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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김정은 시대 북한은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관광정책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외
화 획득 창구를 확보하는 한편, 대외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고 있다. 북한은
2013년 3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제6기 제23차)에서 ‘경제ㆍ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채택하면서 관광 부문에서는 원산ㆍ칠보산 지구를 비롯한 여러 관
광지구를 잘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주문하였다. 2016년 5월 7차 당
대회에서 발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2016-2020년)’에서도 경제개발
구 운영 및 관광 부문 활성화를 강조하였다. 특히 2016년 이후 국제사회의 대
북 경제제재가 확대ㆍ심화되면서 대외무역을 통한 외화 유입이 어려워지자 북
한은 제재를 우회하면서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는 관광산업 활성
화에 더욱 관심을 쏟게 되었다. 이를 반영하듯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관광지구
시찰 및 현지지도는 2016년 2회, 2017년 1회에 그쳤으나 2018년 10회,
2019년 11회로 급증하였으며, 주요 시찰 지역은 3대 관광개발지로 구분되는
삼지연시, 양덕온천문화휴양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등이다.
관광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초기 투자 비용이 크지 않고, 일정 수
준의 인프라가 확보되면 안정적으로 일정한 외화를 확보할 수 있다. 이에 베트
남이나 쿠바와 같은 사회주의 체제전환국의 경우에도 체제전환 초기에 관광을
통한 외화 획득을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한 바 있다. 북한 역시 비교적 잘
보존된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열악한 산업기반 회복을 위
한 외화를 확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전 시대에
비해 보다 활발한 관광정책을 통해 기존 북한의 폐쇄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고
정상국가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시도도 엿보인다. 관광산업은 국제사회의 대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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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제재 우회를 통한 외화 유입이 가능하
다는 것도 장점이다. 무엇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자신이 관광산업이 발달한
스위스에서의 유학 경험을 가지고 있어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경제강국 건설
과 인민생활 향상을 꾀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북한의 2012년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관광정책 추진 동향
을 분석하여 남북을 포함한 다자간 관광협력 등 신북방정책과 한반도신경제구
상 추진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최근 북한의 관
광정책 변화 동향을 파악하고, 북한의 정책적 의도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구
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남북 양자 및 남북을 포함한 다자간 관광협력 방안을 마
련하였다. 무엇보다 최근 정부가 제안한 인도적 차원의 개별 관광은 물론 제3
국 여행사를 이용한 제3국 경유 개별 관광과 외국인의 남북연계 관광 등 개별
관광의 구체적 추진을 위해 현재 판매 중인 주요 북한 관광 여행상품을 상세하
게 분석하여 손에 잡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2장에서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관광정책 변화를 살피면서 북한 문헌을 통
해 최근 관광산업 인식을 분석하였다. 북핵문제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북한경제 전반을 압박하는 가운데, 김정은 시대 북한은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발전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완공된 양덕온
천문화휴양지와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삼지
연시 건설 등 3대 핵심 관광 개발 프로젝트 추진 등 주요 관광시설 개발과 관련
한 건설경기 활성화로 경기부양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북한은 28
개의 경제개발구 가운데 18개 개발구에 관광지 개발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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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위적인 경제개발구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또한 관광 관련 물적ㆍ인적 인
프라 정비를 통해 관광산업 육성 의지를 드러내고 있었다. 북한 관광상품 역시
기존 관망형 중심의 관광상품에서 체험형ㆍ생활밀착형 관광상품으로 다변화됐
으며,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 홍보에도 적극적인 모습이었다.
이러한 북한 당국의 관광산업 육성에 대한 정책적 수요로 인해 북한의 관광산
업 관련 연구물도 이전 시대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북한 학
계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세계관광시장 트렌드에 맞춘 관광산업 발전
모색’, ‘관광지 개발을 통한 외자 유치’, ‘생태관광지 개발’ 등으로 요약할 수 있
었다. 세계관광시장 트렌드 분석과 관련하여 최근 정보처리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보다 편리하고 편안한 여행을 요구하는 관광객’의 수가 늘어나고 있
다고 분석한 부분은 향후 남북간 스마트 관광 추진 가능성을 살필 때 북한의 수
요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었다. 관광지 개발을 통한 외자 유치와 관련하여 관광
개발구도 관광목적에 따라 산악관광개발구와 해안관광개발구, 도시관광개발구
와 농촌관광개발구, 문화전통관광개발구, 치료관광개발구와 휴식관광개발구,
종합관광개발구로 구분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살필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남북한이 전국 각지의 온천 및 숲 자원과 한방, 힐링ㆍ명상, 뷰티ㆍ
스파 시설 등을 활용한 웰니스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생태관광지 개발과 관련하여 북한이 생태관광의 필요성을 분석하면서 환경보
호의 본래적 목적을 강조하면서도 생태관광이 일반 관광과는 달리 관광봉사(서
비스) 시설과 수단들에 대한 투자가 적게 든다고 주장하는 대목은 매우 흥미로
운 부분이었다. DMZ, 금강산 등 남북의 개발 수요는 물론 ‘경제성’도 담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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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생태관광지 육성을 검토할 필요성을 발견하였다.
제3장에서는 북한의 관광산업 실태를 권역별 관광자원과 인프라, 김정은 시
대의 자체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 현황, 해외 여행사의 북한 관광상품 분석을 통
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향후 북한 관광산업의 여건은 다음과 같이 변화할 것으
로 분석되었다. 첫째, 북한 관광산업의 두 축은 평양시와 원산시가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2020년 현재 대부분의 북한 관광상품은 관광자원과 인프라가 가
장 집적된 평양에서 시작해 평양에서 종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원산갈
마해안관광지구의 개발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향후 평양시와 원산시 관광
혹은 평양시와 동해권 관광을 모두 고려한 상품들이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분
석되었다. 둘째, 2020년 현재 북한 관광은 한정된 지역에서만 이루어지고 있
으나, 향후 개방 지역은 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여건이 개선되면 추가
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서해권의 강령군, 숙천군, 동해권의 어랑군, 북부
권의 삭주군, 온성군 등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북한 레저스포츠 관광상품이 늘
어날 것으로 전망되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초기부터 ‘유희장 정치’라고
불릴 만큼 각종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위락관광시설을 새로 건설하거나 개건하
였다. 해외 여행사들도 동해권에서 산림 및 해양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상품을
판매 중이었다. 북한 당국의 레저스포츠 관광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확대
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마지막으로, 대내외 여건 개선 시, 동북아시아 지역을
아우르는 연계관광상품 개발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해외 여행사들은 북
한 관광에 남한을 비롯해 중국ㆍ러시아 등을 연계한 관광상품을 판매 중이었으
며, 남북간 연계관광은 비행편이나 크루즈선을 활용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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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금강산, 개성 육로관광 재개가 이루어지면 다양한 상품개발이 이루어질 것
으로 분석되었다.
제4장에서는 관광산업 메가트렌드를 살펴보고, 남북 관광협력의 기회 및 위
협요인 분석을 통해 남북 관광협력 추진 환경을 검토하였다. 우선 관광산업 메가
트렌드와 관련하여 여행객 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노년층과 젊은 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상품을 개발할 필요성을 도출할 수 있었다. 지속가능한 관광의 성장 추세
를 반영하여 생태관광모델을 개발하고, 생태관광지를 육성할 필요성도 부각되
었다. 기술의 진보가 ‘스마트 관광’을 촉진하고 있는 트렌드를 고려할 때 스마트
관광 생태계 구축과 점진적인 협력 확대의 필요성도 살필 수 있었다. 여행 이동성
증대에 대한 분석 결과, 남북간 크루즈 관광 활성화의 필요성도 도출되었다.
남북 관광협력의 기회요인은 초국경관광에 대한 우리 정부와 북한 당국, 그리
고 한반도 주변국들의 관심을 우선으로 꼽을 수 있었다. 남북관계 진전을 전제
로 추진되고 있는 북방경제협력위원회, 통일부 등 중앙부처와 각 지자체의 관광
분야 남북협력구상 역시 남북협력이 확대될 수 있는 주요한 기회요인으로 분석
되었다. 무엇보다 그간의 금강산 관광과 개성 관광 등 기존에 추진되었던 남북
간 관광협력의 경험도 중요한 기회요인으로 평가되었다. 이와 함께 남북이 민족
동질성에 바탕을 두고 추진해온 사회ㆍ문화 교류협력 경험 역시 개별 관광 본격
화를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북 관광협력이 본격
추진되기 위해서는 선결과제가 남아 있다.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UN 대북제재, 미국의 독자제재는 관광사업을 명시
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관광사업을 포함한 남북협력 재개에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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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 정부는 개별 관광은 유엔 제재 대상에 해당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을 부인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대내적으로는 관광협력 추진에 대
한 국민적 공감대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를 위해 북한
당국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3대 선결과제’에 대한 해법 마련, 지속가능한
남북 관광협력을 위해 법ㆍ제도 개선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2020년
현재 전 세계에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 등 감염병을 비롯해 위생ㆍ보건 현안도 남북 관광협력 진전을 가로막
는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되었다. 다만 남북정상이 2018 평양공
동선언을 통해 전염병 유입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및 보건의료 협력 강화를 약
속한 바 있는 만큼, 코로나19 대응은 기회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했다.
제5장에서는 ‘관광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ㆍ번영시대’를 남북 관광협력의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이를 위해 남북 양자 및 남북을 포함한 다자간 관광협력
추진 방향을 제안하였다. 첫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관광협력사업’을 우선 전개한다. 개별 관광 추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
는 협력사업을 도모하는 한편, 개별 관광 연계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
다. 볼런투어리즘(Voluntourism) 개념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북한 관광상
품박람회 및 관광 분야 학술교류행사를 개최하는 동시에, 국제관광박람회에 남
북이 공동으로 참가하는 등 현 시점에서도 추진을 시도해볼 수 있는 협력사업
을 먼저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 또한 개별관광 연계사업으로 외국인 관광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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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상으로 한 시범관광 성격의 ‘이벤트 관광’과 해외 거주 한인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한 개별 관광도 고려해볼 수 있다. 둘째, 남북 공동번영을 도모하는
‘연계상품’을 개발한다. 기존의 남북 연계관광상품을 보다 다양화하고, 독특한
경험을 중시하는 청년 세대의 수요에 맞는 개성평화관광, 역사ㆍ문화 관광, 해
양ㆍ산림 레저관광, 웰니스 관광 등의 테마관광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
한 한반도 차원을 넘어 중국ㆍ러시아ㆍ일본 등 동북아시아 국가와의 초국경관
광협력을 통해 세계관광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셋째,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협력을 확대한다.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한 남북의 관심은 한반도
생명공동체 구축을 위한 시발점이 될 수 있다. ‘남북지속가능관광협력위원회’
등을 구성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남북협력을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생태관광’을 접점으로 남북협력을 확대해나가야 한다. 남북간 개발 공감대가
있는 지역ㆍ상품을 중심으로 ‘생태관광 시범사업’을 실시해, 생태관광 모범사
례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넷째, ‘스마트 관광’ 추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스마트 관광’ 기반 구축을 위
한 남북협력은 당장은 요원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남북 관광협력이 ‘미래지향
성’을 담보하기 위해 반드시 추구해야 할 것이 ‘스마트 관광’을 위한 협력 확대
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경험ㆍ편의ㆍ서비스ㆍ모빌리티ㆍ플랫폼 등 스마트 관광
의 5대 요소를 중심으로 스마트 관광 생태계 구축 협력을 점진적으로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스마트 관광’ 체험관 건립, VR 투어 활성화를 통해 협력의
폭을 확대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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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의의와 방법

1. 연구의 의의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방법

1. 연구의 의의 및 필요성
최근 북핵문제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북한경제 전반을 압박하는 가
운데, 김정은 시대 북한은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발전 방안 마련에 고심하
고 있다. 2019년 완공된 양덕온천문화휴양지와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삼지연시 개발사업 등 3대 핵심 관광 개발 프로젝
트 추진 등 주요 관광시설 개발과 관련한 건설경기 활성화로 경기부양을 꾀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지역은 오랜 기간 불안한 안보 상황과 관광객의
신변안전 문제, 관광객에 대한 과도한 행동 제한 등으로 인해 국제관광객으로
부터 매력적인 관광지로 인식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북한 비핵화 협상이 진
행되면서 한반도 정세가 개선되는 조짐을 보이자 북한 지역 관광에 대한 관심
도 높아지고 있다.
북한에서는 관광이란 ‘다른 지방이나 다른 나라의 자연풍경, 력사유적, 명승
고적, 인민경제의 발전 면모 등을 구경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북한의 관광
과 관련한 사전적인 용어는, 1960년 뺷조선말사전뺸에는 관광객, 관광단, 관광지
인, 관광차 등 불과 4개가 실렸으나, 1992년 뺷조선말대사전뺸에는 관광업, 관광
학, 관광포스터 등이 추가되면서 18개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2006
년 뺷조선말대사전뺸 증보판에는 관광산업, 관광수입, 관광휴양업 등의 용어가 추
가되면서 북한 당국이 점차 관광을 산업으로 인식해가는 모습을 살필 수 있다.1)
1970년대까지 북한은 관광이나 여행을 ‘자본주의’ 요소로 간주하고 북한 주민
의 국내외 이동 및 외국인의 북한 여행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일부 사회주의국가
에 대한 관광만을 허용하는 등 관광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
나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외채상환문제가 떠오르자 외국인의 북한 관광을 제한
적으로 허용하는 정책을 도입하여 외화를 조달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집권 초기부터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 관광상품 다변
1) 김한규(2015), p. 26; 이석기 외(2017), p. 145; 이해정(2019), p. 30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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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관광인력 육성 등에 나서면서 적극적으로 관광산업 육성을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북한의 관광정책 변화를 분석하여 향후 북한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략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도 해외 관광객 유치 정체
로 관광 부문의 신성장동력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10년간 외래 관광객
입국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발병의 영향
으로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대비 6.8% 감소한 바 있다(그림 1-1 참
고). 2017년 한국을 방문한 외래 관광객 수는 1,334만 명(전년대비 22.7% 감
소)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동년 3월 중국의 한국여행 금지조치와 북한의 미사
일 발사와 핵실험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작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문
재인 대통령도 2020년 신년사를 통해 방한 관광객 2,000만 명 시대를 열 것이
라고 발표한 만큼 신규 관광수요 창출이 시급하다.
이와 같이 한국 관광산업도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서 한반도
의 평화를 담보할 수 있는 남북 연계 관광상품 개발 등 남북 모두의 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과제 모색이 요구된다. 특히 2018년 기준
중국인 관광객은 북한 외래 관광객의 90%, 한국 외래 관광객의 31.2%2)를 차
지하는 등 남북한 모두에게 제1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인 관
광객들을 대상으로 남북을 연계 관광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한다면 이는 남북
한 모두의 관광산업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3) 유
엔 산하의 세계관광기구(UNWTO: World Tourism Organization)에 따르
면 관광업은 2017년 기준 자동차 산업을 넘어서면서 화학, 석유산업 다음으로
세 번째로 큰 규모의 수출산업이 됐다.4)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외래 관광
2)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갈등 발생 직전인 2016년 한국 외래 관광객 가운데 중국인
관광객 비중은 46.8%에 달했다. 한국관광공사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입국관광통계, https://know.
tour.go.kr/main/main.do(검색일: 2020. 3. 9) 참고.
3) 현재 외국 여행사에서 판매 중인 남북 연계 관광상품은 대체로 남한→중국→북한 혹은 중국→북한→
중국→남한 식의 상당히 비효율적인 이동경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여행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연구의 3장 2절을 참고.
4) UNWTO(2019), p.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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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최근 10년간 한국의 외래 관광객 입국 현황

자료: 한국관광공사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입국관광통계, https://know.tour.go.kr/main/main.do(검색일: 2020. 3. 9).

은 2010~18년 연평균 증가율이 7.2%를 기록하면서 동기간 전 세계 연평균 증
가율인 5%를 웃돌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북한과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관광을 통해 자연스럽게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학습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 비전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해서
는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이 필요하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환서해 경제
벨트’, ‘환동해 경제벨트’, ‘접경지역 경제벨트’를 마련해 소위 ‘H’ 라인의 경제
협력 벨트를 조성한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특히 ‘환
동해 경제벨트’와 ‘접경지역 경제벨트’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관광 협력이 필수
적이다. 북한도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23개의 경제개발구를 지정하면서 적극
적인 대외개방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남북경협이 재개된다면 한반
도 신경제구상과 북한의 경제개발구 중심의 대외개방전략 간 이해가 만나는 지
점을 중심으로 사업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2018년 9ㆍ19 평양공동선
언에서 합의된 동해관광공동특구와 서해경제공동특구가 新남북경협모델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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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될 가능성이 크다. 동해관광공동특구에는 북한의 핵심 건설사업인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와 금강산국제관광특구가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서해경제공동
특구 개발 역시 개성관광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9ㆍ19 평양공동선언
에서는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금강산관광사업을 우선 정상화하는 데 합의하
여 남북 정상의 관광에 대한 정책적 관심도가 일치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
다. 특히 2020년 1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북한 관광은
제재에 저촉되지 않아 충분히 모색할 수 있다”고 발언했으며, 동월 15일 통일
부 장관 역시 “개별 관광 추진 등을 통해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이
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는 개별 관광의 개념은 ① 인도적 차원의 이
산가족과 비영리단체인 사회단체 중심의 관광 목적의 개성ㆍ금강산 방문 ② 우
리 국민이 제3국 여행사를 이용하여 평양, 원산갈마, 삼지연, 양덕 등 북한 지
역을 관광 목적으로 방북하는 제3국 경유 개별관광 ③ 제3국 여행사의 외국인
남북 왕래 관광 프로그램 허용 등 외국인의 남북 연계관광 등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북한이 관광 활성화를 통해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함의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남북 양자 및 남북을 포함한 다
자간 관광협력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북한의 2012년 김정은 국무위원
장 집권 이후 관광정책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남북간 협력방
안을 모색하여 한국의 신북방정책과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에 필요한 정책적
대안을 제공하고자 한다. 정부의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실현을 위해서는 다
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본 연구에서는 남북을 포함한 다자간 관광협
력 등 신북방정책과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을 위한 구체적 정책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2년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의 관광정책 추
진 동향 분석 및 관광정책 추진 여건과 현황 분석에 중점을 두고 한국의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신북방정책 추진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
로 한다.

