공동체는 총 15개 회원국
으로 확대되었다.

5) 유럽연합의 회원국 확대 및 통합 진전 노력
가) 유럽연합의 회원국 확대
1997년 6월,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는 유럽연합의 정
치 및 내무, 사법 통합을 강화하고, 동구권 국가들과의 유럽연합 확대 협상을
골자로 하는 ‘암스테르담조약(Treaty of Amsterdam)’을 채택했고, 신유럽연
합조약이라고도 한다. 1997년 10월 회원국들은 동 조약에 서명했다.
1998년 3월부터 유럽연합은 우선 협상 대상국인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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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베니아, 에스토니아, 키프로스 등의 6개국과 회원국 확대 교섭을 개시했다.
1999년 5월 1일 ‘암스테르담조약’이 발효되자 회원국 확대 교섭은 더욱 진전
되었다. 나아가 경제통합 차원을 넘은 정치·사회 분야에서의 통합을 위한 공동
외교안보정책 및 내무·사법 분야에서의 통합 노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
었다. 2000년 3월부터는 2차 가입 협상 대상 국가인 슬로바키아, 라트비아, 리
투아니아, 몰타, 루마니아, 불가리아의 가입 협상을 개시하였다.
2000년 12월 프랑스의 니스(Nice) 정상회의에서는 암스테르담조약에 포함
되지 못했던 사항들에 대해 협의하였다. 그 내용은 집행위원회의 규모와 구성,
각료이사회 투표권 가중치의 조정, 가중다수결에 의한 채택 분야 확대 및 기타
사항 등이었다. 그에 따라 2000년 2월 정부간 회의가 소집되어 많은 협의 과정
을 거쳐 2000년 12월 정상회의에서 ‘니스조약(Treaty of Nice)’이 타결되었
다. 2001년 2월 26일에 EU 확대에 대비 각료이사회 투표권 조정, 가중다수결
채택 분야 확대, 강화된 협력체제 출범요건 완화, 집행위 구조조정 등에 관한
니스조약에 15개 회원국 외무장관이 서명하였다.
2002년 12월 덴마크의 코펜하겐(Copenhagen)에서 열린 유럽연합 정상회
의에서 중·동구권 10개국의 유럽연합 가입 협상이 완료되었다. 이들 10개국은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
비아, 키프로스, 몰타 등이었다. 이로써 2004년 5월 1일 유럽연합 회원국은
25개국으로 확대되었다. 이후 2007년 1월 1일 루마니아와 불가리아가 추가로
가입하여 27개국으로 확대되었다.

나) 유럽연합의 개혁조약(리스본조약) 발효
유럽연합은 경제·통상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정치 분야의 통합
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0년 12월 니스 정상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다. 이
회의에서 유럽연합의 확대 이후의 유럽연합 문제를 협의했다. 주로 다룬 의제
는 유럽연합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민주성 제고 등에 관한 유럽연합의 장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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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였고 이 의제를 좀더 구체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정부간 회의 개최를 결정
했다.