제1장 연구의 의의와 방법 • 21

2. 선행연구 검토
남북 관광 및 북한 관광 연구는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 이후 주로 지난 1998
년부터 2008년까지 10년간 남북 관광을 돌아보고, 재개 시 신변안전 보장 등 제
도적 장치 마련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가 신용석(2012)
의 뺷남북관광 현황분석 및 정책대응방안뺸이다. 동 연구에서는 남북관광 중단 이
후 관광 재개를 위한 동향 및 상품 현황을 분석하면서,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남북관광을 통한 통일에 대한 관심 제고와 북한과의 문화교류 촉진에 대한 긍정
적 평가를 도출하고 있다. 특히 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조하
고 있는데, 이를 위해 남북공동관리기구의 설치를 제안하면서 남북 관광자원 공
동조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계관광상품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김상태, 김성윤(2017)의 뺷지난 남북 관광협력 성과와 과제뺸는 지난 10년간
남북관광사업 추진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에 기초하
여 대북정책 분석 및 시나리오 전망을 도출하여 이에 따른 남북관광정책 대응
을 단기 관광객 안전보장 남북합의서 검토, (가칭) 남북관광 공동관리위원회 설
치 등의 13가지 과제, 장기 (가칭) 남북관광 기본협정을 통한 남북관광 중장기
계획 수립, (가칭) 남북관광 총괄관리위원회 설립 등 17가지 과제를 정책 대안
으로 제시하고 있다.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발표된 동해관광특구와 관련하여 추진 가능
한 해양관광에 관한 구체적 정책 제안을 담은 연구로는 윤인주, 홍장원, 이정아
(2018)의 뺷북한 동해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뺸이 있다. 동 연구에서는 중국(저우
산군도)과 베트남(다낭)의 해양관광 사례를 살펴보고, 북한ㆍ관광 분야 전문가
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원산ㆍ고성ㆍ통천ㆍ나선ㆍ함흥ㆍ청진 순의
개발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거점별 자연ㆍ사회
자원을 활용한 관광 개발, 해양관광 관련 건설ㆍ제조ㆍ서비스 산업 육성 등을
추진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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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구로는 신용석, 최경은(2019)의 뺷신남북 관광협력의 정책방향과 과제뺸
가 눈에 띈다. 동 연구는 대표적인 기존 남북 관광협력사업인 금강산관광사업에
대해 경협 차원에서의 경제성과 평가와 통일정책 차원에서의 정책성과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의 관광정책과 주요 관광지 분석을 통해 북한의 관광
개발환경을 살피고, 남북 관광협력 관련 합의서와 법률 검토를 통해 남북 관광협
력의 제도환경을 분석하고 있다. 남북 관광협력의 잠재 관광수요자인 전 국민 대
상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북한 관광 관련 사업운영 경험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업체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대북관광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 건의사항을 도출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관광 관련 제도 환경과 연구조사ㆍ지식공유, 관광상품ㆍ홍보
마케팅, 관광자원ㆍ관광지 개발 등 4개 분야의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표 1-1. 선행연구 검토
구분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 문헌연구
남북관광 현황 분석 - 김정은 시대 해외관광정책 전망
- 정성분석
및 정책대응방안 - 향후 우리 정부의 남북관광
- 전문가
정책 대응방안 마련
(신용석 2012)
설문조사

-

남북관광 현황 분석 및 평가
북한의 외래관광 유치 현황
북한관광 전문가 의견 조사
남북관광정책대응방안

지난 남북 관광협력
- 문헌연구
- 남북관광 성과와 한계 도출
성과와 과제
- 정성분석
- 남북관광 재개를 위한 정책
(김상태, 김성윤
- 전문가
대안 발굴
2017)
설문조사

-

정부의 대북정책 분석
미국ㆍ중국의 대북정책 분석
남북관계 전망(전문가 설문)
남북관광 재개를 위한 정책방안

- 문헌연구
북한 동해 해양관광 - 한반도 연안 관광자원 분포 - 정성분석
활성화 방안
분석
- 국외사례
분석
(윤인주, 홍장원, - 동해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
- 전문가
이정아 2018)
도출
설문조사

- 북한 해양관광 여건 분석
- 중국과 베트남의 해양관광지
사례 분석
- 동해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 검토
(전문가 설문)
- 동해 해양관광 활성화 구상

신남북 관광협력의 - 남북 관광협력의 제반여건을 - 문헌연구
정책방향과 과제
종합적으로 검토
- 전문가 자문
(신용석, 최경은 - 새로운 남북 관광협력의 기본 - 전국민
설문조사
2019)
방향과 추진과제를 제시

-

- 북한 서비스 산업 심층분석 - 문헌연구
북한의 서비스 산업 - 서비스 산업이 북한경제 성장 - 정성분석
(이석기 외 2017)
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국외사례
- 남북한 경제협력 시사점 도출
분석

- 개발도상국 경제발전 과정에서
서비스 산업의 역할 분석
- 북한 서비스 산업 검토
- 개별 서비스업 실태 분석
- 서비스업 분야에서 남북협력에
대한 시사점

북한의 관광개발 환경분석
남북 관광협력 제도환경 검토
남북 관광협력 수요조사
신남북 관광협력 기본방향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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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남북 관광에 집중된 연구 이외에도 북한의 서비스 산업 전반을 심층
분석한 연구도 주목할 만하다. 이석기, 곽인옥, 김석진, 김연호, 양문수, 이영훈
(2017)의 뺷북한의 서비스 산업뺸은 각 서비스업종의 역사적인 배경과 수요ㆍ공
급 상황, 정부의 정책, 가능성과 한계 및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
고, 남북경협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관광산업의 한계로 외국인의 자
유 관광에 대한 제약, 미흡한 관광 인프라, 낮은 관광 서비스 만족도, 불안한 대
외관계 등을 지적하면서도 관광산업을 대외경제관계 개선 시 가장 빠르게 성장
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한 업종의 하나로 꼽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북한의 관광정책 추진 동향을 살피고, 북한의 관광정책 추진
여건과 현황 분석을 통해 남한과 북한 간 관광협력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한
반도 신경제구상 및 신북방정책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제언을 제공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선도적인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정
책적 의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남북간 협력방안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남북한 모두의 관광산업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협력과제를 제시하는 데 본 연구의 차별성이 있다. 최근 북한의 관광정책 변화
동향을 파악하여 북한의 의도를 반영한 남북 양자 및 남북을 포함한 다자간 협
력과제의 방향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정부가
제안한 인도적 차원의 개별 관광은 물론 제3국 여행사를 이용한 제3국 경유 개
별 관광과 외국인의 남북연계관광 등 개별 관광의 구체적 추진을 위해 현재 판
매 중인 주요 북한 관광여행상품을 자세히 분석하여 손에 잡히는 시사점을 도
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북한의 관광정책 추진 여건과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남북
경협 재개 시 참고할 수 있는 동향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최근 북한의 관광정책
분석을 통해 북방경제협력 관련 지역연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정
과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및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실현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한편, 남북간 관광 분야에서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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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경제협력의 확대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남북협력에 대한 북한의 의도를 분석하여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협력방안을
도출한 자료로서 향후 남북 관광협력정책 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방법
최근 북한이 관광부문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 대한 함의와
남북 양자 및 남북을 포함한 다자간 관광협력의 필요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2012년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의 관광정책 변화의 특징을 살펴보
고, 북한 문헌을 활용해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한다. 최근 북한의 관광정책 변화
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김정은 시대 출간된 뺷경제연구뺸와 뺷김일성종합
대학학보: 철학, 경제학뺸, 뺷우리나라 무역뺸 등 주요 북한 학술지와 뺷관광업 경
영방법론뺸(2015) 등 주요 단행본을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북한 관광정책 추진 여건과 현황을 분석하여 남북한 관광산업 활성화 과제
를 도출하기 위한 논리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북한의 주요 권역별 관광자원과
관광 인프라, 주요 해외 여행사의 북한 관광상품 등을 살펴보고, 향후 남북한 관광
산업 진흥을 위한 과제를 이끌어낼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관광총국 산하 관광전문
웹사이트인 ‘내나라’와 ‘조선관광’과 같은 자료를 활용하고, 필요시에는 구글 어
스(https://www.google.com/intl/ko/earth/)를 활용하고자 한다.
아울러 남북 관광협력 추진환경을 점검하기 위해 여행객 수요 변화, 지속가
능한 관광의 성장, 기술진보, 여행이동성 증대 등 관광산업 메가트렌드를 살피
고자 한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 및 중국ㆍ러시아ㆍ일본 등 주변국의 정책, 중
앙부처 및 지자체의 관광 분야 남북협력 구상, 남북 관광협력 경험, 남북 사회
ㆍ문화 교류 경험 등 남북 관광협력의 기회요인을 분석할 것이다. 또한 국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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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대북제재와 법ㆍ제도적 한계, 감염병 등 위생ㆍ보건 요인 등 남북 관광협
력의 위협요인도 함께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남북 관광협력 비전과 기본 구상을 제시하고자 한
다. 대북제재 틀 내에서 가능한 관광협력사업에 대한 고민과 함께 정부가 추진
하고자 하는 개별 관광 관련 추진 여건 조성사업과 개별 관광 연계사업을 제안
한다. 이후 추진 가능한 사업으로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연계상품 개발을 검토
하여 기존 상품 활성화, 테마관광상품 개발, 동북아 크루즈 관광상품 추진 등을
살핀다. 중장기적 의미에서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협력과 스마트 관광 기반
구축도 논의하고자 한다.
연구 시기는 2012년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의 관광정책 변화에 집중
하되, 관광투자 관련 법제 분석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1984년 ｢합영법｣
도입 이후 현재까지를 연구 시기로 특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1984년 ｢합영
법｣ 제2조에서 관광업 관련 합영기업 창설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부분부터 북한
의 관광투자 관련 법제 정비가 시작되었다고 보고, 최근 2013년 ｢경제개발구
법｣ 등 법제 정비 동향을 구체적으로 살필 것이다. 주로 국내외 선행연구에 대
한 검토, 뺷경제연구뺸, 뺷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 경제학뺸, 뺷우리나라 무역뺸
등 북한 문헌을 활용한 분석 및 관련 데이터 분석 등 문헌조사와 통계자료를 활
용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그림 1-2. 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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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김정은 시대 북한의 관광정책 변화
3. 북한 문헌으로 본 최근 북한의 관광산업
인식
4. 소결

1. 개요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김일성ㆍ김정일 시기에 비해 적극적이
고 개방적인 관광정책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외화 획득 창구를 확보하는 한편,
대외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3년 3월 제6기
23차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원산과 칠보산지구를 비롯한 나라의 여러
곳에 관광지구를 잘 꾸리고 관광을 활발히 벌리며 각 도에 자체의 실정에 맞는
경제개발구들을 내오고 특색 있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혀 관광에 대한 관심
을 직접적으로 표현했다.5)
김정은 시대 북한이 적극적인 관광정책에 나서고 있는 배경은 1990년대 소
위 ‘고난의 행군’으로 불리는 9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겪은 극심한 경제위기
이후 제반 산업의 회복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관광산업을 성장동력으
로 삼아 경제개발에 필요한 ‘시드머니’를 확보하려는 의도로 판단된다. 관광산
업은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초기 투자 비용이 크지 않고, 일정 수준의 인
프라가 확보되면 안정적으로 일정한 외화를 확보할 수 있다. 베트남이나 쿠바
와 같은 사회주의 체제전환국의 경우에도 체제전환 초기에 관광을 통해 벌어들
인 외화수익을 경제개발 재원으로 활용한 바 있다. 북한 역시 비교적 잘 보존된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열악한 산업기반 회복을 위해 외화
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전 김일성ㆍ김정일 시대에
비해 보다 활발한 관광정책을 통해 기존 북한의 폐쇄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고
정상국가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시도도 엿보인다. 관광산업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것도 장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한 것으
로 추정된다. 무엇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자신이 관광산업이 발달한 스위스에
5) 뺷로동신문뺸(2013. 4. 1). 북한은 당 중앙위 제6기 23차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
노선’을 새로운 전략노선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경제강국 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
이는 것은 현 시기 우리 당 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하고 절박한 과업”이라며 경제강국을 통한 사회주의
강성국가 달성이라는 유업을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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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유학 경험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부분도 최근 북한의 관광산업정책에 영
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삼
지연시, 양덕온천문화휴양지 등 주요 관광 관련 건설 사업장을 수차례 방문하
여 현지지도하는 등 직접 관광 관련 사업을 챙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6)
지난 2016년 5월, 북한이 36년 만에 개최한 당 대회에서 발표한 ‘국가경제
발전 5개년 전략(2016-2020)’은 북한이 경제강국 건설을 위해 제시한 경제 로
드맵으로 평가되는데 여기에서 관광 부문의 사업 활성화를 주문하고 있는 것
역시 주목할 만하다. 북한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통해 인민생활 향상
을 도모하는 한편 경제 부문 간 균형을 도모하여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외자유치를 도모하기 위해 ‘경제개발구’7)
를 중심으로 대외경제를 확대ㆍ발전시킬 것을 추구하면서 국가신인도 제고에
주력하고 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통해 대외무역에서 ‘신용 준수’를
강조하고, 2019년 4월 ｢개정 헌법｣ 제36조8)에서 이를 명문화하였다. 이는 북

표 2-1. 북한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목표 및 대외경제 부문 과제
구분
목표

대외경제
부문 과제

주요 내용
- 인민생활 향상, 경제 부문 간 균형을 통한 지속 발전
- 이에 기반한 ‘경제강국’ 건설
-

(국가신인도 제고) 대외무역에서 ‘신용 준수’ 강조
(경제개발구 운영 활성화) 개발구 활성화에 유리한 투자환경 구축
(무역구조 개선) 봉사무역, 기술무역, 가공품 수출 비중 증대
(선진기술 습득) 합영ㆍ합작사업 조직을 통한 첨단기술 습득
(관광) 관광 부문 사업 활성화

자료: 이해정 외(2018a), p. 3.

6)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과 2019년 2년 동안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3회, 삼지연시 6회, 양덕온천
문화휴양지 7회 등 주요 관광 건설지 3곳을 총 16회 현지지도하였다.
7) 북한의 ｢경제개발구법｣(제2조 제1항)은 경제개발구에 대해 “국가가 특별히 정한 법규에 따라 경제활동
에 특혜가 보장되는 특수경제지대”로 규정하고 있다.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3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가 한다. 국가는 대외무역에서 신용을 지키고 무역구조를 개선하며 평등과 호혜
의 원칙에서 대외경제관계를 확대ㆍ발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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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 정상국가 이미지를 구축함으로써, 김정은 시대의 핵심 과제인 경제강국
건설을 도모하기 위해 필수적인 외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23개의 경제개발구를 신설하였으며, 기능별
로 육성할 계획이다.9) 2013년 11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통해 각
도에 지방급 경제개발구 13개를 설치하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후 중앙급ㆍ
지방급 경제개발구 정령을 지속적으로 발표하여 2020년 현재까지 총 23개가
신설된 상황이다. 김정일 시대의 북한은 국경지역 중심의 특구 정책을 통해 소
위 ‘모기장식 개방’을 추진해왔으나, 김정은 시대에 들어 내륙지역까지 개방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각 지역별 특성에 따라 관광, 농업, 공업, 수출가공 등 개
발 분야를 구분하여 외자 유치의 경로를 다양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북한은
기존 5대 경제특구로 구분되는 나선ㆍ개성ㆍ금강산ㆍ신의주ㆍ황금평-위화도
특구 개발에 대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경제외적인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
고 있다. 중앙급 경제특구는 대규모 복합형 경제특구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이
가운데 개성공업지구는 남북관계 경색으로 사실상 중단되었으며, 금강산국제
관광특구는 북한이 독자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북중간 경제특구로 구분
가능한 나선ㆍ신의주ㆍ황금평ㆍ위화도 특구 역시도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대
북제재 등 정치ㆍ군사적인 상황에 영향을 받고 있다.
북한의 현행 관광 관련 법규는 관광단지 조성 및 관광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해외자본 투자 유치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관광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법령은
부재한 상황이며, 대체로 외국인투자 및 경제특구ㆍ개발구 법규 내에 관련 조
항이 포함되어 있다. 북한의 관광산업 관련 법규는 1984년 ｢합영법｣ 제정을
기점으로 정비되기 시작했으며, 이후 ｢합작법｣, ｢외국인투자법｣, ｢경제특구별
9) 이해정(2016), p. 38. 북한 당국은 ｢경제개발구법｣ 제정 초기에는 기존 김일성ㆍ김정일 시대의 경제특
구와 경제개발구를 구분했으나 2018년 이후 경제특구ㆍ개발구를 경제개발구로 통칭하고 있다. 최근
북한 당국이 발간한 경제개발구 홍보물인 뺷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요경제지대들(2018)뺸과 뺷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 특수경제지대(2019)뺸는 개성공업지구를 포함시키지 않은 27개 경제개발구에 대
해서만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남북 관광협력을 다루고 있는 만큼 개성공업지구를 ‘중앙
급 경제개발구’로 상정하고 분석범위에 포함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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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북한의 정권별 경제특구 관련 주요 정책

구분

추진
배경

김일성 주석
(경제특구 도입)

김정일 국방위원장
(경제특구 확대)

김정은 국무위원장
(경제특구 분화ㆍ발전)

- 사회주의권의 붕괴 등으로 -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 ‘경제강국’ 건설이라는 목표
자립경제에 기초한 경제ㆍ
행군’으로 심각한 경제난을
달성을 위해 경제개발구와
국방노선이 한계에 직면, 특
겪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특구 개발을 연계한 확
구 도입 필요성이 제기
특구정책을 확대
대 발전을 추구

특구 - 나선특구(1991): 북측이 지
지정
정한 최초의 경제특구

- 특구 추가 지정: 개성, 금강 - 경제개발구 지정: 김정은 국
산, 신의주(2002) 및 황금
무위원장 집권 이후 현재까
평ㆍ위화도(2010)
지 23곳이 지정됨

제도 - ｢합영법｣ 제정(1984): 외국
정비
인 투자를 장려할 목적

- 북측은 특구별로 각각의 특 - ｢경제개발구법｣ 제정(2013)
별법을 지정해 특구개발의
을 통해 경제개발구 개발을
활성화를 도모
위한 기반 조성을 본격화

- 특구개발을 통해 북한 내 - 북한 변방 지역에 특구를
특징
자본주의 적용에 대한 실험
지정, 계획경제와 시장경제
을 시도
의 부분적인 접목을 도모

- 경제개발구와 경제특구 개
발을 연계시켜 시너지 창출
을 도모(국토의 균형적 발전
을 추구)

자료: 이해정 외(2018b), p. 14를 참고하여 재구성.

특별법｣, ｢경제개발구법｣ 등의 법령과 ｢라선경제무역지대 관광 규정｣이 제정
되며 구체화됐다. 이러한 법규들은 대체로 ‘외국인 투자 유치’에 초점을 맞추었
으며, 북한 당국의 외자 유치를 통한 관광산업 육성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다만
남한의 ｢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과 같은 산업 전반을 다루는 법제가 부재
한 점은 북한 관광산업의 한계로 지적된다.10)
시기별로 살펴보면, 김일성 시대(1948~94년)에는 외국인 투자의 기본법적
성격을 갖고 있는 법령 내에 관광업을 투자 가능업종으로 명시함으로써 외자
유치의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분석된다. 당시 제정된 대표적인 관광 관련 법령
은 ｢합영법｣(1984년 제정), ｢합작법｣ㆍ｢외국인투자법｣ㆍ｢외국인기업법｣(이
상 1992년 제정) 등이다. 특히, 1993년 ｢라선경제무역지대법｣에 관광ㆍ봉사
(서비스업) 부문 개발을 명시하면서 경제특구와 관련된 최초의 관광산업 부문
법 조항이 신설됐다. 김정일 시대(1994~2011년)에는 다양한 경제개혁ㆍ개방
10) 김상원(2018), p.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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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가 이루어진 시기로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보다 구체화된 관광산업 관련
법들이 제정되었다. 김정일 시대에는 금강산관광지대와 개성공업지구를 비롯
해 신의주특별행정구, 황금평ㆍ위화도경제지대 등의 경제특구가 신규 지정되
었다. 해당 경제특구 관련 법규가 제정되면서 관광사업도 함께 명시되었으며,
｢자유경제무역지대 관광규정｣(1996년), ｢금강산관광지구법｣(2002년)11) 등
일정 정도 관광법규의 형태를 갖춘 법규도 등장했다. 또한 1998년 ｢사회주의
헌법｣ 개정 시, ‘공민(주민)에 대한 거주 및 여행의 자유’를 명시하면서 내국인
관광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기도 했다. 김정은 시대(2012년~현재) 들어,
‘경제개발구’ 정책 등을 통해 적극적인 관광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으나, 관련
법규 정비는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다. 북한의 관광산업 관련 법규는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을 전후해 대부분 개정 혹은 신규 제정되면서 정
비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기에는 2013년 ｢경제개
발구법｣ 제정을 제외하고는 약간의 기존 법규 개정만 이루어지고 있다. 새롭게
마련된 경제개발구 관광규정의 구체적 내용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북한의 뺷우
리나라 무역뺸에 따르면 관광관리 및 봉사 문제, 관광절차와 방법 문제, 제재 및
분쟁해결 문제 등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2)
관광 부문 활성화와 28개의 경제개발구 개발을 추진하면서 관광지를 확대해
나가는 등의 노력을 통해 김정은 시기 이후 실제로 외국인 관광객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북한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대부분 중국인
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2020년까지 연간 20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13)로 삼고 있으며, 적극적인 대중 관광정책을 추진하여
2018년에만 2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했다.14)
11) 2011년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으로 대체되었다.
12) 강정남(2016), pp. 9~10.
1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5), p. 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3. 18).
14) 북한 국가관광총국 김춘희 국장은 2018년 북한을 찾은 외국 관광객이 20만 명을 넘었으며, 그중 90%
는 중국인이라고 밝힌 바 있다(｢北관광총국 “작년 외국인 관광객 20만명 넘어…중국인 90%”｣(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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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8년 20만 명이 평양을 찾았다면 이를 통해 북한이 거두어들인 관광
수입은 최소 3,000만 달러이며, 이외에 관광지에서 사용한 비용을 고려하면
이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15)

표 2-3. 북한의 관광산업 관련 법규 주요 내용
법령

제정연도

주요 내용

사회주의헌법

1948

- 1998년 제9차 개정 시, 공민의 ‘거주, 여행의 자유’ 명시(제75조)

합영법

1984

- 관광업 합영기업 창설 가능 명시(~1994년, 제2조)

철도법

1987

- 관광열차 신설 가능 명시(제43조)

합작법

1992

- 관광업 합작기업 창설 가능 명시(~2011년, 제3조)

외국인투자법

1992

- 관광 부문 외국인 투자 가능 명시(제6조)

외국인기업법

1992

- 봉사(서비스업) 부문 외국인기업 창설 가능 명시(제3조)

라선경제무역
지대법

1993

- 관광봉사(서비스업) 부문 개발 명시(제1조)
- 개발기업의 관광업ㆍ호텔업에 대한 우선 경영취득권 부여(제70조)

출입국법

1996

- 내ㆍ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제반 내용 명시

자유무역지대
관광규정

1996

- 관광을 통한 외국과의 친선관계의 확대ㆍ발전 명시(제1조)

도로법

1997

- 외국인의 관광, 화물수송에 대한 도로사용료 지불 명시(제35조)

국토계획법

2002

- 휴양지구개발 계획 수립 명시(제16조)

7. 27), https://www.yna.co.kr/view/AKR20190727043600083(검색일: 2020. 3. 15)). 한편
중국국가여유국은 2018년 북한을 찾은 중국 관광객이 120만 명이라고 보도했다(｢北관광 중국인 120
만명, 1년새 50% 급증｣(2019. 5. 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
/27/2019052700242.html(검색일: 2020. 3. 18). 2018년 관광객 수치가 20만 명에서 120만 명까
지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북한 당국이 밝힌 20만 명은 관광비자를 받고 평양으로 들어온 외국인 관광
객 수를 집계한 것이며, 120만 명은 평양을 포함한 북중 접경지역 전체를 방문한 중국인 수를 의미하
는 것으로 보인다.
15) 평양을 찾은 관광객의 여행비용이 400달러라고 할 때, 이 가운데 북한에 제공되는 비용은 150달러로
추정된다. 단둥(丹東)-신의주 반나절/당일 여행 400~790위안, 단둥-신의주-평양(2일) 1,280위안,
단둥-평양(3일) 2,150위안, 단둥-평양-개성(4일) 2,580위안, 단둥-평양-개성-묘향산(5일) 3,180
위안, 단둥-평양-원산-금강산-개성(6일) 4,300위안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9. 9. 17), ｢북
중관계 회복 국면 속 북한여행 중국인 큰 폭 증가｣,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3. 18). 중국 관광객의
북한 관광은 개별관광 형태, 접경지역의 반일 및 당일 관광은 8만 원대 프로그램이 많고, 이 가운데 3
만 원 정도가 북한에 제공된다. 김정은 위원장의 ‘새로운 길’은 북중 관광협력?｣(2019. 11. 12), 온라
인 기사(검색일: 2020. 3. 18). 한편 로이터 통신은 지난해 북한은 찾은 중국 관광객은 35만 명으로 북
한은 이로 인해 1억 7,500만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North Korea to
launch medical tourism, targeting visitors from China”(2019. 12. 6),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3. 18). 이는 단순히 여행상품 가격의 평균을 방북 중국 관광객 수로 곱한 수치이다. 여행상품
가격 전액을 북한의 관광수입으로 볼 수는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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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계속
법령

제정연도

주요 내용

개성공업지구법

2002

- 관광구역 명시(제2조)
- 개발업자의 관광오락업 영업활동 허용(제19조)
- 공업지구 출입ㆍ체류ㆍ거주자의 개성지역 관광 허용(제30조)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

2002

- 특별행정구 내 관광지구 명시(제13조)

북남경제협력법

2005

- 관광 부문 남북경협 가능 명시(제2조)

금강산국제
관광특구법

2011

- 관광특구 개발에 대한 제반 내용 명시

황금평ㆍ위화도
경제지대법

2011

- 황금평지구에 대한 관광 부문 개발 명시(제3조)

경제개발구법

2013

- 관광개발구 유형 명시(제2조)
- 해당 지역의 관광자원 개발 가능 명시(제49조)
- 개발기업의 관광업ㆍ호텔업에 대한 우선 경영취득권 부여(제55조)

경제개발구
관광규정

-

- 관광 관리: 해당 경제개발구의 관리기관
- 관광봉사: 여행사, 관광봉사기업
- 관광 절차와 방법: 관광 신청, 관광증 발급, 관광객 출입, 관광객의 권리
와 의무 등
- 제재 및 분쟁 해결

자료: 저자 정리.

2. 김정은 시대 북한의 관광정책 변화
가. 전방위적 특구정책 추진
최근 북한은 전방위적인 특구정책을 통해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특구정책을 가장 잘 반영한 것이 2013년 5월 29
일 채택된 ｢경제개발구법｣이다. 2020년 현재, 28곳의 경제개발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 중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라선경제무역지대, 신의주국제경제
지대, 강령국제녹색시범구, 개성공업지구, 무봉국제관광특구, 신평관광개발
구, 청수관광개발구, 온성섬관광개발구, 혜산경제개발구, 만포경제개발구, 와
우도수출가공구, 어랑농업개발구, 숙천농업개발구 등 18곳에서 관광지 개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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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을 포함하고 있다.16) 18곳 경제개발구 대부분 국경지역이나 해안지대 인근
에 지정한 것이 특징이며, 이 가운데 신의주국제경제지대, 황금평-위화도경제
지대, 무봉국제관광특구, 온성섬관광개발구, 청수관광개발구 등 9개의 경제개
발구가 북중접경지대에 위치한다.17) 이는 북한이 외래관광정책 추진 과정에서
중국을 매우 중요한 대상국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한편 동해권에
는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라선경제무역지대, 금강산국제관광특구, 신평
관광개발구 등 4개의 관광 관련 경제개발구가 위치해 있다.
경제개발구 정책 추진 초기 북한 당국은 무봉국제관광특구, 온성섬관광개발
구, 청수관광개발구 등 중국 접경지역 일대 경제개발구를 중심으로 압록강과
두만강, 백두산 등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지 개발에 나섰다. 특히 북한은
2013년 신의주를 ‘특수경제지대’로 개발한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2014년 신
의주 지역을 ‘국제경제지대’로 재지정하면서 국제경제지대가 “관광, 무역, 첨
단기술산업 등을 결합한 세계적인 특수경제지대, 국제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
다”면서 “매혹적인 투자 적지”라고 소개했다. 한편 2014년 최고인민회의 상임
위원회 정령 제48호를 발표하여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설치를 선포하였
다.18) 2015년 북한은 약 155억 달러 규모의 ‘나선특구 종합개발계획’ 공개를
통해 특구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종합개발계획’에
는 산업구 개발과 함께, 창진동식물원, 갈음단해수욕장, 비파섬생태관광구 등
10곳의 관광지 개발계획도 포함됐다. 특구 내 산업구ㆍ관광지 개발을 통해 특
구를 경제와 무역을 뛰어넘는 MICE19) 산업의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드
러낸 것으로 보인다.
16) 대외경제성 합영투자개발국(2019), pp. 7~42. 한편 2013년 이후 발표된 북한의 경제개발구 자료들
에는 개성공업지구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2018년 발간된 북한의 대외 투자 안내서 뺷조선민주주의인
민공화국 경제개발지대들뺸 등에서는 개성공업지구가 제외됐다. 이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의도는 확실하
지 않으나, 본 연구는 남북 관광협력을 주제로 하고 있는 만큼 개성공업지구를 분석 범위에 포함한다.
17) 이해정 외(2018a), p. 8.
18) 이해정 외(2019), p. 9.
19) MICE는 기업회의(Meeting), 보상관광(Incentives), 국제회의(Convention), 전시사업(Events &
Exhibition)의 머리글자를 딴 것으로서, 부가가치가 높은 신규 산업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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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북한의 관광 관련 경제개발구 현황
구분

명칭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금강산국제관광특구

중앙급
경제개발구

라선경제무역지대
신의주국제경제지대
황금평ㆍ위화도경제지대

지방급
경제개발구

소재 지역
강원도 일대
라선특별시
평안북도 신의주시

강령국제녹색시범구

황해남도 강령군

개성공업지구

개성특급시

무봉국제관광특구

양강도 삼지연군

신평관광개발구

황해북도 신평군

청수관광개발구

평안북도 삭주군

온성섬관광개발구

함경북도 온성군

압록강경제개발구

평안북도 신의주시

만포경제개발구

자강도 만포시

혜산경제개발구

양강도 혜산시

경원경제개발구

함경북도 경원군

와우도수출가공구

남포특별시

어랑농업개발구

함경북도 어랑군

숙천농업개발구

평안남도 숙천군

자료: 이해정 외(2018a), p. 10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나. 관광 관련 물적ㆍ인적 인프라 정비
최근 북한은 국가 차원에서 호텔, 워터파크, 스키장 등 위락시설을 개발하는
한편, 공항ㆍ철도 등 교통인프라 확충을 꾀하고 있다. 북한은 평양ㆍ원산ㆍ백
두산 등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
해 공항ㆍ철도 시설에 대한 현대화를 도모하고 있다.20) 2013년 나진-하산 간

20) 이해정 외(2019),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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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를 개보수하였으며, 2015년에는 평양순안국제비행장 신청사를 건설하는
한편, 원산갈마비행장을 확장하고 현대화했다. 평양과 원산, 삼지연시 등에서
유원지, 스키장, 빙상장, 동물원, 박물관 등을 신설하거나 개보수하여 현대적인
관광시설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12년 릉라인민유원지, 인민야외빙
상장, 롤러스케이트장 등을 평양에 새롭게 건설했으며, 대성산유희장과 만경
대유희장을 개보수했다. 2013년에는 평양에 미림승마구락부를 조성하는 한
편, 12월 마식령스키장을 개장하면서 원산시 인근을 사계절 관광지로 육성하
고자 했다. 또한 2014년에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개보수하여 원산의
관광 인프라 정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에는 양덕온천문화휴양지를
완공하고, 삼지연시 건설 및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에 매진하고 있다. 다
만 북한의 위락시설을 개발하고 교통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재원
이 필요하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외국의 투자를 받지 못하고
있어 그 성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표 2-5.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신설 및 개보수된 교통인프라
구분
공항

철도

사업명

연도

평양순안국제비행장 신청사 건설ㆍ현대화

2015. 7

원산갈마비행장 확장ㆍ현대화

2015. 7

석탕온천역-온정역 8㎞ 철도 완공

2019. 12

혜산-삼지연 철길 개통

2019. 10

원산시 송도원-세길역 간 철길 개보수

2014. 9

나진-하산(러) 철도 개보수

2013. 9

평양-남포 철도 개보수

2012

자료: 박은진(2018), pp. 176~178 및 각종 언론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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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전후 신설 및 개보수된 관광시설
구분

시설명

연도

문수물놀이장

2013. 10

위치

구분

릉라인민유원지
인민야외빙상장

2012. 7

평양

시설명

연도

위치

개선청년공원

2010. 4

평양

2012. 10

평양

송도원국제
소년단야영소

2014. 5

원산

중앙동물원

2016. 7

평양

대성산유희장

롤러스케이트장
신설

미림승마구락부

2013. 10

마식령스키장

2013. 12

원산

2016. 7

평양

2019. 12

양덕

자연박물관
미림항공구락부
양덕온천문화
휴양지

개보수
및
확장

만경대유희장

자료: KDB 산업은행(2015), p. 970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북한은 평양ㆍ원산 등지 대학과 각 도의 사범대학에 관광 관련 학과(부)를 신
설하여 관광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21) 이러한 관광 전문 교육기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큰 폭으로 확충되었는데, 이는 북한 당국의 관광
산업 육성 의지를 대변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은 1985년 평양외국어대학에 동시통역연구소를 신설하고 8개국 통역
원들을 육성하기 시작했으며, 1987년 국가관광총국 산하 관광안내통역원학
교, 관광서비스학교, 평양요리학교 등을 설립하여 관광안내 통역원들을 양성
하기 시작했다. 관광안내통역원학교는 2003년 평양관광학교로 변경됐다.
1987년 평양상업대학에 관광학부 안내통역과, 대외봉사학교도 신설하여 외래
관광과 관련한 인력양성을 본격화했다. 1997년에는 평양외국어대학, 평양상
업대학, 청진산업대학 등에 관광 관련 강좌들이 신설됐다. 김일성종합대학 경
제학부에도 관광 관련 강좌가 개설되어 있다. 2014년 신설된 평양관광대학은
기숙사를 갖추고 있으며, 외국어 전문가 양성을 위한 영어ㆍ중국어ㆍ러시아어

21) 김한규(2015), p.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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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북한의 관광인력 양성 교육기관
기관명

학과(신설연도)

김일성종합대학

- 어문학 계열 학과

평양외국어대학

- 어문학 계열 학과 및 동시통역연구소(1985)

평양관광학교
(舊 관광안내통역원학교)

- 어권별 학과(1987)

평양관광대학

- 관광안내학부/관광경영학부(2014)

장철구평양상업
종합대학

- 관광학과(1987)
- 호텔경영학과/호텔봉사학과(2014)

청진상업대학
정준택원산경제대학
각 도 사범대학
관광강습소

비고

국가관광총국 산하

- 호텔학과, 요리학과, 안내학과
- 관광경제학과(2014)
- 관광학부(2014)
- 초급인력양성

단기과정

자료: 김한규(2015), p. 55; 한국관광공사(2000), p. 159.

학과가 있는 관광안내학부와 관광경영 및 관광개발학과가 있는 관광경영학부
가 개설돼 있다. 평양관광대학은 평양상업종합대학 관광봉사학부의 관광안내
학과와 평양관광학교를 모체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같은 해 장철구
평양상업종합대학에 호텔경영학과와 호텔봉사학과가 신설됐으며, 정준택원산
경제대학에도 관광경제학과가 신설됐다. 또한 원산사범대학 및 차광수 신의주
제1사범대학 등 각 도의 사범대학들에도 관광학부를 설립했다.22) 2015년에는
관광업 경영방법, 관광업에서 통계계산과 보험조직, 정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뺷관광업경영방법론뺸이 출간되기도 했다.
북한은 경제특구ㆍ경제개발구와 관광개발에 관한 기술 및 지식 연수에도 높
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23) 2012년 세계관광기구(UNWTO)와 관광 마케팅 관
련 전문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다.24) 특히 2014년 싱가포르의 대북 교육 교류
22) 강채연(2019), p. 21, p. 26, p. 33.
23) 윤인주(2015), p. 103.
24) 마케팅과 홍보판촉기술, 관광상품 개발 등과 관련한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했다. 김한규(2015), p. 157.
북한은 1987년 세계관광기구(World Tourism Organization)에 가입하고, WTO 본부가 있는 스페
인의 마드리드에 관광대표부를 설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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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인 ‘조선 익스체인지(Choson Exchange)’가 북한 지역에서 4차례, 해외
에서 1차례 개최한 세미나에는 북한경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료 180여 명
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 관광상품 및 홍보방식 다변화
최근 북한 관광상품은 기존 관망형 중심의 관광상품에서 체험형ㆍ생활밀착
형 관광상품으로 다변화됐다. 북한은 2012년 중국을 방문해 시장조사를 실시
하는 등 보다 체계적으로 외래관광객 유치에 나서고자 판매자 중심이 아닌 시
장과 구매자 중심의 사고로 접근하고자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5) 2013
년 북ㆍ중ㆍ러 3국은 두만강 삼각주 국제관광도시를 조성하는 데 합의하기도
했다.26)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대표단과 중국 훈춘(琿春)시 대표단은 북한 나
선지역을 방문하여 육해(陸海) 다국관광코스를 개발하고, 두만강 삼각주 관광
대상 합작과 통행로를 건설하는 등의 5개 사항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선
박 운수 및 운행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중국뿐만 아닌 유럽 등 서구권 관광객 유치에도 적극 나서면서 비정치
적이면서도 북한 주민과의 접촉을 늘릴 수 있는 관광상품들이 대거 출시됐다.
2013년 낙원백화점 생맥주 양조장 등 견학하는 맥주관광, 2014년 농민과 함
께 모내기, 김매기, 과일수확 체험 등을 하는 농촌체험관광, 평양 지하철 2호선
을 이용하는 지하철관광 등 체험형 관광상품을 개발했다. 2017년 출시된 가을
철 마라톤대회나 평양ㆍ원산 자전거 투어 등은 금강산관광 당시 현대아산과 함
께 추진했던 산악자전거대회, 사이클대회, 마라톤대회 등과 유사해 과거의 경
험에서 아이디어를 도출한 것으로 보인다.