유럽연합 장래문제협의회와 정부간 회의를 통해 헌법조약에 대한 협상을 진
행하여 2004년 6월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헌법조약(안)에 대한 최종 합의를
도출하였다. 2004년 10월 29일 로마에서 회원국은 이 헌법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했다. 그러나 2005년 실시된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헌법조약(안)에 대한
국민투표에서 헌법조약(안)이 부결되었다. 이로 인해 유럽연합은 1년간 숙고기
간을 거치며 유럽연합의 초국가성과 관련된 용어와 상징 등을 삭제하고 유럽연
합의 효율적인 기능을 살리는 방향으로 헌법조약(안)을 수정하였다. 2007년 6
월 유럽연합 정상회의는 헌법조약(안) 대신 ‘리스본조약(Treaty of Lisbon)’
이라고 불리는 개혁조약(Reform Treaty)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2007년 12
월 리스본에서 개혁조약에 서명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헌법조약(안)과 달리 리스본조약을 국민투표가 아니라
의회를 통해 비준했다. 그러나 회원국 중 유일하게 헌법 규정에 의해 국민투표
를 실시해야 했던 아일랜드는 2008년 6월 12일 리스본조약을 국민투표에 부
쳤으나 부결되었다. 이에 2008년 12월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는 아일랜드 정
부에 대해 ① 중립정책 ② 윤리·사회·가정 관련 아일랜드 국내법 존중 ③ 독립
적 조세 정책 ④ 1국 1집행위원 체제 유지에 대한 법적 보장을 제공하기로 합의
함으로써, 리스본조약은 2009년 10월 실시된 아일랜드의 제2차 국민투표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2009년 11월 3일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중 체
코가 마지막으로 리스본조약을 비준함에 따라 2009년 12월 1일 리스본조약이
발효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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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럽통합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유럽통합의 과정은 유럽지역만이 공유하는 역사적 배경과 정치경제 및 사회
문화적 특성 등을 기반으로 전개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환경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조응하며 발전해왔다. 따라서 유럽과 매우 상이한 역사와 사회문화적
특성을 가진 동북아에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또한 한민족이란 언어
와 문화적 동질성은 있지만, 70년 넘게 상이한 정치경제적 체제에서 각자의 삶
을 살아온 남북한에 적용하기도 쉽지만은 않다. 이렇게 볼 때, 긍정적 노하우를
벤치마킹해 부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 의미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다만 여기서는 유럽통합의 성립 및 발전 과정과 그 역동성을 이
해함으로써 중장기적 맥락에서 남북한 경제통합, 나아가 동북아지역공동체 건
설을 위한 시사점을 찾는 데 활용해보고자 한다.153)
유럽통합에서 주목할 부분은 애초 통합의 목표와 모습을 사전에 상정해두고
통합 작업에 착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통합을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점진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 방식이었다. 물론 유럽통합의 창시자들 중에는 처
음부터 ‘유럽합중국(The United State of Europe)’에 대한 비전을 가진 사람
들도 있었겠지만, 초기에는 국가간 협력과 연합의 수준에서 유럽통합을 이해하
는 경향이 주류를 이루었다. 사실 유럽통합은 성립에서부터 지금의 유럽 연합
(EU)으로 발전하기까지 많은 부침과 위기, 반전이 있었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
도 유럽통합처럼 애초 어떤 모습이나 모델을 상정하지 않고 통일이란 큰 틀을
지향하면서 나간다면, 유럽통합에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는 유럽통합 과정의 다이내믹스에 대해 네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고, 한반도 통
일을 위한 미국의 역할을 도출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153) 박종철 외(2005), pp. 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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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적 환경 요인
유럽통합은 기본적으로 양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독일의 호전성을 잠재
워 전쟁을 구조적으로 억제하고 평화를 유지·정착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
되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통합의 동력이 더욱 활발하게 타오를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당시 미·소 양극간 냉전적 대결이라는 보다 직접적이고 현
실적인 국제적 환경 요인이 존재했기 때문이다.154) 유럽통합에 대한 구상은 제
1차 세계대전 직후에도 제안되었으나, 당시에는 구상과 열망이 현실화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과 달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은 냉전으로
인해 동서로 분단되고, 미․소 중심의 진영간 대결에 빠져들면서 서유럽 국가들
은 소련에 대항하여 동맹의 결속력을 갖추어야 할 상황적 강요에 직면하여 유
럽통합을 대안으로 선택하게 되었다.
또한 유럽통합의 발전 과정 역시 국제적 환경변화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
고 발전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 제시해보면, 1970년 초반 정치 통합
이 시도되고, 유럽공동체(EC)가 확대되기 시작한 배경에는 당시 미·중·소 데
탕트 분위기, 즉 긴장완화와 동․서독관계 정상화로 인한 독일의 재발흥에 대한
주변 국가들의 우려가 주요 동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155) 이후 1980년
중반 단일유럽의정서(SEA)를 바탕으로 유럽공동체가 새로운 통합의 모멘텀을
추구한 것은 개별 국가 중심의 경제성장 전략의 한계와 세계 경제의 지역별 경
쟁 심화에 대한 반작용이 주요 동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156) 또한 1991년 마스
트리히트 조약으로 유럽연합이 탄생하고 통합의 심화와 확대를 추진하게 된 배
경에는 냉전종식으로 인한 유럽지역의 안보 및 경제적 상황변화가 주요 요인으
로 작용했다. 따라서 유럽통합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주요 고비마다 국제적 환
경요인이 적절한 촉매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154) 강원택, 조홍식(1999), pp. 35~38 참조.