25) 김한규(2015), pp. 170~171.
26) 윤인주(2015), pp. 1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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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2010년대 등장한 북한 테마관광상품
연도

2011

상품명
자전거투어

자전거로 평양-남포 청년영웅도로 이동

골프관광

평양골프장에서 아마추어 골프대회 진행

자동차관광

북ㆍ중ㆍ러 3국 환형관광

주체사상관광

주체사상을 배우는 관광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 기념 관광

골프관광

평양 아마추어 골프시합 관광

정치관광
철도관광
베테랑투어
맥주관광

지역 도시 및 명승지 관광, 관광전문열차로 이동

스키투어

마식령 스키장

북한관광팬미팅

에어쇼관광
대동강맥주축제

평양 지하철 2호선 첫 이용 상품
일본 주최 국제프로레스링대회
평양 상공 헬기 관광
최신 북한 관광정세 안내, 북한 전통요리 관련 강연, 북한 여행
경험자 강연 등
북한이 자체 개발한 경비행기로 평양 관광
원산국제공항에서 에어쇼 관람
대동강 유람선 무지개호에서 맥주축제

가을철 마라톤대회

매년 4월의 국제마라톤대회와 별개 개최한 마라톤대회

평양 도보관광상품

평양 시내를 도보로 관광, 낙원백화점 쇼핑

동해 스쿠버다이빙

기차로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동해로 이동 후 스쿠버다이빙

평양ㆍ원산 자전거투어

2019

묘향산 트래킹, 텐트를 이용한 숙박 체험

열차관광

경비행기관광

2018

생맥주 양조장 등을 견학
모내기, 김매기, 과일수확 등을 농민과 함께 체험

평양헬기투어

2017

동해안 지역을 철도를 이용해 관광(원산, 청진, 함흥 등)
무궤도전차와 전차를 타고 평양 도심을 이동

노동체험관광

지하철관광

2016

군 관계자가 남북 대치 상황과 핵문제 등을 설명

가정집ㆍ미림승마구락부 방문, 불꽃놀이 참가

프로레슬링관광
2015

고려항공이 보유한 비행기의 종류를 관람

새해맞이관광
묘향산캠핑관광
2014

남포 천리마제강소 등을 둘러보는 관광

테마관광
비행기관광

2013

자동차를 이용한 북중 라선변경관광

환형관광
경제관광
2012

내용

해산물투어

평양시내와 원산 해안가를 자전거로 이동
북ㆍ중 접경지역 북한 도시에서 해산물 취식 후 쇼핑

어학연수

평양김철주대학에서 1달간 어학연수 및 유명지 관광

낚시투어

일본의 유명 낚시꾼 ‘모기 요이치(茂木陽一)’ 동반 낚시 체험

자료: 김한규(2015), p. 170; 이석기 외(2017), p. 153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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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국제관광상품전에 참
가하는 등 관광상품 홍보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2년 개설한 국
가관광총국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사무소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페이스북을 통해 각종 북한 관광 관련 정보와 소식, 동영상을 수시로 게재하고
있다. 2013년 런던에서 개최된 ‘세계여행박람회(11. 3~7)’에 북한 여행상품을
출시하는 한편, 2014년 한인 러시아 이주 150주년 행사로 하바롭스크에서 관
광설명회를 개최하고, 관광 프로그램 추진에 합의하였다. 2013년에는 국가관
광총국 창립 60주년 기념보고회를 개최하였고, 관광총국 산하 조선국제여행사
가 북한 주재 외국 대사관 관계자 및 외국 여행사 대표들을 대상으로 관광지구
관련 외자 유치 설명회를 개최하였다.27) 2013년 10월 카자흐스탄에서 개최된
제1회 유로-아시아 스키 리조트 컨퍼런스에 참가해 마식령 스키장 건설 이후
겨울 스포츠를 활용한 관광객 유치에 나섰으며, 2015년 스위스 베른의 홀리데
이박람회에 참가하여 마식령 스키장을 홍보했다. 한편 국가관광총국은 2017
년 관광 전문 웹사이트인 ‘조선관광’을 개설하여, 주요 관광지와 관광상품, 국
내 여행사, 편의시설 등을 소개하고 있다. 2018년 대만 관광홍보설명회를 개
최하고, 2019년 베트남 국제관광박람회에 참가하는 등 최근까지도 관광객 유
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27) 윤인주(2015), pp. 1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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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 문헌으로 본 최근 북한의 관광산업 인식
가. 분석 대상
이 절에서는 북한의 경제 관련 공간 문헌(학술잡지) 분석을 통해 김정은 시대
북한 당국이 관광산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 분석 대상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인 2012년부터 국내에 입수된
경제 관련 계간지인 뺷경제연구뺸, 뺷김일성종합대학 학보: 철학, 경제학뺸28), 뺷우
리나라 무역뺸29)의 관광 관련 논문과 북한 관광경영학의 총서(總書) 격인 뺷관광
경영방법론뺸(2015)이다. 또한 각 계간지의 외자 유치 관련 논문을 보조 분석 대
상으로 하였다. 이를 분석하는 이유는 김정은 시대 주요 대외경제정책인 ‘경제개
발구’ 정책이 관광 부문 개발 방식과 관련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해당
논문들은 관광 부문뿐만이 아닌 외자 유치 부문 전반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보
조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3개의 계간지에 2012~19년간 게재된 관광 부문 관련 논문 수는 총 99건이
다. 계간지별로는 뺷경제연구뺸의 경우 2012년 1호부터 2019년 4호까지 총
1,239건의 논문이 수록됐으며, 그중 43건이 주 분석 대상에 해당한다. 뺷김일성
종합대학 학보: 철학, 경제학뺸은 2012년 1호부터 2018년 2호까지 총 960건의
논문이 수록됐으며, 그중 20건이 주 분석 대상이다. 뺷우리나라 무역뺸은 2015
년 1호부터 2018년 4호까지 총 444건이 수록됐으며, 그중 36건이 주 분석 대
상이다. 이 절에서는 각 계간지의 논문들을 주제별로 분류해 분석하고자 한다.
[표 2-9], [표 2-10], [표 2-11]은 각각 2012년 이후의 뺷경제연구뺸, 뺷김일성종
합대학 학보뺸, 뺷우리나라 무역뺸에 수록된 관광 관련 논문을 정리한 것이다.

28) 2019년부터 ‘철학’과 ‘경제학’이 구분되어 발간되기 시작했다.
29) 뺷우리나라 무역뺸은 공업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계간지로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2020년 현재
국내에는 2015년 1호(누계 제349호)부터 2018년 4호(누계 제364호)까지 입수되어 있는 상태이다.

제2장 김정은 시대의 북한 관광정책 변화와 특징 • 43

표 2-9. 2012~19년 뺷경제연구뺸 내 관광 부문 관련 논문 제목
호수

제목

19년 4호

관광업 운영에서 환경효과를 보장하기 위한 주요 방도

19년 3호

관광기업체 경영활동에서 가격공간의 합리적 리용방도
호텔경영관리에서 봉사과정과 그 조직원칙에 대하여

19년 2호

호텔경영활동의 특성
관광보험 선전의 원칙과 내용
관광공급능력의 조성에서 나서는 중요 요구
봉사기업체 경영전략 작성에서 나서는 원칙적 요구

19년 1호

려행사들에서의 관광객접수 실태분석지표와 분석방법에 대하여
호텔경영관리 수준평가와 그 중요 지표들에 대하여
현시기 세계관광경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과 국제관광업계의 동향에서 주목되는 문제

18년 4호

생태관광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하는 데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
관광광고사업에서 관광광고 관리체계와 그 역할
사회주의강국 건설에서 호텔봉사의 역할
관광상품의 가치와 유용성 평가

18년 3호

생태관광의 발전추세
대외관광 시장체계의 구조와 기능

18년 2호

현시기 생태관광을 발전시키는 것은 관광업 발전의 필수적 요구
관광광고 효과의 특징
관광광고의 역할

18년 1호

호텔식당에서 선진봉사방법 적용의 기본요구
관광수요예측에서 회색마르꼬브 예측방법 리용의 필요성에 대하여
대외관광 시장조사방안의 설계에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

17년 4호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개발에서 외국투자 리용의 특성
봉사기업소 기업전략 작성에 작용하는 요인

17년 2호

관광개발구 개발에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
생태관광지 건설에서 나서는 중요 문제
관광업의 확대로 인한 환경파괴와 그를 막기 위한 국제적인 동향

17년 1호

관광대상과 그 선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국제적 동향
려행사 업무의 특징

16년 4호

호텔봉사사업의 본질과 특징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의 특징
관광기념품의 종류와 그 특성

16년 3호

관광통계자료의 분류
록색호텔의 본질과 특징
려행사 업무의 발전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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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계속
호수

제목

16년 2호

관광수요와 여가시간
관광자원의 본질과 특성

15년 3호

관광자원개발 리용에 대한 통계적 연구에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
관광대상이 사회경제 발전에서 가지는 의의

15년 1호
14년 1호
12년 2호

관광에 대한 리해
현대정보 봉사업과 그의 주요 특징
관광업에서 지역적 운영단위 설정의 필요성
사회주의 관광봉사기업소의 중요 형태

자료: 뺷경제연구뺸(각 연도)를 토대로 저자 재정리.

표 2-10. 2012~18년 뺷김일성종합대학학보뺸 내 관광 부문 관련 논문 제목
호수

제목

18년 2호

국가관광발전계획 작성에서 나서는 중요 문제

17년 4호

관광경제에 대한 일반적 리해

17년 3호

현시기 봉사수요타산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17년 2호

사회주의관광 경제활동에 작용하는 주요 경제법칙

17년 1호

관광활동의 경제관계로서의 관광경제

16년 3호

관광경제와 그 형성발전과정에 대한 리해

16년 2호
16년 1호
15년 2호
15년 1호
14년 4호
14년 3호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의 그 개발에서 나서는 중요 문제
관광수요에 영향을 주는 사회경제적 요인에 대한 리해
봉사활동의 다기능화의 특징과 그 우월성
관광자원의 개발리용에서 생태환경을 보호하는 데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의 관광자원 분포의 특징
사회주의 관광업의 본질적 특성과 역할
생태관광의 출현과 그 발전추세
관광업의 발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그 평가방법
현시기 해양자원보호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관광봉사무역에 대한 일반적 리해

14년 1호

관광업의 본질과 그 특성

13년 2호

사회주의관광 봉사륜리의 본질적 특징

12년 3호

봉사륜리에 대한 일반적 리해
봉사료 수입금에 대한 리해

자료: 뺷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 경제학뺸(각 연도)을 토대로 저자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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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2015~18년 뺷우리나라 무역뺸 내 관광 부문 관련 논문 제목
호수
18년 4호

제목
관광개발구 개발에서 나라의 경제적 리익보장원칙
대외관광시장 관리체계에 작용하는 요인
관광봉사조직을 합리적으로 진행하는 데서 나서는 문제

18년 3호

관광자원의 평가
관광정보업
현시기 봉사무역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원인
대외관광 시장관리의 단계별 내용

18년 2호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제관광
관광려행의 기술발전 동향
국제관광 보험시장에로의 진출에서 나서는 문제

18년 1호

관광수요예측에서 회색마르꼬브모형의 응용

17년 4호

최근 세계관광봉사의 추세

17년 3호

관광과 관광보험
국제려행사에서의 목표시장 선택방법

17년 2호

국제려행사에서 목표시장 선택의 기본방향

17년 1호

국제려행사에서의 목표시장 선택방법

16년 4호
16년 3호

사회주의 관광업의 본질적 특성
관광업과 경제발전
관광봉사무역에서 외국관광객수 변동에 대한 분석
관광자원 개발에서 지켜야 할 원칙
외국관광객의 구성에 대한 분석
관광업은 외화수입의 중요 원천

16년 2호

국제생태관광 인증제도
관광정보의 역할과 그 특성
대외관광 시장관리의 개념과 특징

16년 1호

관광봉사무역에서 외국관광객의 관광일수분석

15년 4호

관광봉사무역계획 항목과 지표의 합리적 설정
보건관광과 그 특징

15년 3호

관광개발구 관리기관의 법적 지위
관광봉사무역의 특징
관광개발구의 특징

15년 2호

관광봉사무역의 분류
관광봉사무역을 발전시키는 데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
국제관광시장의 개념

15년 1호

관광자원과 그 류형
생태관광의 일반적 특징

자료: 뺷우리나라 무역뺸(각 연도)을 토대로 저자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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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광산업 연구동향
1) 세계관광시장 인식
우선 세계관광시장에 대한 인식이다. 북한은 관광업이 오늘날 가장 빨리 발
전하는 경제 부문이고, 많은 국가들이 관광업을 통해 막대한 외화수입을 획득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북한의 세계관광시장 관련 연구들은 ‘나라의
관광업을 현실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현시기 세계관광경제
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과 그에 대처한 관광업계의 동향에 관심을 가져야 한
다’고 인식하고 있다.30)
세계관광시장 관련 북한의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우선 세계관광시장의 발전
을 사례로 들며, 관광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공하려는 연구들이
존재한다. 박광천(2016)은 세계관광기구(UNWTO)의 통계를 인용하며 세계
관광객이 1984년 3억 명에서 2010년 10억 명으로 연평균 약 5.3% 증가했으
며, 20세기 말 관광업 수입은 원유(석유)공업과 자동차공업을 제치고 제1의 외
화획득원이 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특히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관광업을
‘21세기 선봉산업’, ‘무형수출입’, ‘현시대의 효과적인 기업은 관광업’이라 정
의하고 있다면서 큰 투자 없이도 외화수입을 늘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산업
인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관광지 개발에는 관광서비스 시설을 건설
하고 서비스용 물품을 구입하는 데 일정한 대내외 투자가 필요하나, 일반 수출
품 생산을 위한 투자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이다. 또한 리은별(2016)의
경우, 관광업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수입은 주민들의 소득수준을 높이는 데 이
바지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으로 이용되고 있음
을 강조한다. 특히 관광업은 다른 산업과의 연관이 넓고 포괄적이어서 관광업
의 발전에 따라 운수서비스, 체신(우편ㆍ통신 등) 서비스, 호텔서비스, 문화체
육서비스 등 여러 분야의 수요도 동시에 늘어나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데 주목
30) 박광천(2016); 리은별(2016); 박남혁(2017).

제2장 김정은 시대의 북한 관광정책 변화와 특징 • 47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관광과 연관된 업종은 민항, 철도, 도로, 급양(급식), 숙
박, 상업, 통신, 전람회, 박람회, 오락, 문화, 체육 등 110개 경제 부문을 포괄하
고 있으며 새로운 관광형태들이 출현함에 따라 관광은 공업, 농업, 교육, 보건,
과학기술, 생태, 환경, 건축, 해양 등의 영역에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
을 강조한다.
그 밖의 북한의 세계관광시장 관련 연구들은 관광의 수요ㆍ공급의 변화, 과
학기술 발전과 국제적인 환경보호 움직임이 관광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소개ㆍ
분석하고 있다.
박정철(2018)은 세계관광시장에서 관광객들의 소비심리 변화로 관광객의
수요와 관광상품 공급구조가 이전 시기와 다르게 변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기존에는 일광욕ㆍ해수욕 등을 하면서 정신적ㆍ육체적인 피로를 해소하는 단
순한 관광이 주를 이루었다면, 최근에는 새로운 것에 대한 인식, 체험, 교육을
비롯한 지식전수 과정이 결합된 관광을 지향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것
이다. 또한 이와 같은 변화는 과학기술발전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며 교육과
인터넷, 교통운수 분야의 발전이 관광객들의 소비심리를 변화시키는 데 큰 영
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그는 관광객의 수요 변화에 따라 관
광상품의 공급구조도 변화하고 있다고 본다. 관광객의 수요가 변화함에 따라
관광상품의 공급구조도 세분화ㆍ전문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지난
20세기의 관광상품의 공급구조는 대체로 질적 성장보다는 양적 성장에 치중해
주요 관광대국들과 관광기업들은 상품의 가격을 가능한 낮게 설정하고 보다 많
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전략에 기초하여 관광업을 운영했다. 하지만 세계관
광시장은 점차 관광객들의 심리, 즉 관광객들이 좋아하는 체험의 형태나 관광
활동에 참가하는 동기, 관광상품의 소비지출을 추동하거나 억제하는 심리적 요
인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기 시작하면서 관광상품 공급구조가 세분화ㆍ전문화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최근 세계관광시장은 기존의 대중관광과 함께
신혼여행관광시장, 등산관광시장, 출장관광시장, 휴가관광시장, 장거리버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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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시장, 야영관광시장 등으로 다변화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박남혁(2018)은 최근 정보처리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보다 편
리하고 편안한 여행을 요구하는 관광객’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
고 있다. 오늘날 이동통신기기의 발전이 관광여행봉사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변화시켰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발전된 ‘망프로그램기술(인터넷기술)’은
여러 관광여행회사들이 ‘전지구위치측정체계(위성항법시스템, GPS)’를 이용
하여 운수수단의 발전을 가져오는 데 일조했으며, 여행 중인 관광객들에게 빠
른 접속속도를 보장하고 전화번호를 통한 예약도 가능해졌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가상현실장치를 통해 관광객들이 임의의 지역에서 관광 체험을 할 수 있
게 되었다는 등 여러 사례를 들며 과학기술발전이 관광업에 가져온 변화에 주
목하고 있다.
환경변화에 따른 관광업의 변화를 분석한 연구도 존재한다. 박정철(2018)은
20세기 세계경제와 관광업의 발전은 자연환경을 파괴한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
라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자연환경의 파괴는 기후변화 등 심각한 사회적ㆍ경
제적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세계관광경제 수요와 공급에 다 같이 영향을 줬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마다 변화된 환경에 맞게 관광전략을 세우고 관리운영방
안을 수립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나라마다 전략
의 구체적인 내용, 실행절차와 방법에서 일정한 차이는 있지만 국제관광업 부문
의 동향에서 주목되는 특징을 ‘자연환경 및 생태환경 위주의 관리운영방법 도
입’, ‘친환경적 운송수단 도입’, ‘관광업 경영인재 육성’ 등 세 가지로 나누어 설
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자연환경 및 생태환경 위주의 관리운영방법 도입’은
최근 관광업에서 관광자원의 원상태를 보존ㆍ유지하는 데 지향점을 두고 개발
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친환경적 운송수단 도입’은 전 세계적으
로 이산화탄소 방출량을 줄이기 위해 환경보호에 적합한 항공기와 고속철도 생
산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리고 리은별(2017)도 관광업의 발전과
생태환경보호를 결합시키고 있는 국제사회의 동향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제2장 김정은 시대의 북한 관광정책 변화와 특징 • 49

그는 많은 국가들에 ｢환경보호법｣과 같은 환경보호 관련 법규와 ｢관광법｣ 등 관
광 관련 법규에 환경보호에 관한 내용이 각각 명시되어 있으나, 이러한 법들 사
이에 유기적인 관련성이 부족하고 생태환경을 보호하는 데 통일성을 보장하지
못해 관광과 환경보호를 결합시킨 관광법규들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다고 소
개하고 있다. 또한 환경보호의 견지에서 관광개발 및 경영의 전 과정을 조사ㆍ심
의하는 관광환경심사제도를 수립하고 있으며, 관광객들이 관광 전에 환경보호
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규범화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동향도 언급하고 있다.

2) 사회주의 관광업
앞에서 살펴봤듯이 최근 북한의 관광업 관련 연구들은 세계관광시장 동향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그렇다면 실제 북한은 관광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은 1980년대 관광업을 육성하기 시작한 이후 관광
업을 “자연경치나 력사유적 같은 것을 선전하여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많이 끌어
들여 구경을 시키면서 생활상 편의를 도모해주고 식료품과 일용품, 기념품 같
은 것을 많이 팔아 돈을 버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31) 이와 같은 정의는 일면
관광업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효과만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북한의
관광업은 본질적으로 ‘사회주의 관광업’을 표방하고 있다. 채영재(2012)는 사
회주의 관광업을 북한의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내외에 널리 소개ㆍ선전하
며 인민경제의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필요한 재정자원을 늘이는 데 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즉 ‘체제선전’을 ‘재정자원 확보’만큼 중요하게 인
식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관광업을 대외선전사업의 방편으로 삼고, 북한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직접 보고 체험하면서 북한 사회주의제도의 면모와 우월성
을 깊이 인식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32) 이는 실제로 북한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일정이 만수대대기념비, 만경대고향집, 금수산태양궁전
31) 전영명(2014), p. 71 재인용.
32) 전영명(2015), p.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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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김일성 관련 기념물 및 사적지 가운데 한 곳은 반드시 방문하도록 하는 것과
도 관련이 깊다.
한편 전술했듯이 관광을 통해 얻는 경제적 효과에도 주목하고 있다. 전영명
(2015)은 사회주의 관광업과 자본주의 관광업의 생산수단의 소유형태에서 기
인하는 차이점을 들며 사회주의 관광업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다만 몇몇 특징은 일반적인 관광업의 경제적 효과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우선 자본주의 관광업이 철저히 일부 부유층의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사회주의 관광업에서는 관광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을 나라의 부
강발전과 민생향상에 활용한다고 주장한다. 즉 자본주의 관광업의 이윤은 전적
으로 “자본주의적 착취관계를 유지하고 극소수 착취계급의 부패타락한 기생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반하여, 사회주의 관광업은 관광경영활동을 통해 이루
어진 수입을 “나라의 부강발전과 민생생활 향상에 돌린다”는 것이다. 둘째, 사
회주의 관광업은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주
장한다. 관광객들은 관광활동 과정에서 여행, 숙박, 식사, 유람, 오락, 구입 등
여러 가지 소비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그러므로 관광업은 필연적으로 많은 부
문들과의 상호 연관 속에서 진행되며 이러한 부문들의 발전과 함께 관광업의
발전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셋째, “근로자(관광객)들의 물질문화생활상
편의를 더욱 원만히 충족시키는 데 적극 이바지한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관광업은 “관광객들이 관광을 더욱 편리하고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모든 조건과 가능성을 마련해주고 그것을 적극 보장하는 사회적 활동 분야”로
이해한다. 관광객들의 물질적ㆍ문화적 수요는 관광업과 관련된 여러 업종의 적
극적인 상호작용에 의하여 원활히 충족된다는 것이다. 넷째, “나라의 재정예산
수입을 보장하는 데서도 일정한 작용을 한다”고 주장한다. 관광객들에게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물건을 판매하면 일정한 수입을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예산수입33)도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관광업의 운영과정에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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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관광수입이 발생하며, 이것은 국가와 관광기업소, 근로자들 사이에 합리
적으로 분배된다”며 “관광업은 국민소득의 재분배 공간의 하나로서 국가재정
예산 수입원천이 된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관광업은 수출상품의 품종을
확대하면서도 자금회수기간을 단축하게 한다”는 것이다. 즉 관광업은 일반적
인 대외시장의 상품유통 통로로서 “다른 나라에 수출하기 어려운 무역상품들
(포장과 수송이 어려운 과일, 채소를 비롯한 농산물과 식료품, 기념품 등)의 판
로를 쉽게 넓힐 수 있으며 (수출에 비해) 자금회수시간을 단축하여 보다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준다”고 설명하고 있다.

3) 관광자원 분류
북한에서 관광자원은 일반적으로 관광활동과 관광업의 원천으로 이해된
다.34) 관광자원은 관광객을 끌어당기며 관광활동과 관광업에 이용할 수 있는
자연과 사회의 모든 사물 현상을 의미한다.35) 관광자원이 관광대상, 즉 관광상
품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사람들의 관광의욕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관광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갖고 있어야 한다
고 설명한다.36)
박종훈(2015)은 북한의 관광자원을 크게 자연관광자원과 사회관광자원으로
구분한다. 이 중 자연관광자원은 크게 경치관광자원, 기후관광자원, 치료관광
자원으로 나눠진다. 경치관광자원에는 ‘해안경치, 섬경치, 산림경치, 호숫가경
치’ 등이 있으며, 기후관광자원에는 ‘햇빛, 구름, 안개, 바람, 기온, 비와 눈’이,
치료관광자원에는 ‘자연경치, 온천, 약수, 동식물’ 등이 속한다. 그리고 사회관
광자원은 사회형태의 관광자원, 문화형태의 관광자원, 생활형태의 관광자원,

33) 관광업에서 조성된 화폐자금은 국가기업 이익금의 형태로 국가예산에 납부된다. 전영명(2015), p. 68.
34) 김인정(2015a), p. 35.
35) 전영명(2014), p. 74.
36) 박명순(2015), p.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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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형태의 관광자원으로 구분하고, 여기에는 사람들이 창조한 ‘사회적 재부’
로서 혁명사적지, 전적지, 역사유적유물, 대기념비, 현대적인 산업시설 등이 속
한다고 보고 있다. 독특한 풍습, 생활양식, 문화유산, 문화예술(민예, 민요, 민
족무용), 연중행사, 종교의식, 박람회, 전람회, 올림픽을 비롯한 체육행사, 각종
축전, 이름난 극장, 음악단, 박물관, 동물원, 식물원, 공장, 기업소, 목장, 과수
원 등도 사회관광자원에 포함된다. 한편 박명순(2015)은 박종훈(2015)과 달리
사회관광자원을 사회･문화 관광자원으로 명명하며 어떤 의의를 가지는가에 따
라 물질적 대상과 정신적 대상으로, 사회생활영역에 따라 혁명전통교양 대상,
역사문화 대상, 기념비적 건축물, 공업 및 농업, 상업 대상 등으로 구분하고 있
다. 여기에서 혁명전통교양 대상은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 혁명박물관, 혁명
사적관 등의 대상들이 포함되는 분류 기준으로 박종훈(2015)의 분류보다 북한
의 사회주의적 특성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리제선(2016)은 관광자원 개발에 지켜야 할 ‘당의 관광자원개발 6개
원칙’을 소개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첫째, ‘주체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 둘
째, ‘민족성과 지역적 특성을 적극 살려’야 한다. 셋째, ‘관광수요에 맞게 개발’
해야 한다. 넷째, ‘경제적 효과성을 보장’해야 한다. 다섯째, ‘생태환경보호를
중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계획적이며 통일적인 지도를 확고히 보장’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같은 원칙은 북한 사회주의 관광업의 특성을 보여
준다. 관광자원 개발의 주체를 개별 기관이나 기업소가 아닌 국가임을 명시하
고, 국가의 계획적ㆍ통일적 지도하에서 개발이 이루어져야 “당의 유일적 영도
를 실현하고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맞게 관광자원을 개발”할 수 있음을 언급
하고 있다. 또한 관광자원 개발의 목적을 민족성, 지역적 특성을 부각시켜 “주
민들에게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고, 다른 나라 관광객들에게 민족의
우수성을 널리 선전하며 관광자원의 매력을 높이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는 앞서 설명한 사회주의 관광업의 ‘체제선전’ 목적과 일정 정도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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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광봉사(서비스)기업소
북한의 관광서비스는 전문화된 관광봉사기업소에 의하여 진행된다. 관광봉
사기업소는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하에 상대적 독자성을 가지고 경영활동을 직
접 담당ㆍ수행하는 관광서비스와 경영의 기본단위이다. 채영재(2012)는 관광
서비스에 관계되는 기업소들은 관광에 직접적, 간접적 혹은 보충적으로 기여하
는가에 따라 1부류, 2부류, 3부류기업소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1부류기
업소는 관광봉사기업소의 기본형태로 여행사(안내사), 호텔(여관), 휴양여관,
관광객 전용식당이나 상점, 관광객 전용운수사업소, 관광지관리소 등이 속한
다. 이 기업소들은 관광자원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면서 관광객들을 직접 상대하
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위이다. 2부류기업소는 관광지의 현지 주민들의 노동
및 일상생활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면서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급양망, 상
업망, 주민도시경영봉사, 일반여객수송과 관광객수송으로 분화되지 않는 여객
운수기업소, 관광봉사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건설 및 보수 기업소 등이 속
한다. 2부류기업소를 1부류에 소속시키는 여부는 기업소의 관광객들에 대한
서비스 전문화 정도에 따라 결정하며 그 기준은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정도와
현지주민들이 이용하는 정도의 비율에 따라 정한다. 3부류기업소는 주로 간접
적으로 관광에 관계되는 기업소들이다. 여기에는 관광용품들을 비롯하여 관광
서비스에 활용되는 원자재와 설비, 수단, 비품들을 생산ㆍ공급하는 기업소들이
속한다.
북한에서 여행사와 호텔은 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본단위로서 관
광봉사기업소 중 중요도가 가장 높은 단위로 인식된다. 2016년부터 북한의 경
제전문 학술지에서 여행사와 호텔 경영을 다루는 연구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
기 시작한다. 이는 2016년 4차 핵실험(1.6)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확대ㆍ
강화되면서 경제개발구를 통한 외자유치전략에 차질을 빚게 되자, 관광(서비
스) 부문을 본격적으로 육성하여 외화 획득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에 의
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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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북한에서 여행사는 “관광객 교류계약을 맺고 관광일정과 안내봉사를
직접 조직ㆍ집행하는 관광봉사기업소”로 정의한다(채영재 2012). 여행사는 안
내봉사자적 기능과 경제적 이윤분배, 관광수요조사와 각종 통보제공의 기능을
수행한다. 여행사의 기구에는 일반적으로 안내봉사부서와 봉사조직부서가 있
으며, 이외에 선전광고부서와 보장부서 등을 들 수 있다. 여행사의 안내봉사부
서는 주로 안내통역원들에 대한 보장사업과 그들의 정치사상적, 기술실무적 수
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조직ㆍ집행하며 여행사의 봉사조직부서는 작성된 관
광일정에 따라 해당 단위들과 연계해 사업을 진행하며 비조직관광인 경우 일정
작성사업을 선행하여 조직ㆍ집행한다.
북한의 여행사는 박영진(2016)을 통해 ‘업무활동의 전문화’, ‘업무활동의 다
변화’에 나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업무활동의 전문화’에 대해서는 “여행
사가 자기의 특징을 최대로 살려 업무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한
다. 이는 관광객들의 관광활동이 개성화, 다양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
다. 그것은 사람들의 개성이 서로 다르고 그에 따라 관광활동도 서로 다르게 진
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된다. 이에 따라, 여행사들은 관광객들의 이러한 취미와
특성을 고려하여 ‘개성봉사’, ‘특정한 봉사’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한 최근 관광시장에서 여행사들 사이의 경쟁이 매우 치열해지고 있어 중소 규
모의 여행사들이 업무를 ‘대리봉사(대행서비스)제공’ 등 보다 전문화하는 방향
으로 나아가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중소 규모의 여행사들은 관광
일정 작성과 관광봉사 제공 등과 같은 업무활동보다 다른 여행사로부터 관광경
영업자나 관광도매업자, 관광소매업자로부터 관광일정을 넘겨받아 관광선전과
관광객 모집을 진행하는 대리봉사 제공 형식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형식의 업무활동은 중소 규모의 여행사로 하여금 대리업무를 전문화
함으로써 경영에서 경제적 효과성을 높일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업무활동의 다변화’다. 이는 여행사가 기본 업무뿐만 아니라 관광
과 관련이 없는 업무활동도 겸하여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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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의 업무가 정치ㆍ경제ㆍ문화ㆍ자연 등 요인의 영향을 쉽게 받아 ‘항시적으
로 경영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특히 관광이 활발하지 않은 비관광계
절에는 여행사의 업무량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업무의 제한성을 극복할 필요
가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으로는, 본래 관광 부문에 속해 있지 않았던 기관, 기
업소들이 독자적으로 여행사를 설립하고 있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전에는 관광업에 종사하지 않던 기관들이 관광업이 발전하는 추세에
따라 여행사를 설립하고 관광업에 나서고 있어 여행사들은 다른 여행사와의 경
쟁으로 항시적인 경영위험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박영진
(2016)이 설명하고 있는 여행사 설립 행태는 그것이 발생하고 있는 구체적인
지역이나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현재 북한의 상황을 설명하
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최근 북한의 여행사 관련 연구에서 국제여행사의 마케팅 전략에도 관심을 갖
고 ‘목표시장선택 전략’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김은심 2017a,
2017b). 김은심(2017b)은 국제여행사의 목표시장 선택의 기본 방향을 ‘시장의
근접성’과 ‘풍부한 수요’로 꼽고 있다. 그는 국제통계지표를 예시로 들며 ‘시장
의 근접성’은 북한과 가깝고 지역 내 관광이 활발한 아시아 지역을 타깃으로, ‘풍
부한 수요’는 지역시장별 관광수요 잠재력이 가장 높은 유럽 지역을 타깃으로
설정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김은심(2017a)은 ‘집중선택’, ‘차별선택’,
‘무차별선택’ 등 목표시장 선택전략을 소개하며 각 전략의 장단점과 국제여행사
의 능력과 여러 요인들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사용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에서 호텔은 “손님들의 숙식을 비롯한 생활편의 봉사를 보장하는 봉사
기업소로서 숙식봉사기업소의 대표적인 형태”로 설명된다. 채영재(2012)에 따
르면, 호텔의 기구는 규모와 기능에 따라 달리 조직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기
본봉사부서에는 영접, 접대, 손님방, 편의, 조리, 상업봉사부서가 있으며, 보장
부서에는 공급, 설비 및 건물관리 등의 부서들이 조직된다고 한다. 북한에서 호
텔경영과 관련된 연구들은 2018년 이후 본격화되고 있다. 이는 북한이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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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4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경제ㆍ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대체하는 사회주의경제건설 총력집중노선을 채택하면서 경제강국
건설에 박차를 가하게 된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37) 다만 내용적으로 여행
사 관련 논문들에 비해 봉사(서비스)에 대한 개념 소개나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서 호텔봉사의 역할’ 등 당위론적 성격이 강해 현재까지는 관련 연구가 심화되
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5) 관광개발구
북한의 경제특구ㆍ개발구는 북한 당국이 특정 지역에 경제활성화를 목적으
로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 지정한 특수경제지대(Special Economic Zone)를
의미한다. 김일성ㆍ김정일 시대에는 경제특구정책이 펼쳐졌다면, 김정은 시대
에는 경제특구정책과 함께 소규모의 경제개발구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북한이
경제특구ㆍ개발구 정책38)을 통해 외자 유치에 나선 목적은 다른 국가의 특수
경제지대정책과는 다르다. 일반적으로 특수경제지대의 목적은 국가의 전 지역
에 외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경험을 쌓거나, 국가의 경제를 개혁ㆍ개
방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리일철(2015)은 북한의 경제개발구정책의 목적을
“나라의 전반적인 지역들의 특성에 맞게 경제를 하루빨리 발전시키는 데 필요
한 선진기술을 받아들이자는 것”이면서도 “우리나라(북한)에 대한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경제봉쇄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의 대외경제관계를 보다 확대ㆍ
발전시키며 우리식 사회주의를 더욱 굳건히 고수하고 빛내여 나가자는 것”이
라고 주장한다.
북한의 경제개발구는 국가의 경제발전전략에 따라 만들도록 되어 있다. 경
제개발구는 “대외경제협력과 교류에 유리하고 경제 및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
지할 수 있으며, 주민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과 일정하게 떨어진 지역에 창설
37) 뺷로동신문뺸(2018. 4. 21).
38) 북한 당국은 2013년 경제개발구정책 도입 초기에는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를 구분하였으나, 2018
년 이후 경제특구도 경제개발구로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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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국가가 설정한 보호구역을 침해하거나 개발을
금지한 지역에는 경제개발구를 창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이른
바 ‘모기장식 개방론’과 연관이 있어 자신들의 “사상문화와 제도를 지키며 적
들의 반동적이고 썩어빠진 사상문화가 우리 내부에 절대로 쉬를 쓸지 못하도록
철저히 격폐시킬 수 있는 지역”에 경제개발구를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39)
실제로 북한의 경제개발구들이 위치한 지역을 확인해보면 대부분 공장지대나
주민 거주지와는 거리가 먼 곳에 지정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경제개발구 형태에는 단일형 경제개발구와 종합형 경제개발구가 존재한다.
단일형 경제개발구는 투자가들이 자신의 이해관계나 실정에 맞게 특정한 개발
구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관광개발구, 수출가공구, 공업개발구, 농업개발구,
첨단기술개발구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종합형 경제개발구는 하나의 개발구에
서 수출가공 조립과 관광, 농업, 첨단기술 개발 등 여러 산업부문들을 동시에
발전시킬 수 있는 개발구이다. 초기에는 해당 지역의 특성과 자연적ㆍ경제적
조건 등을 타산해 단일형 경제개발구를 개발하고 이를 점차 종합형 경제개발구
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40)
경제개발구 중 관광개발구는 국가가 특별히 정한 법에 따라 국내 관광지역
과는 다른 특혜적인 조치가 제공되는 지역이다. 공 혁(2015)에 따르면 관광개
발구는 “국가가 관광자원이 풍부한 지역을 외국관광객을 받아들이기 위한 특
수경제지역으로 설정하고 관광자원 개발이나 관광업을 진행하는 데서 특혜적
인 조건과 환경을 보장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관광개발구에는 주로 여행, 숙
식, 교통, 통신, 상품판매, 의료, 금융, 보험, 회계검증 등 서비스를 업체들과 인
원 및 물자 반출ㆍ입 감독, 세무 감독, 환경보호 감독 등 감독통제기관들이 기
업경영활동을 하게 되어 있다.41)