155) 강원택, 조홍식(1999), p. 66.
156) 1980년 초 유럽에서는 ‘유럽동맥경화증’이란 말이 유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유럽의 국제경쟁력 약화에 대한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이 증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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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불의 화해 및 상호이익의 추구
유럽사를 보면, 19세기 후반부터 유럽은 많은 대규모 전쟁으로 몸살을 앓는다.
1866~71년 독일통일전쟁, 1914~19년 제1차 세계대전, 그리고 1939~45년
제2차 세계대전 등이 그것이었으며, 이 모든 전쟁 가운데 독일과 프랑스가 갈
등의 중심에 있었다. 따라서 유럽의 정치인들과 지식인들은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하는 화해․협력의 유럽통합 구도가 현실화된다면, 유럽지역에서 더
이상 대규모의 전쟁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런 일반적 기대와 별개로 프랑스인의 생각은 좀 달랐다. 프랑스 정
치인들은 독일이 패권국으로 재등장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를 미연에
방지할 방안을 강구했다. 즉 독일을 경제적으로 통제한다면, 독일이 패권국 지
위 확보를 위한 전쟁에 나서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반면 당시 패전
국인 서독은 전후 복구를 위한 경제부흥이 절실했을 뿐만 아니라 탈나치화, 그
리고 국내적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유럽통합이 필요했던 것이
다. 특히 소련의 팽창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방세계로의 통합이
절실했기 때문에 프랑스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던 것이다.157)
당시 석탄과 철강 산업은 중화학공업의 핵심기반으로서 군수산업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녔던 것을 감안하면, 프랑스와 독일을 주축으로 하는 유럽석탄철강
공동체(ECSC)의 설립은 우연이 아니었다. 독일의 재발흥에 대한 프랑스의 경
계와 더불어 국제적으로 정치적 위상이 제고되고 경제력이 증대하는 과정에서
주변 국가들에게 과거 나치의 이미지를 불식하려는 독일의 노력은 이후 유럽통
합을 발전시키고 완성해 나가는 주요한 동력이었다. 예를 들면, 1970년 초반
정치통합의 시작이라든지, 1990년 초반 유럽연합으로의 발전 등은 독일의 위
상 제고와 이에 대한 프랑스의 견제 심리가 의식적·무의식적으로 내재해 있었
던 결과였고, 그것이 오늘날 유럽통합의 동력이었다.158)
157) 강원택, 조홍식(1999), pp. 41~43; Archer and Buther(1996), p. 21 참조.
158) 이와 관련하여 당시 유럽에서는 ‘유럽화된 독일’ 또는 ‘독일화된 유럽’이라는 질문이 제기되었으며, 독일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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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장경제체제의 확대 및 발전
유럽의 초기 경제통합은 안보적 맥락, 즉 전쟁 억제와 평화 유지, 나아가 대
소련 봉쇄 및 공산권에 대한 견제 등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었다. 그러나
1970~80년대를 거치면서 경제적인 논리가 통합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특히 1986년 2월 단일유럽의정서(SEA)를 채택한 배경에는 세계시
장의 변화 속에서 EC 국가와 유럽의 다국적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및 축적 전략
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한 것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1980년 중반
부터 공동시장 통합이 급격하게 진전된 원인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요약
할 수 있다.159)
첫째, 1970년 초반 세계 경제가 오일 쇼크 등의 위기를 거치면서 1970년 유
럽 각국의 집권당이었던 사회민주당의 경제정책의 근간이었던 ‘민족적 케인스
주의 성장·축적 모델’이 한계에 봉착했으며,160) 이에 따라 안정적인 경제 모델
의 창출이 요구되었다. 둘째, 그러한 상황에서 1970년 후반 각국에서 집권하
기 시작한 우파정부들은 ‘신자유주의’로 대변되는 시장 우선주의를 내세워 ‘복
지국가의 위기’를 강조하고,161) 사회보장의 약화를 비롯하여 국가와 시장(자
본)의 관계를 재조정해나가기 시작했다. 셋째, 세계시장이 미국-일본-유럽에
의해 3분된 상황에서 서유럽 국가들은 국제 경쟁력을 적극적으로 강화해나갈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1985년 소련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페레스트로이
카(Perestroika)와 글라스노스트(Glasnost)의 본격적 가동 이후, 군사적 대결
보다 경제적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또한 1980년 중반 이후부터는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수요의 증대와 더불어 자본과 기술의 결집에 대한 요구가 더욱 증
연히 ‘유럽화된 독일’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Hamilton(1991) 참조.