39) 박성철(2015), p. 30.
40) 로명성(2016), p. 86.
41) 공 혁(2016),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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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개발구의 유형은 개발형식과 관광목적 따라 구분된다(공 혁 2018). 먼
저 개발형식에 따라 ‘열린형’과 ‘닫긴형’으로 나뉜다. 열린형의 관광개발구는
국내지역과 완전히 개방된 개발구이며, 지정학적인 행정관할구역을 설정하는
방법으로만 국내지역과 구분한다. 여기에서는 국내외의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관광활동을 할 수 있다. 닫긴형의 관광개발구는 해당 개발구를 국내지역과 분
리시켜 개발하는 지역이다. 닫긴형의 관광개발구는 완전닫긴형과 반닫긴형으
로 세분된다. 완전닫긴형의 관광개발구는 해당 지대를 국내지역과 완전히 분리
시켜 개발하는 지역이다. 해당 지대를 국내지역과 완전히 격폐된 형식으로 조
직되므로 국내 경제기관들이나 공장, 기업소, 주민들이 없는 지역에 위치가 설
정되며 지대를 둘러막은 인공적인 울타리가 설치된다. 반닫긴형의 관광개발구
는 지정학적으로 국내지역과 분리시키면서도 국내지역들과의 여러 가지 밀접
한 경제적 연계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지역이다. 그리고 관광개발구는
관광목적에 따라 산악관광개발구와 해안관광개발구, 도시관광개발구와 농촌
관광개발구, 문화전통관광개발구, 치료관광개발구와 휴식관광개발구, 종합관
광개발구로 구분할 수 있다.
공 혁(2015)은 관광개발구가 다른 관광지역이나 여타 특수경제지대와는 다
른 일련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그는 우선 관광개발구는 국내의 다른 관광지
역과 일정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한다. 관광개발구의 목적이 관광업을 더욱 발
전시켜 경제강국 건설에 필요한 외화수요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다른 관광지역
과 같으나, 관광지 개발과 관광객 유치, 관광환경 보장에서는 차이점이 있다고
본다. 관광개발구는 국내의 다른 지역과 분리시켜 조직되는 특수한 지역으로
관광개발구를 국내지역과 분리시키는 것은 이 지역에만 ‘특혜제도와 유리한 관
광환경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북한 내 다른 지역에서 관광지를 개발
할 때에는 북한 당국의 개발계획에 따라 국가투자로 진행되어 주로 국내건설기
업들이 개발한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투자가들에 의하여 관광지가 개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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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도 관광개발구에서 제공되는 특혜제도나 유리한 경제활동조건은 보장
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한 국내 관광지역에서는 관광기업의 활동이
나 관광객의 관광활동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관광제도와 조건이 적용된다. 하지
만 관광개발구에서는 개발기업에 의한 토지정리와 분양, 하부구조(인프라)의
건설과 운영, 관광기업 설립, 관광객 봉사 제공 등에 대하여 국내 다른 지역에
는 적용하지 않는 특혜제도가 시행되며 유리한 관광활동조건들이 보장된다고
설명한다. 이에 북한 당국은 관광개발구의 특혜제도와 관광활동조건을 보장하
기 위해 관광개발구와 국내지역 사이에 관세경계선과 같은 분리선이 설치된다
고 설명한다. 한편 그는 관광개발구를 국내지역과 분리시키는 것은 관광개발구
외 지역에 자본주의적 요소가 침습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관광개발구를 국내지역과 분리시켜야 “우리식이 아닌 기업경영 관리방법과 부
르주아 생활양식의 국내침습을 철저히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차이점은 관광개발구는 경제개발구의 한 형태이지만 경제활동의 목적
과 방식을 비롯한 여러 면에서 다른 경제개발구와 다르다는 것이다. 관광개발구
는 관광업을 기본 경제부문으로 하여 선정되는 특수경제지대이다. 여기에서는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관광봉사시설들을 건설하여 관광객들의 수요를 충족시키
기 위한 관광봉사 제공이 기업경영활동의 주된 목적이다. 그러므로 관광개발구
의 기본 투자대상은 호텔과 식당 등 관광봉사 부문이며 하부구조(인프라)인 경우
에도 지역의 관광활동에 필요한 도로와 철길, 다리, 비행장, 통신시설 등 관광봉
사시설물이다. 그러나 다른 경제개발구들의 투자 대상은 주로 공업제품과 농산
물, 첨단기술제품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경영자원들과
하부구조시설들, 생산용 건물과 생산설비라는 데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관광개발구에서 기업들의 외화수입방식과 노동력 이용이 다른 경제
개발구와 다르다는 점을 들고 있다. 관광개발구는 특색 있는 관광자원 개발과
관광지 건설을 통해 관광객을 받아들여 외화수익을 얻지만 다른 경제개발구들
에서는 주로 수요자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방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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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외화수익을 얻게 된다. 그리고 노동력 이용에서도 관광개발구에서는 서비스
업에 종사하는 노동력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다른 경제개발구와의 차
이점으로 들고 있다.
마지막으로 관광개발구에서는 자원개발과 환경보호사업이 다른 경제개발구
와 다르다는 것이다. 관광개발구에서 관광자원 개발은 자연관광자원을 영구적
으로 보존하면서 관광활동에 이용하기 위한 사업이며, 이것은 관광개발구의 생
태환경 보호를 전제로 한다. 관광지의 환경오염은 관광객들이 버리는 오물에
의한 것이며 이것도 관광객들에 대한 통제를 엄격히 하면 큰 비용의 소모 없이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다른 경제개발구들은 생산과정에서 자연부
원(자원)을 소비해야 하며 생태환경을 오염시키는 물질들이 배출되는 것은 불
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다른 경제개발구들은 기업경영활동 과정에서 환
경보호를 위한 많은 자금을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생산제품의 원가를 높
이고 경쟁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김충혁(2017)은 외국투자의 이용에서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관광개발
구)와 다른 특수경제지대(경제개발구)와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다. 그는 관광
개발구에서는 외국투자 이용이 장기성을 띠며 개발구의 발전과 함께 그 비중이
점차 감소된다고 주장한다. 외국투자 이용이 장기성을 띤다는 것은 관광개발구
개발과 운영기간이 기타 경제개발구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길다는 것이다. 그
에 따르면 생산형의 경제개발구들에서 외국투자의 이용기간은 일반적으로 수
십 년 정도이며 개발구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그 이후부터는 외국투자 이
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게 된다. 그러나 관광개발구에서는 관광자원의 영구성,
관광수요의 연속성으로 인하여 초기 개발단계는 물론 관광객들의 문화수준과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끊임없는 투자와 재투자가 요구된다는 것
이다. 특히 세계적으로 관광의 전문화ㆍ다양화가 활발해지고 경쟁이 치열해지
고 있는 환경은 국제관광 대상의 ‘재투자 기일’을 더욱 줄어들게 하고 ‘외국투
자 이용이 장기화’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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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는 관광개발구의 발전에 따라 국내투자의 이용 규모가 더욱 확대된
다는 논리를 펼친다. 관광개발구 개발에서 국가와 관리기관은 초기투자를 늘리
고, 그 후 단계별로 개발구가 얻는 이익을 전부 재투자에 돌려 전체 투자몫에서
국내투자의 비중을 늘려나간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경제의 급속한 성장도 관광
개발구를 위하여 필요한 세계적인 수준의 설비들과 제품들을 자체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준다고 보고 있다. 국가는 개발 초기부터 관광개발구에 국
내기업을 비롯한 국내투자가들을 적극 인입시켜 개발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것이다. 생산형의 경제개발구들에서는 투자의 상당 부분이 국내투자인 경우에
그것은 경제개발구(특수경제지대)로서의 의미가 없어지지만, 관광개발구는 생
산과 소비가 동시에 실현되는 관광서비스의 특성상 오랜 기간 관광공급지의 역
할을 수행하며, 지속적인 개발 가능성을 유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6) 생태관광
생태관광은 최근 북한이 강조하고 있는 관광의 형태이다. 북한이 생태관광
에 주목하는 이유는 생태관광을 환경파괴 등 관광업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극
복하는 한편, 높아지는 관광객 수요를 충족시키고,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
는 관광형태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리명일(2015)은 생태관광을 “무질서한 관
광개발과 조직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정적 현상을 해소하고 인류공동의 요구에
맞게 관광생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전망성이 큰 관광”으로 정의
하고 있다. 한편 리금별(2018a)는 생태관광을 “관광객들에게 환경보호의 중요
성과 의의를 깊이 인식시키고 자연 그대로의 생태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
을 제공하는 환경교육 위주의 관광에 중심을 두고 진행하며, 해당 지역의 환경
보호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관광형태”로 정의하
고 있다. 특히 그는 생태관광 개발에 나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일반관광 대비
생태관광이 갖는 경제적 효과성에 주목하고 있다. 생태관광이 일반관광과는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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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관광 봉사(서비스) 시설과 수단들에 대한 투자가 적게 든다고 주장한다. 이
는 지난 시기 관광이 도시형 개발방식과 대규모 투자를 통한 시설집중식으로
진행되었다면, 생태관광은 소규모 투자와 환경보호에 중심을 두기 때문이라고
본다.
최근 북한에서는 생태관광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김인정(2015b)은 생태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어떻게 관광지구
를 개발할 것인가를 논의한 바 있다. 그는 관광지구 개발에서 앞서 해당 지역의
환경용량을 타산하여 개발 규모를 정해야 하며, 관광지구 영역 안에 “자연보호
구역과 관광구역을 따로 설정하여 관광자원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
다. 그에 따르면 자연보호구역은 “자연의 모든 요소들을 자연상태 그대로 보호
하고 증식시키기 위하여 설정하는 구역”이다. 관광지구 영역 안에 자연보호구
역과 관광구역을 따로 설정하는 것은 관광객들이 관광구역에서만 관광활동을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자연보호구역의 생태환경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막고, 관광지구 영역 안의 생태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
이다. 그리고 관광지구 영역 안에 “다기능적인 여러 개의 종합관광 중심을 형성
하여 관광부하를 조절하여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에 따르면 종합관광 중심은
“일정한 수의 관광객, 관광자원, 관광시설을 가지고 있으며 관광지 안의 관광
수요와 공급의 핵심적 기능을 담당ㆍ수행할 수 있게 꾸려진 곳”을 말한다. 다기
능적인 여러 개의 종합관광 중심을 형성하고 관광객들을 분산배치하면 해당 관
광자원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게 되어 생태환경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다는 논지이다.
리금별(2018b)은 생태관광지 개발을 생태관광자원개발계획 수립, 주제 선
정 및 투자예산 확정, 봉사(서비스)거점 설정 등 3단계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
다. 생태관광자원개발계획 수립에서는 정보수집과 현장조사를 통해 생태관광
지 환경용량규정 등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그리고 생태관광자원관리사업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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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관광지 주민들을 참가시켜 해당 기관들과의 연계를 강화해 환경보호 사업계
획을 수립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관광지 주제 선정에 있어 세계적으로
“교육전람, 희귀동물, 식물원림, 역사전시, 화초전시, 동물교예, 강흐름체험
등이 환영받고 있는 생태환경 주제”라고 소개하면서 해당 지역의 주요 생태관
광자원에 부합한 주제를 선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투자예산은 생태,
사회, 경제의 세 측면에서 투자의 효과성을 구체적으로 평가해 예산을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봉사(서비스) 거점 설정 문제에 대해서는 김인정
(2015a)의 ‘종합관광 중심’ 논의와 비슷하게, 한 관광지구에 하나의 봉사거점
만 만들지 않고 경우에 따라 기본봉사거점과 여러 개의 보조봉사거점을 개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리명일(2014)은 김인정(2015b)과 리금별(2018b)의 논의에 앞서 도
시지역에서의 생태관광지 개발 사례를 소개한 바 있다. 최근 여러 나라들에서
환경교육을 중시하면서 일정한 지역에 표준적인 자연생태환경지대인 ‘생태도
시공원’을 조성하여 생태관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생태도시공원은 “사람들이 자연환경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해설을 진행하는 교육시설 및 환경 주변에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환경을 인공적
으로 꾸려놓은 공원”이다. 또한 생태도시공원은 일반 공원과 달리 휴양적인 목
적보다는 자연환경의 생태적 가치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는 환경교육
을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관광객들이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가지 않고도 자연 그대로의 생태환경을 체험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생태관광을 통한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생태도시공원이 여러 국가에서 도시
개발전략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실제 인도네시아와 태국에서 1990년대부터
생태도시공원개발사업에 국가적으로 투자해 생태관광객 수가 늘어난 사례를
강조하며 해당 공원 조성의 당위성을 설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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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2016년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가 확대ㆍ심화되면서 대외무역을 통
한 외화 유입이 어려워지자 북한은 제재를 우회하면서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기
여할 수 있는 관광산업 활성화에 더욱 관심을 쏟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관광지구 시찰 및 현지지도는 2016년 2회, 2017년 1회에 그쳤으
나 2018년 10회, 2019년 11회로 급증했는데, 주요 시찰 지역은 3대 관광개발
지로 구분되는 삼지연시, 양덕온천문화휴양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등이다.
북한은 2013년 5월 ｢경제개발구법｣을 채택하고, 2020년 현재 28개의 경제
개발구(개성공단 포함)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18개 개발구에
관광지개발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전방위적인 경제개발구정책을 통해 지
역별 특성에 맞춘 관광계획을 수립하여 관광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관
광 관련 물적ㆍ인적 인프라 정비를 통해 관광산업 육성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공항ㆍ철도 등 주요 관광지 접근성 제고를 위한 교통 인프라를 정비하는 한편,
마식령스키장, 양덕온천문화휴양지 등 신규 관광시설을 마련하여 관광객 유치
를 도모하고 있다. 북한 관광상품 역시 기존 관망형에서 체험형ㆍ생활밀착형
관광상품으로 다변화됐으며,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웹사이트를 개설
하고, 국제관광상품전에 참가하는 등 관광상품 홍보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
고 있다.
이러한 북한 당국의 관광산업 육성에 대한 정책적 수요로 인해 북한의 관광
산업 관련 연구물은 이전 시대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뺷경제연구뺸만 놓고 보더
라도 논문 제목에 ‘관광’이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집권 초
기인 2012년 1/4분기부터다. 그 이후 꾸준히 관광업 관련 논문들이 수록되기
시작해 2020년 현재 100여 건에 달하고 있다. 북한의 대표적인 경제학술지에
일정 정도의 점유율을 확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북한 당국이 관광산업
을 육성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정책적 수요가 없이 관련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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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꾸준히 수록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2016년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확대ㆍ강화되면서 경제개발구를 중심으로 추진했던 북한의 대외경제
정책이 동력을 상실하게 되자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외화획득에 더욱 집중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여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초기 투자비용이 높지 않은
관광 분야에 대한 강조가 앞서 살핀 연구물들을 통해 여러 차례 언급된 것들도
이러한 북한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은 2013년 3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원산, 칠보산지구 등 관광지구 조성 및 관광 활성화를
독려하였으며, 이후 관광 관련 연구들이 심화된 것을 알 수 있다. 2016년 5월
7차 당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2016-2020)을 제시하면서 관광 부
문의 사업 활성화를 주문한 것 역시 이후 여행사와 호텔 경영 등 관광 부문 연
구 가속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북한의 학계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세계관광시장 트렌드에 맞
춘 관광산업 발전 모색’, ‘관광지 개발을 통한 외자 유치’, ‘생태관광지 개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세계관광시장 트렌드 분석과 관련하여 최근 세계관광
시장에서 관광객들의 새로운 것에 대한 인식, 체험, 교육을 비롯한 지식전수과
정이 결합된 관광을 지향하는 성향에 대한 관광객 수요 분석 연구 등 구체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노력을 살필 수 있었다. 이는 기존 관망형 위주의 관광에서
벗어나 다양한 체험형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현실적 필요에 의한 것으
로 이해되며, 이러한 구체적 연구의 결과물들은 3장에서 살필 북한의 관광상
품에도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정보처리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보
다 편리하고 편안한 여행을 요구하는 관광객’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한
부분은 향후 남북간 스마트 관광 추진 가능성을 살필 때 북한의 수요를 엿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연구이다. 관광지 개발을 통한 외자 유치와 관련하여 시장 근
접성에 근거한 아시아 관광객 유치 관련 접근과 관광수요 잠재력에 근거한 유
럽 관광객 유치 관련 접근 등 목표시장 선택을 통한 마케팅 전략을 살피고 있
다. 이와 함께, 관광개발구도 관광목적에 따라 산악관광개발구와 해안관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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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구, 도시관광개발구와 농촌관광개발구, 문화전통관광개발구, 치료관광개발
구와 휴식관광개발구, 종합관광개발구로 구분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는 것도 살필 수 있다. 남북한은 전국 각지의 온천 및 숲 자원과 한방, 힐링ㆍ명
상, 뷰티ㆍ스파 시설 등을 활용한 웰니스 관광상품 개발도 추진할 수 있다. 생
태관광지 개발과 관련하여 북한이 생태관광의 필요성을 분석하면서 환경보호
의 본래적 목적을 강조하면서도 생태관광이 일반관광과는 달리 관광봉사(서비
스) 시설과 수단들에 대한 투자가 적게 든다고 주장하는 대목은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다. 관광산업이 대해 여타 산업에 비해 초기 투자비용이 상대적으로 높
지 않고, 비교적 단기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주목한 데 이어 관광산업 내
에서도 생태관광이 여타의 관광상품 개발에 비해 투자비용이 적다고 판단하여
여기에 주목하고 있는 점이 주는 함의가 크다. 향후 DMZ, 금강산 등 남북의
개발수요는 물론 ‘경제성’도 담보할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생태관광지 육성
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외부의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현재까지 북한의 관광산업과 관련된
학술적 논의는 도입단계라고 평가할 수 있다. 분석 대상의 논문들이 관광산업
의 다양한 부문을 다루고 있기는 하나 대부분 개념이나 국제동향 소개, 당위론
적인 논의에 그쳐 관광산업 전반의 구체적 실태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분석 대상 자체가 외부에 공개되는 자료들인 만큼 실제 북한 내부에서 관광산
업에 대한 논의가 어느 정도 진전되어 있을지는 가늠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관광산업 관련 연구물들이 외부세계에 지속적으로
공개되는 것은 북한의 학계나 관광 당국의 관심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
라는 점에서 의미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향후 북한의 관광산업 개발이
더욱 활성화되면, 이를 학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물들이 공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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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권역별 관광자원 및 인프라
2020년 현재, 북한 당국의 공식적인 관광홍보 웹사이트인 ‘조선관광’은 북
한 전역의 관광지를 평양, 서해지구, 북부지구, 동해지구 등 4개 지구로 나누고
있다.42) 구체적으로 서해지구는 개성, 남포, 신의주, 구월산, 묘향산을, 동부지
구는 원산-금강산, 함흥, 칠보산을, 북부지구는 백두산을 핵심 관광지로 소개
하고 있다.43) 또한 각 지구별 관광지를 혁명사적지, 기념비, 박물관, 문화예술
기관, 교육기관, 역사유적, 체육시설, 공원ㆍ유원지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봉사(서비스)시설은 호텔, 식당, 전시관 등으로 나누어 홍보하고 있다.
이 절에서는 북한의 주요 관광지의 관광자원 및 인프라, 향후 관광지로 개발
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평양권, 서해권, 북부권, 동해권 등 4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분석 대상은 북한의 ‘조선관광’, ‘내나라’, ‘조선의 오늘’
등 웹사이트에서 홍보하고 있는 핵심 관광지를 중심으로 기술하되,44) 관광지
관광부문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18곳의 경제개발구가 위치한 지역도 함께 분
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각 권역의 관광자원은 김한규(2017)의 기준을 토대로
자연ㆍ문화ㆍ사회ㆍ산업ㆍ위락 관광자원으로 구분하고자 한다.45)

42) 한편, 또 다른 북한의 웹사이트인 ‘내나라’는 평양지구, 금강산지구, 묘향산지구, 개성지구, 남포지구,
라선지구, 칠보산지구, 정방산지구, 구월산지구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43) 실제 북한의 관광지로 활용되고 있는 지역은 평양직할시, 남포특별시, 나선특별시, 개성특급시, 황해
북도 사리원시ㆍ신평군, 황해남도 해주시ㆍ은율군, 평안북도 신의주시ㆍ동림군, 평안남도 안주시ㆍ
회창군, 함경북도 청진시ㆍ회령시ㆍ경원군, 함경남도 함흥시ㆍ부전군, 강원도 원산시ㆍ법동군ㆍ안
변군, 자강도 만포시와 백두산, 금강산, 묘향산, 칠보산, 구월산, 정방산 등으로 추정된다.
44) 북한 웹사이트 ‘조선관광’에서는 신의주를 서해지구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필자는 북부권에 더 적합하
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를 북부권으로 상정하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차후 3장 3절에서 살펴보
겠지만, 서해지구에 포함된 묘향산, 개성, 남포 관광은 대체로 평양관광과 연계해 이루어지나, 신의주
관광은 북중변경관광이나 평양관광과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의주시의
권역별 분류는 서해권보다는 북부권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45) 김한규(2017)는 평양시 관광자원을 자연ㆍ문화ㆍ사회ㆍ산업ㆍ위락 관광자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특히 사회관광자원을 체제선전 관광자원, 사회시스템 관광자원, 예술 및 기타 관광자원으로, 산업관
광자원을 쇼핑 및 식도락 관광자원, 기타 산업 관광자원으로 세분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평양권
외의 다른 권역에 사회관광자원과 산업관광자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를 세분하지 않았다.

70 • 북한의 관광정책 추진 동향과 남북 관광협력에 대한 시사점

가. 평양권
1) 개요
평양권은 평양직할시 일원을 권역으로 하고 있다. 평양권은 북한의 정치ㆍ
경제ㆍ사회ㆍ문화뿐만 아니라 관광 중심지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평양시는
옛 고조선과 고구려의 도읍지로 2천 년 이상의 오랜 역사를 지녔으며, 1946년
북한의 수도로 지정된 이래 당국의 수도권 우선 개발 및 발전 정책에 힘입어 다
른 지역과 도시에 비해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다. 특히 평양시는 단순한 수도가
아니라 ‘조선 사회주의 혁명의 발원지’라는 점에서 일종의 성지로 인식되어 왔
다. 이에 따라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한 전시용으로
한국전쟁 이후 철저한 계획에 의해 도시개발이 이루어져 왔다.46) 평양권은 국
가의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진 지역인 만큼, 여타 권역에 비해 우수한 접근성
과 관광객 수용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에 따라 평양권 관광은 북중 접경지역에
서 이루어지는 변경관광을 제외하고 북한 관광의 필수 코스로 여겨질 만큼, 평
양권이 북한 관광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2020년 현재,
평양권 내 관광 부문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경제개발구는 지정되어 있지 않다.

2) 주요 관광자원
평양권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고, 현재 북한 사회주의체제에서 차지하는
상징성이 큰 지역인 만큼,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평양의 관광자원은 체제선전과 관련된 사회ㆍ문화 관광자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위락관광자원과 산업관광
자원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평양권에는 1980년대에 이미 상당수의 관광
자원이 조성되어 있었다. 김정일 시대인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는 주로
문화관광자원과 사회관광자원을 새로 건설하거나 정비하였다. 그러나 2010년
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에는 산업관광자원과 위락관광자원이 양적으
46) 한국관광공사(2011), p.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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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크게 늘어나 쇼핑이나 식도락을 즐길 수 있는 백화점, 식당시설과 다양한 레
저활동을 위한 물놀이장, 승마장, 유원지들이 다수 개건ㆍ건설되었다.47) 또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주요 치적사업인 여명거리, 미래과학자거리, 창전거리
등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도 눈길을 끈다(표 3-1 참고).

표 3-1. 평양권의 주요 관광자원
구분

주요 관광자원

자연
대동강, 보통강, 능라도, 양각도, 모란봉, 만경봉, 용악산, 대성산, 쑥섬
관광자원
조선중앙역사박물관, 조선미술박물관, 조선민속박물관, 대동문, 평양종, 연광정, 보통문, 을
문화
밀대, 최승대, 부벽루, 청류정, 칠성문, 평양성, 전금문, 평양교회, 대성산성, 안학궁터, 동
관광자원 명왕릉, 용곡서원, 숭령전, 숭인전, 법운암, 광법사, 단군릉, 동명왕릉, 조선우표박물관
(2012), 중앙동물원ㆍ자연박물관(2016 개건)
만수대대기념비, 조선혁명박물관, 천리마동상, 김일성광장, 당창건사적관, 개선문, 주체사상
탑, 만경대생가, 만경대혁명사적관, 대성산혁명열사릉, 봉화혁명사적지, 3대혁명전시관, 조
중우의탑, 해방탑, 전승혁명사적지, 당창건기념탑, 쑥섬혁명사적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
탑,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관, 만수대의사당, 평양학생소년궁전, 인
민대학습당, 인민문화궁전, 김일성종합대학, 만경대학생소년궁전,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
김원균음악대학, 평양제1중학교, 김성주소학교, 만수대예술극장, 평양대극장, 조선예술영화
사회
촬영소, 4ㆍ25문화회관, 봉화예술극장, 조선인민군교예극장, 5ㆍ1경기장, 김일성경기장,
관광자원
양각도축구경기장, 평양국제영화회관, 청년중앙회관, 동평양대극장, 평양교예극장, 만수대
분수공원, 평양국제문화회관, 만수대창작사, 평양수예연구소, 평양국제영화축전, 조선우표전
시회, 평양교예극장(2011 개건), 금수산태양궁전(2012 개칭),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2013
재개관), 푸에블로호(2013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으로 이전), 평양국제축구학교(2013), 평
양지하철(2014 이후 1, 2호선 전체 공개),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2015 개건), 창전거리
(2012), 미래과학자거리(2015), 여명거리(2017), 과학기술전당(2017)
금릉동굴(터널), 평양지하철, 평양산원, 김만유병원, 봉화갑문, 국제통신센터, 평양친선병원,
평양국제상품전람회, 옥류관, 청류관, 배식당(평양1호), 평양제1백화점, 낙원백화점, 서평양
산업
백화점, 평양지하상점, 창광상점, 민예전시관, 외문서점, 대성수출품전시장, 경흥관맥주집
관광자원 (2010), 연광찻집(2011), 해맞이식당(2012), 해맞이슈퍼마켓(2012), 만수교청량음료점(2012
개건), 광복지구상업중심(2012 개업, 구 광복백화점), 해당화관(2013), 무지개유람선(2015),
대동강수산물식당(2018)
보통강유원지, 평양체육관, 빙상관, 창광원, 만경대유희장, 청춘거리체육촌, 대성산유원지, 와
우도유원지, 능라도유원지, 만경대소년단야영소, 창광원, 평양볼링관, 문수유희장, 평양오락장,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백두산상 국제휘거(피겨)축전, 수중체조무용모범출연, 개선청년공원
위락
관광자원 (2010 개건), 만경대물놀이장(2011 개건), 평양민속공원(2012 준공, 2016 철거), 문수물놀이
장(2013 개건), 만경대상 국제마라톤대회(2014부터 외국인 참여 가능), 미림승마구락부
(2013), 메아리사격관(2014 개건), 미림항공구락부(2016), 평양 자전거 체험(2015)
주: 굵게 작성된 부분은 2010년대 신규 건설 혹은 개건된 관광자원임.
자료: 김한규(2017), pp. 68~69; 조선관광, http://tourismdprk.gov.kp(검색일: 2020. 1. 15) 참고하여 재정리.
47) 김한규(2017), pp. 5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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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평양권에서는 매년 다양한 축제 및 행사가 열리고 있다. ‘조선관광’은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백두산상국제휘겨(피겨)축전’, ‘평양국제상품전람
회’, ‘조선우표전시회’, ‘수중체조무용모범출연’, ‘평양국제영화축전’ 등을 홍
보하고 있다.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은 음악(성악ㆍ기악ㆍ지휘), 무용, 교예
등을 전문으로 하는 단체와 예술인들,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2년 주기
의 국제축제로 김일성 주석 생일 70돌을 맞은 1982년부터 시작되어 2018년
까지 총 31차례 개최되었다. ‘평양국제상품전람회’는 매년 봄과 가을에 개최되
는 정기 무역박람회로,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참가하여 기계ㆍ전자제품, 승용
차, 자전거, 가정용품, 의복류, 의약품, 식료품, 농토산물 등을 전시한다.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평양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2019년 9월 23일~27일)에서는
중국ㆍ베트남ㆍ몽골ㆍ인도네시아ㆍ이탈리아 등 각국의 350여 개 회사들이 참
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48) 그리고 ‘평양국제영화축전’은 북한에서 개최되는
유일한 국제영화제로, 1987년 ‘쁠럭불가담 및 기타 발전도상나라들의 평양영
화축전’으로 시작되어 2006년 ‘평양국제영화축전’으로 명칭을 바꿨다. 1987
년부터 2019년까지 총 17차례 개최되었으며, 2018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
다. 2020년 10월에는 장편영화, 다큐멘터리ㆍ단편ㆍ애니메이션, 특별상영 등
여러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49) ‘조선관광’이 홍보하는 축제 외에도
2016년부터 연말마다 개최되고 있는 ‘평양 얼음조각 축전’ 등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행사는 평양시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되며 북한의 각 성, 중앙기관, 기
업소, 대학, 미술창작기관들에서 작품을 출품한다. 통상적으로 12월 31일에
개최되어 1월 첫 주까지 진행되며, 1월 1일 불꽃축제와 함께 평양의 대표적인
새해맞이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리고 주요 국경일이나 기념일마다 평양

48) ｢평양 가을철 국제상품전람회 27일까지｣(2019. 9. 2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3. 20). 한편, 북
한 당국은 2020년 5월 25일에 제23차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으나 전 세계적
‘코로나19’ 확산으로 개최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49) ｢‘북한 유일 국제영화제’ 평양국제영화축전 10월 16일 개막｣(2020. 3. 17),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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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평양직할시의 주요 축제 및 행사
명칭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주요 내용
- 2년 주기 4월 평양시 주요 극장ㆍ문화회관에서 진행
- 성악, 기악, 무용, 교예 등

백두산상
국제휘거(피겨)축전

- 매년 광명성절을 기념해 평양 빙상관에서 진행

평양국제상품전람회

- 봄, 가을 개최되는 상품전람회
- 기계ㆍ전자제품, 승용차, 자전거, 가정용품, 의복류, 의약품, 식료품, 농토
산물 등을 전시

조선우표 전시회
수중체조무용
모범출연
평양국제
영화축전

- 주요 기념일마다 평양 조선우표박물관에서 진행
- 국가우표발행국 창작품, 우표애호가 출품작 등 전시
- 주요 기념일마다 평양 창광원에서 개최
- 2018년부터 매년 개최, 시내 각 영화관에서 진행
- 홰불상(최고상), 문학상, 연출상, 남녀배우상, 음악상, 미술상, 기술상, 특별상
등 수여

자료: 조선관광, http://tourismdprk.gov.kp(검색일: 2020. 1. 15) 등을 참고하여 재정리.

시내 광장이나 공원에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져 해외 여행
사들이 북한 관광상품으로 활용하고 있다.

3) 관광인프라
평양시는 북한의 주요 교통망과 연결되어 있어 여타 권역에 비해 접근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평양시 도심에서 약 25㎞ 떨어진 지점에 북한의 제1국
제공항인 평양순안국제공항이 있고, 인근 남포시에는 제1무역항인 남포항이
있다. 평양시와 연결된 도로로는 평양-개성, 평양-원산, 평양-향산, 평양-남포
고속도로와 평양-신의주, 평양-개성 1급도로 등이 있다. 철도의 경우 평부선
(평양-판문), 평의선(평양-신의주), 평라선(평양-라진) 등이 개통되어 있다.
또한 평양권은 양각도국제호텔, 평양고려호텔, 보통관려관 등 북한의 숙박
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권역이다. 다만 오랜 기간 신규 호텔 건설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기존의 호텔들을 지속적으로 개건ㆍ확장해오고 있다. 한편 198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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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평양직할시 내 호텔 현황
호텔명

위치

층 / 객실 수

수용인원

양각도국제호텔(특급)

중구역

47층 / 1,001개

2,000명

평양고려호텔(특급)

중구역

45층 / 500개

1,000명

보통관려관(특급)

평천구역

9층 / 163개

320명

모란봉호텔(특급)

모란봉호텔

- / 12개

25명

서산호텔(1급)

만경대구역

30층 / 513개

900명

청년호텔(1급)

만경대구역

30층 / 465개

900명

창광산호텔(1급)

중구역

18층 / 326개

1,100명

평양호텔(2급)

중구역

5층 / 198개

-

해방산호텔(3급)

중구역

5층 / 121개

-

량강호텔(1급)

만경대구역

14층 / 328개

-

객실수 총계

-

3,627개

-

자료: 조선관광, http://tourismdprk.gov.kp; 내나라, http://www.naenara.com.kp(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1.
15) 참고.

부터 건설 중인 지상 101층, 지하 4층의 규모(높이 323m)의 류경호텔은 공사
중단과 재개가 반복하고 있으나, 개장할 경우 높이로만 따지면 세계 수위권의
호텔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 서해권
1) 개요
서해권은 북한 중서부에 위치한 황해도, 평안남도 그리고 평안북도 남부지
역 일부를 포괄하는 권역으로 평양권을 둘러싸고 있다. 외국인 관광에 활용되
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은 남포특별시, 개성특급시, 황해북도 사리원시, 황해남
도 해주시와 묘향산, 구월산, 정방산 등이다. 서해권은 평양시로의 접근성이 높
고, 풍부한 자연ㆍ문화 관광자원이 위치하고 있어 사회ㆍ산업ㆍ위락 관광자원
중심의 평양권 관광을 보완하고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북한 관광상품은 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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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서해권 주요 관광지

자료: 저자 작성.

권과 서해권을 결합한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해권은 김정일 시대부터 황
해도 일대를 중심으로 외국인에게 개방되는 지역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김정은 시대 들어 강령국제녹색시범구, 숙천농업개발구 등 관광 부
문 개발을 꾀하는 경제개발구들이 지정되었으며, 2019년에는 북한 당국이 자
체적으로 개발에 나선 양덕온천문화휴양지가 완공되기도 했다.

2) 주요 지역의 관광자원 및 인프라
가) 남포특별시
남포특별시(이하 남포시)는 한반도 중서부, 평양직할시 서남부에 위치한 북
한의 최대 항구도시로, 북쪽은 평안남도 대동군ㆍ증산군, 동쪽은 평양직할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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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랑구역과 강남군, 황해북도 송림시와 황주군, 남쪽은 황해남도 은천군과 은
율군, 서쪽은 오석산맥 분수령을 경계로 평안남도 온천군과 증산군에 접하며
남서쪽 일부 지역은 서해안에 맞닿아 있다.50)
남포시에는 강서세무덤, 덕흥리벽화무덤 등 고구려시대 유적과 평양골프장,
와우도유원지, 남포시체육촌 등 위락관광자원, 서해갑문, 청산협동농장 등 산
업관광자원 등 존재한다. 또한 우산장느티나무, 서해갑문여울새살이터 등의
천연기념물들이 지정되어 있으며, 평남(룡강)온천과 태성호 등 자연관광자원
이 유명하다.51)

표 3-4. 남포특별시의 주요 관광자원
구분

관광자원

자연관광자원

평남(룡강)온천, 태성호, 우산장느티나무, 서해갑문여울새살이터

문화관광자원

강서세무덤, 덕흥리벽화무덤, 수산리벽화무덤, 약수리벽화무덤

사회관광자원

남포시예술극장

산업관광자원

서해갑문, 남포항, 청산협동농장, 강서약수공장

위락관광자원

룡강온탕원, 와우도유원지, 평양골프장

자료: 한국관광공사(2003), pp. 115~122; 백과사전출판사 편(2009), pp. 396~397 참고.

최근 북한 당국은 남포시 위락관광시설 개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와우도유원지의 경우 2005년 개건ㆍ확장에 이어 2015년에는 물놀이장을 새로
건설하기도 했다. 남포시 인근 평양골프장은 2013년부터 꾸준히 개건되고 있
으며, 방치되어있던 남포시체육촌도 2012년부터 새단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북한 당국은 2013년 11월 와우도구역 령남리에 지정된 와우도수출가공
구가 관광부문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해당 가공구는 수입원자재를 활용한 가공
업과 관광휴양업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남포항과 서해갑문 수역에 관광, 금
융, 부동산, 식료가공업을 결합한 종합적인 경제개발구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50) 두산백과, 남포특별시,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3. 2).
51) 한국관광공사(2003), pp. 115~122; 백과사전출판사 편(2009), pp. 396~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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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와우도유원지 물놀이시설 건설

2015년 10월 5일자 전경

2014년 3월 18일자 전경

자료: Google Earth(검색일: 2020. 1. 21).

그림 3-3. 남포체육촌 전경 변화

2012년 10월 16일자 전경

2019년 11월 9일자 전경

자료: Google Earth(검색일: 2020. 1. 21).