159) 구춘권(2002), p. 301; Cocks(1980) 참조.
160) 케인스주의는 영국의 경제학자인 케인스(John M. Keynes)를 계승하는 경제의 한 학파로 국가의 개입 없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없다고 보는 입장이다. 1940~60년대의 경제정책을 주도했지만, 1970년대 오일
쇼크로 인한 스테그플레이션(실업과 물가가 같이 증가하는 것)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정부의 경제적
역할이 감소하면서 신자유주의에 의해 밀려났다. 폴 크루그먼, 맨큐 등 경제학자들이 이 학파를 따르고 있다.
161) 신자유주의는 케인스주의 경제학을 비판하면서 1970년대부터 득세한 학파로 이들은 정부의 개입을 축소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감세, 민영화, 탈규제화 등의 정책을 펼칠 것을 주장하였다. 프리드먼, 루카스 등이 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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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였다.162) 따라서 유럽통합은 안보 논리에서 출발했지만 이후 경제 논리로
변화되었고, 유럽에서 시장경제체제를 더욱 확대하고 발전시키는 효과로 작용
했다.

4) 체제 및 문화의 동질성
유럽통합의 동력을 단순히 경제적·물질적 이익 차원으로만 한정해 이해하는
것은 매우 단편적이고 근시안적인 접근이다. 국가간 통합을 통한 단일 공동체
의 형성은 수많은 이익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체제와 문화적 동질성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 유럽통합의 교훈이다. 즉 민족이
라는 최소단위에 입각해 형성된 국가(nation-state)가 단순히 경제적 이익 때
문에 민족을 초월한 통합을 추진하게 된다는 보장은 없다.
신기능주의(Neo-functionalism) 이론가인 하스(Ernst Haas)는 유럽통합
과정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통합 과정에서 필수적인 조건은 바로 체제와 문화
의 동질성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하스는 국가간 통합 과정을 “경제통합에서 시
작해 최종적으로 참여 국가들간 정치공동체를 상정해나아가는 것”으로 봤다.
여기서 정치공동체란 특정 단체들과 개인들이 어떤 다른 권위보다 중앙정치제
도에 대해 더 많은 충성을 보이는 상태라고 규정했다. 이런 차원에서 하스는 정
치공동체의 성립과 관련해 두 가지의 핵심 전제조건을 제시했다.163)
첫째, 정치공동체는 여기에 참여하는 민족국가들 사이에 합의를 강요하거나
유지할 수 있으며, 이념을 법으로 전환할 수 있는 중앙권위체로서 민족국가의
정부로부터 자율적이야 하며, 또 중립적인 중재를 할 수 있는 권능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민족국가의 정부 의지로서 정부의 통합의지는 국내적으로 다원적
사회구조, 엘리트의 집단적 기대, 정책결정의 관료화 등의 문제에서 상호간에
유사성을 가질 때 비로소 제고될 수 있다. 그러므로 통합과정에서 사회구조적
162) 이종원 엮(1998), pp. 122~124 참조.
163) 송병준(2004), p.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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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질화와 공적·정치적 엘리트들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때, 서유
럽 국가들의 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기독교적 문화전통 등 체제 및 문화적 동
질성이 앞에서 언급한 외적 동력들과 맞물림으로써 여러 위기를 극복하고 통합
을 진전시켰다고 할 수 있다.164)

5) 소결론: 한반도 통일을 위한 미국과의 관계 정립
유럽통합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미국과의 동맹관계 강화에
많은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다.165)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정치적으로는
트루먼 독트린, 경제적으로는 마셜 플랜이라는 미국의 서유럽 부흥계획을 통한
적극적 지원이 뒤따르지 않았다면 유럽통합은 성공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마
찬가지로 한반도 통일과 통합, 나아가 동북아 공동체의 설립의 성공적 귀결을
위해서도 초일류 강대국 미국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동북아 경제안보
공동체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것은 중국의 대국굴기를 견제하는 미국에게 미
국이 제외되는 동북아 경제안보 공동체를 지지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는 사실이다. 다만 동북아 통합이나 한반도 통일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으나 그렇다고 미국에게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유럽통합 사례를 검토한 결과, 우리는 미국과의 관계 재정립이라는 문제 해
결을 또다시 중요한 시사점으로 도출할 수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이 유럽통합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것이 대소련 견제와 봉쇄라는 냉전 대결의
동인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미국의 유럽통합에
대한 지지는 전후 평화롭고 강력한 유럽공동체를 건설하고자 했던 서유럽 국가
들의 이해와 강력한 파트너와 함께 세계 문제를 관리·해결하고자 했던 미국의
전략이 상호 합치된 소통의 결과물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유럽통합의 역사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각각의 이해관계와 목표는 다를 수
164) 상세한 내용은 진시원(2003), pp. 43~102 참조.
165) 손기웅 외(2013),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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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조율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야 한
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반도 통일, 나아가 동북아 통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국과 한국이 공동의 이해와 대응을 통해 한반도 문제와 동북아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는 공동의 인식을 발전시켜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심, 즉 주변국 및 미국과의 교차점으로서 한반도의 허브 역할이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우리는 미국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미국의 이해관
계와 교차점을 찾아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공
동체를 지향하는 통일·통합 정책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
어내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과의 한
반도 통일을 위한 관계 재정립과 함께 정치지도자의 일관된 노력, 전문가의 지
지,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한 분위기 조성을 하나로 합치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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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본 연구는 남북한 경제통합과 통일이 남북한 산업구조 재편과 북한의 산업
발전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제의식하에, 통일 이후 경쟁력 있는 한반도
산업지도를 그리고, 북한지역의 산업 재건과 성장방안을 제시하였다.
남북한 경제통합과 통일 이후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질적인
남북한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구조로 조정할 필
요가 있다. 즉 경제력 격차와 제도의 성격이 차별화된 남북한 산업을 합리적으
로 구조 조정하여 통일 산업구조를 만들어내고 북한지역에 성장 가능한 산업을
육성해나가야 한다.
향후 북한의 산업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그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첫째
로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요인’에 따른 산
업정책의 변화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로 향후 북한은 산업정책은 선
행 산업부문의 정상화와 내부 효율성의 증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판단된
다. 셋째로 외부의 투자와 북·중 경제협력이 상당 부분 제한된 상황에서 계획
경제와 시장의 딜레마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경제가 회생하고 지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① 성장주도 산업의 발굴·육
성 ② 생산 및 공급 능력 확충을 위한 투자 재원 조달방안 마련 ③ SOC 시설 확
충을 통한 성장 잠재력 확대 ④ 성장과 복지의 동시 발전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
충 차원에서의 노동집약 산업 육성 ⑤ 특구 및 지역특성화 산업단지를 통한 수
출 및 기간산업 육성 등을 지적할 수 있다.
향후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산업협력 및 산업구조 재편 방향은 단기적으로
는 북한 경제의 조기 회생 및 산업 정상화 실현에 초점을 두는 한편 남한에게는
분업구조 구축을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로 남북한 모두 상생(win-win)의 효과
를 거두는 데 두어야 할 것이다. 이는 한반도의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협력 확
대,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과 남북한 경제통합은 물론
동북아경제권 형성과의 연계도 염두에 두고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지
역의 경우 대부분의 산업에 대해 광범위하고 강력한 구조조정과 함께 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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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를 집행해야 할 것이며, 국유자산의 사유화와 FDI 유치를 통한 신산업 육
성, 남한지역 주력산업과의 분업구조 구축 등이 요구된다.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성장 유망 산업은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 첫째,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성장을 주도할 산업으로는 섬유·의류를 중심으로 한 수출 경
공업과 ICT 제조업 및 서비스 산업, 그리고 확대된 내수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식품가공과 생활용품 산업 등이 유력하다. 둘째, 서비스 산업은 경공업과 함께
경제통합 직후 북한지역의 고용 창출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셋째, 확대되는 건설 수요를 토대로 건설업과 건설용 기계, 시멘트 및 플라스틱
제품 등 건설용 자재 관련 산업을 통일 직후의 단기적인 성장 주도 산업의 하나
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넷째, 폭넓은 산업기반을 활용하여 기계공업을 중장기
적으로 북한지역의 주요 산업으로 육성한다. 다섯째, 철강 및 화학 등 소재산업
은 신속하고,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부문을 중심으로 제한적
으로 현대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여섯째, 기존 산업의 구조조정 및 육성과 함
께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입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신기술 혹은 첨단기술
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북한지역의 중장기적인 성장기반을 확보해나가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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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Ways to Reform Industrial Structure of North and South Korea and
Nurture Growth Industries in North Korea after Unification
HONG Soonjick, LEE Seogki, CHO Bonghyun, LEE Younseek, and JEONG Ilyoung

With an understanding that economic integration and re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should be accompanied by structural reforms of
the two Koreas’ industries and industrial development of North Korea,
this paper aims at drawing a competitive industrial map of the Korean
Peninsula and exploring ways to restore North Korean industries and
grow its economy.
In order to maximize economic integration and economic benefits
from unification, reforming disparate industrial structures of North and
South Korea is necessary to create a synergy effect. In other words, as
their economic power and institutions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the two Koreas have to make industrial reforms in a reasonable way to
create a favorable environment for unification and develop industries
with growth potential in North Korea.
North Korean industries are expected to face changes from three
perspectives. Firstly, with economic sanctions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ising, the North will continue to change its industrial policy
depending on 'external factors'. Secondly, North Korea's industrial
policy in the future will focus on normalization of leading industries and
improvement of internal efficiency. Thirdly, with investments from

other countries and Sino-North Korean economic cooperation limited,
the North will face a dilemma between its planned economic system and
a market-oriented economy.
To restore North Korean economy and achieve its sustainable
development, the following measures are required.

a. Finding and nurturing industries that will lead economic growth
b. Coming up with methods to attract investment to expand production
and supply capacity
c. Enhancing growth potential by expanding SOC facilities
d. Fostering labor intensive industries to strengthen social safety net
that lead to both economic growth and enhanced welfare
e. Developing export and basic industries based on establishment of a
special zone or an industrial complex of local specialization

Directions for inter-Korean industrial cooperation and industrial
reform in preparation for unification will have to focus on early
economic recovery and industrial normalization of North Korea, while
focus on strengthening competitiveness of South Korean industry through
building a structure of division of labor that can make a win-win
situation.
From a mid and long-term perspective, these should be pursued with
consideration of balanced land development of the Korean Peninsula,
enhancing regional cooperation, formation of an economic community

and economic integr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They also have to
consider association with establishment of a Northeast Asian economic
bloc.
To this end, the North will have to implement comprehensive and
vigorous reforms and make large-scale investments on most industries.
It will also have to foster new industries through privatization of stateowned properties, while attract foreign direct investments to nurture
new industries, and establish a division of labor system in relation to
South Korea’s key industries.
This paper points to promising industries in North Korea after
unification. Firstly, light industry exports like textiles and clothing, ICT
manufacturing and service industries, and food processing and daily
necessities industries targeting expanded domestic markets will lead
growth in North Korea.
Secondly, the service industry along with the light industry will have
to play a leading role in creating jobs in the North shortly after economic
integration.
Thirdly, with demands for construction rising,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related industries including construction materials like machinery,
cement and plastic products should be nurtured as one of short-term
growth industries right after unification.
Fourthly, the machinery industry will be one of key industries of
North Korea for a mid and long term period based on a comprehensive
industrial base. Fifthly, the materials industry such as steel and chemical

industries have to experience a limited modernization through rapid
and powerful reforms on relatively competitive sectors.
Sixthly, while restructuring and fostering existing industries, industries
of new or advanced technologies that have an advantage to enter into
the North region have to be developed so that the foundation for North
Korea’s mid and long term economic growth can be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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