남포시의 교통시설은 북한의 제1무역항인 남포항과 평양시와 연결되는 평
양-남포(청년영웅) 고속도로와 평남선 철도, 서해갑문으로 황해도와 연결되는
도로와 철도 등이 개통되어 있다. 또한 대동강을 통한 내륙수운도 가능한 것으
로 알려져 있다. 남포시의 숙박시설은 평남온천에 위치한 룡강온탕원이 대표적
이며, 그 밖에 와우도려관, 항구려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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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성특급시
개성특급시(이하 개성시) 북부는 황해북도 금천군, 장풍군, 서부는 예성강을
경계로 황해남도 배천군, 동부는 군사분계선을 경계로 경기도 파주시, 남부는
한강을 사이로 경기도 김포시, 인천시 강화군과 마주하고 있다.
개성시는 묘향산과 더불어 서해권 관광의 대표적인 명소로, 고려시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개성시는 약 500년간 고려
의 수도였던 만큼 관련 역사유적이 산재해 있다. 대표적으로 왕건왕릉, 공민왕
릉, 개성남대문, 만월대, 선죽교, 숭양서원, 개성성균관 등이며, 이 중 개성성균
관을 고려박물관으로 조성해 활용하고 있다. 또한 개성 시내로부터 8㎞ 떨어진
곳에 판문점과 정전협정조인장 등 남북 분단 관련 시설들이 위치해 있다. 그 밖
에 박연폭포와 송악산, 자남산 등 명승지와 만월대느티나무, 개성회화나무, 성
균관느티나무, 성균관은행나무 등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개성시의 주요 교통시설은 평양시와 연결된 평양-개성 고속도로, 평양-개성
1급도로, 평부철도선(판문-평양) 등이 있다. 평양-개성 고속도로의 경우, 도로
사정이 열악해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남측 취재진이 3시간가량
이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52) 개성의 대표적인 숙박시설로는 개성민속려관,
자남산려관 등이 있다.

표 3-5. 개성특급시의 주요 관광자원
구분

관광자원

자연관광자원

박연폭포, 송악산, 자남산, 만월대느티나무, 개성회화나무, 성균관느티나무, 성균관
은행나무

문화관광자원

왕건왕릉, 공민왕릉, 대흥산성, 개성남대문, 만월대, 개성첨성대, 선죽교, 숭양서원,
개성성균관, 관음사, 표충비

사회관광자원

판문점, 정전담판회의장, 정전협정조인장, 콩크리트장벽, 개성학생소년궁전

산업관광자원

개성고려인삼기념품상점

자료: 백과사전출판사 편(2009), p. 648; 조선관광 홈페이지, “DPR Korea Tour”(검색일: 2020. 1. 15) 참고.
52) ｢[종합]선발대, 개성-평양 170㎞ 이동 3시간…도로사정에 ‘최고시속 60㎞’｣(2018. 9. 17),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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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시에는 관광 부문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개성공업지구(이하 개성공단)
가 위치해 있다. 개성공단은 약 2,000만 평(65.7㎢) 규모 부지를 3단계로 나누
어 개발할 계획이며, 각 구역은 공장구역(600만 평)을 비롯해 상업구역(500만
평), 개성시가지(400만 평), 관광구역(150만 평), 생활구역(100만 평), 장래확
장지(700만 평)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 중 향후 관광 부문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관광구역과 개성시가지다. 관광구역은 2단계 개발 50
만 평(골프장), 3단계 개발 100만 평(골프장+테마파크)으로 다시 나뉜다. 개성
시가지의 경우 만월대, 고려박물관, 선죽교 등 개성시의 주요 관광자원을 포괄
하는 지역에 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향후 남북경협이 재개될 시 역사유적 보존
과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3-4. 개성공단 총 개발계획도

자료: 현대아산, 개성공업지구, https://www.hdasan.com/industry/industry_soc_0103(검색일: 2020. 3. 2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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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리원시ㆍ해주시
사리원시와 해주시는 송림시와 함께 황해도의 대표적인 시급 도시이다. 이
두 도시는 평양권과 남포시에서 개성시로 이동하는 중간에 경유하는 관광지로
활용되고 있으며, 주된 관광자원은 자연 및 문화 관광자원이다.
사리원시는 황해북도의 소재지로 북부는 황주군, 북동부는 연탄군, 동부는
봉산군, 남부는 봉산군과 은파군에 맞닿아 있으며, 서부는 재령강을 사이에 두
고 황해남도 재령군과 안악군을 마주하고 있다.
사리원시는 명승지인 정방산과 경암산이 유명하며 청동기 시대의 고인돌무
덤떼, 고려시대의 정방산성과 남문, 성불사, 조선시대의 경암루 등 문화관광자
원이 다수 분포해 있다.53) 또한 황해북도 지역에서 조사 출토된 유물을 전시하
는 사리원박물관과 2007년 완공된 사리원민속거리, 미곡협동농장, 사리원곡
산공장 등이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사리원은 포도가 유명한 지역
으로 이 포도로 만든 경암포도주가 특산품으로 알려져 있다. 사리원시는 황해
북도의 교통 요충지로 평부선과 해주청년선이 교차되는 곳에 위치해 있으며,
평양-개성 고속도로와 사리원-해주 1급도로가 연결되어 있다.54)
해주시는 황해남도의 소재지로 동부는 청단군, 북부는 신원군, 서부는 벽성
군과 맞닿아 있으며, 남부는 서해에 접하여 있다. 해주시 관광자원은 자연ㆍ문
화관광자원이 주를 이룬다. 자연관광자원은 대표적으로 명승지인 수양산이 위
치하고, 해주락우삼, 해주설송, 해주참오동나무, 해주모과나무 등 천연기념물
로 지정되어 있다. 문화관광자원으로는 수양산성, 석빙고, 해주5층탑, 해주다
라니석당, 신광사5층탑 등 역사유적이 존재한다. 해주시 인근 신천군에는 한국
전쟁 당시 미군의 전쟁범죄를 다루는 신천박물관이 있어 외국인 관광에 활용되
고 있다. 해주시의 교통시설로는 해주-사리원, 옹진, 은빛으로 연결되는 철도
와 해주-재령, 벽성 등으로 이어지는 도로, 서해 5도와 가까운 해주항이 있다.
숙박시설로는 해주호텔이 있다.55)
53) 백과사전출판사 편(2009), pp. 528~529.
54) 김인호(2005), pp. 52~53.
55) 백과사전출판사 편(2009), pp. 497~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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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사리원시ㆍ해주시의 주요 관광자원
구분

관광자원

자연관광자원

정방산, 경암산(이상 사리원시), 수양산, 해주락우삼, 해주설송(이상 해주시)

문화관광자원

고인돌무덤떼, 정방산성, 성불사, 경암루, 사리원박물관, 사리원민속거리(이상 사리
원시), 수양산성, 석빙고 해주5층탑, 해주다라니석당, 신광사5층탑(이상 해주시)

사회관광자원

신천박물관(신천군)

산업관광자원

미곡협동농장, 사리원곡산공장(이상 사리원시)

자료: 백과사전출판사 편(2009), p. 529, p. 498.

라) 묘향산ㆍ구월산
서해권에는 북한 당국이 ‘6대 명산(백두산, 금강산, 묘향산, 구월산, 지리산,
칠보산)’으로 일컫는 곳 중 묘향산과 구월산이 위치해 있으며, 두 산은 모두 북
한의 생물권보호구로 지정되어 있다.
묘향산은 평안북도 향산군과 구장군, 평안남도 녕원군, 자강도 희천시에 걸
쳐 있는 산으로 최고봉인 비로봉의 높이는 1,909m이다. 평양에서 묘향산까지
거리는 150㎞이다. 북한의 대표적인 명승지 중 한 곳으로 단군에 대한 전설이
많은 성지로 인식되고 있다.56) 또한 1,120여 종의 식물과 40여 종의 포유동
물, 120여 종의 조류가 존재하는 거대한 생태관광지구이다. 이와 같은 풍부한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해외 여행사가 판매하는 대부분 북한 관광상품에는 묘향
산 관광일정이 잡혀 있을 정도로 서해권 관광에서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묘향산에는 상원동과 만폭동을 비롯한 다양한 등산길과 룡문대굴, 송암
동굴 등 유명한 동굴이 분포해 있다. 특히 고려 전기에 창건된 보현사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세계 각국에서 받은 선물이나 기념품을 보관ㆍ전
시하는 국제친선전람관 등이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인근 교통시설로는
평양-향산 고속도로, 평양-강계 1급도로와 만포 철도선이 연결되어 있다.57)
숙박시설은 향산호텔과 청천려관이 있는데, 외국인 관광객들은 주로 향산호텔
을 이용한다.
56) 윤철남, 리충성(2019), p. 120.
57) 한국교통연구원, 북한 시도별 도로ㆍ철도DB,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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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월산은 황해남도 안악군과 은율군의 경계지역에 위치한 황해남도에서 가
장 높은 산으로 해발은 954m에 달한다. 구월산도 묘향산과 함께 고조선과 연
관된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어, 매해 개천절(10.3)마다 구월산 삼성사에서 단
군제를 지내고 있다. 구월산은 1990년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여러 유원지가 조성되면서 관광지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다만 해외 여행사의
북한 관광상품을 분석해 봤을 때, 2020년 현재까지는 여타 명산에 비해 관광
객들이 찾는 빈도는 적은 편이다. 구월산의 관광자원은 단풍유원지, 팔담유원
지, 정곡유원지와 그 안에 위치한 구월산성, 월정사, 삼성사 등이 대표적이다.
인근 교통시설로는 재령-은천 1급도로, 은율-남포시계 2급도로, 은율 철도선
등이 있다.

표 3-7. 묘향산ㆍ구월산의 주요 관광자원
구분

관광자원

자연관광자원

상원동ㆍ만폭동 등산길, 룡문대굴, 송암동굴(이상 묘향산), 단풍유원지, 팔담유원지,
정곡유원지(이상 구월산)

문화관광자원

보현사(묘향산), 구월산성, 월정사, 삼성사, 안악3호무덤(이상 구월산)

사회관광자원

국제친선전람관(묘향산), 산성혁명사적지(구월산)

자료: 과학백과사전출판사(1981), pp. 88~126 참고.

마) 기타: 황해남도 강령군, 평안남도 숙천군
서해권에는 2020년 현재 관광지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 지역이지만, 관광 부
문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강령국제녹색시범구와 숙천농업개발구 등의 경제개
발구가 지정되어 있다.
강령국제녹색시범구는 황해남도 남부에 위치한 강령군 일대에 지정되어 있
다. 북한 당국은 2013년 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황해남도 강령군 경제특
구 계획요강’58)을 발표했다. 계획요강에는 이 지역을 관광, 금융, 무역, 과학,
58) 이종석(2013), p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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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등의 중심지로 발전시킬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59) 2014년 7월 강령군을
국제녹색시범구로 공식 지정했다.60) 다만 2013년 지정 이후 2020년 4월 현재
까지 구체적인 개발 진행 상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2007년 ‘10.4 남북
정상선언’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2018년 9월 ‘평양남북정상선언’의 ‘서
해경제공동특구’ 등 남북간 서해지대 개발협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강령군
은 해주시와 더불어 남북협력 유망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강령군 북부는 벽성군, 옹진군과 맞닿아 있으며, 동, 남, 서부는 서해에 길게
뻗어 있어 강령반도를 이루고 있다. 강령군의 지형은 대부분 해발 200m 이하
의 낮은 산과 구릉, 평탄한 지대를 띠고 있다. 강령군의 주요 관광자원은 등산
곶(해수욕장), 삼일굴, 강령탈춤, 강령참대(왕대)농장, 고려시대 건축물인 우명
사(광록사) 집터 등이며, 강령골뱅이화석, 강령차축조화석, 강령흰두루미가 천
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부포 미역, 귤, 강령녹차(은정차) 등이 주요 특산품
으로 알려져 있다.61) 특히 강령군에는 강령철새습지보호구가 지정되어 있는데
이곳은 전 지구적 위협종인 물개리, 황새 등을 포함한 10종이 관찰된62) 유망
생태관광자원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강령군 인근 벽성군의 주요 관광자원은 석
담구곡자연공원과 소현서원이며, 석담느티나무, 사현왜가리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옹진군에는 옹진온천을 비롯해 옹진참김, 옹진이팝나무, 옹진
왕삼나무, 옹진재두루미 등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63)
강령군의 교통시설은 강령-옹진, 벽성, 부포 간 도로가 있으며, 옹진선(해주
-옹진)과 부포선(신강령-부포) 철도가 있다. 항만으로는 인근 해주시에 해주항
이 위치해 있다.
59) 이종규(2015), p. 87 재인용. 당시 이는 1(아시아자유항구경제구역) + 2(농축업, 어업생태) + 4(물자교
류정보봉사, 금융상무봉사, 과학교육연구개발, 국제휴식여행)의 산업발전 방식으로 명명되었다.
60) 조선록색위업연구개발협회(2016), p. 1.
61) 한국관광공사(2003), pp. 383~384; 백과사전출판사 편(2009), pp. 499~500.
62) 최현아(2019), p. 25.
63) 백과사전출판사 편(2009), pp. 49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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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강령군의 주요 관광자원
구분

관광자원

자연관광자원

등산곶, 삼일굴, 강령골뱅이화석, 강령차축조화석, 강령흰두루미

문화관광자원

우명사 집터, 강령탈춤

사회관광자원

강령참대농장

자료: 한국관광공사(2003), pp. 383~385; 백과사전출판사 편(2009), pp. 499~500 참고.

숙천농업개발구는 평안남도 숙천군 운정리에 지정된 경제개발구이다. 북부
는 문덕군, 동부는 순천시, 평성시, 남부 평원군과 잇닿아 있으며, 서부는 서해
와 면하고 있다. 숙천군은 열두삼천리벌의 가운데에 위치해 지형은 전반적으로
평탄하다.
숙천군의 관광자원은 숙천혁명사적지, 검산혁명사적지, 숙천읍성, 새마을무
덤, 창랑대 등이며, 천연기념물은 숙천주염나무가 있다. 또한 검흥약수, 련화약
수가 유명한 지역으로 검흥약수터에는 근로자 요양소가 있다. 숙천군의 특산품
은 옥류자두, 겐뎅이젓, 조개젓, 까나리젓 등이 알려져 있다.64) 특히 2018년
숙천군의 북쪽에 위치한 문덕군 문덕철새보호구가 람사르습지로 등재되어 유
망 생태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다.

표 3-9. 숙천군의 주요 관광자원
구분

관광자원

자연관광자원

검흥약수, 련화약수, 숙천주염나무

문화관광자원

숙천읍성, 새마을무덤, 창랑대

사회관광자원

숙천혁명사적지, 검산혁명사적지

자료: 한국관광공사(2003), pp. 164~165; 백과사전출판사 편(2009), pp. 405~406 참고.

숙천군은 북한에서 손꼽히는 주요 농업지대이다. 숙천군의 쌀 생산량은 북
한 전체 생산량의 20%를 차지하며 면적 단위당 수확고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64) 위의 책, pp. 40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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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개발구 인근의 약전리 협동농장은 북한의 모든 협동농장 중에서 가장
높은 생산성을 달성하기도 했다.65) 또한 숙천군은 남한 및 해외 정부ㆍ민간 단
체, 유엔개발계획(UNDP) 등과 농업교류협력을 수차례 진행해본 경험이 있
다.66)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와의 개발협력을 염두에 두고 농업개발구로 선정
한 것으로 분석된다. 관광 부문 개발은 투자제안서에 관광휴양업 개발을 명시
해놓긴 했으나, 구체적인 관광지 개발계획은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북한의 관
광상품을 분석해봤을 때, 현재 원산시, 사리원시, 남포시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
는 협동농장 방문 상품을 해당 경제개발구에도 도입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을
수 있다. 교통시설은 숙천군 동쪽으로 평의선 철도와 평양-신의주 1급도로가
지나고 있다.

그림 3-5. 숙천농업개발구 건설총계획도

자료: 대외경제성 합영투자개발국(2019).

65) ｢북 어랑ㆍ북청ㆍ숙천 농업개발구엔 … 정부, 새마을운동 경험 전수 검토｣(2015. 5. 19), 온라인 기사
(검색일: 2020. 3. 20).
66) ｢남북 농업개발협력의 새로운 모델들｣(2006. 6. 6),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3. 20); ｢UNDP,
520만 달러 대북 농업 지원 재개｣(2011. 9. 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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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해권
1) 개요
동해권은 강원도와 함경남도, 함경북도 등 동해안 지역을 포괄하는 권역이
다. 외국인 관광에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은 강원도 원산시를 비롯해 나
선특별시, 함경남도 함흥시, 함경북도 청진시ㆍ경성군, 황해북도 신평군과 금
강산, 칠보산 등이다. 동해권은 동해안 일대와 금강산, 칠보산, 신평금강명승지
등 자연관광자원이 풍부하고, 원산시, 함흥시와 청진시 등 대도시에 문화ㆍ사
회ㆍ산업 관광자원이 분포해 있다. 또한 소규모 경제개발구가 아닌 원산-금강
산국제관광특구, 나선경제무역지대, 금강산국제관광특구 등 대규모 경제개발
구들이 지정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동해권은 원산시를 중심으로 평양권과
연결되며, 나선특별시 등 동해권 북부지역은 중국 지린성(吉林省)과 헤이룽장
성(黑龙江省), 러시아 극동지역 관광객의 육로 유입로로 활용되고 있다. 동해권
은 김정은 시대 들어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신평관광개발구, 어랑농업개
발구 등 관광 부문 개발을 꾀하는 경제개발구들이 지정되었으며, 2020년 현재
북한 당국이 자체적으로 개발에 나선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가 조성 중에 있다.

2) 주요 지역의 관광자원 및 인프라
가) 원산-금강산 일대
북한 ‘조선관광’이 홍보하고 있는 원산-금강산 일대 관광지는 행정구역상 강
원도 원산시ㆍ법동군ㆍ천내군ㆍ안변군ㆍ고산군ㆍ통천군ㆍ고성군ㆍ금강군, 황
해북도 신평군을 아우르는 방대한 지역을 의미한다. 이는 대체로 북한의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의 원산지구, 마식령스키장지구, 울림폭포지구, 석왕사지
구, 통천지구, 금강산지구와 속한 행정구역과 일치하며, 황해북도 신평군의 ‘신
평금강명승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눈에 띈다.67) 원산시는 1983년 김정일이
67) 한편 금강산지구의 경우, 남북경협이 이루어졌던 금강산국제관광특구도 별도로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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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사업을 지휘하면서 종합적인 관광휴양도시로 개발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68) 2020년 4월 현재, 원산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원산-금강산 일대
는 관광지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김정은 시대 들어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와 ‘신평관광개발구’를 지정해 각 지역별 관광지 신규 개발 및 확장에 나서고 있
다. 북한 당국의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의 개발 방향은 원산지구에 다양한
휴양문화시설과 생태환경이 결합된 국제관광지구를 만들고, 금강산지구와 통천
지구, 석왕사지구는 생태환경이 잘 보존된 역사유적관광지 및 휴양ㆍ치료 관광
지구로 개발할 계획이다. 그리고 신평관광개발구는 신평금강을 활용해 유람, 탐
승, 휴양, 체육, 오락 등을 할 수 있는 관광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69)
원산-금강산 일대의 관광자원은 자연관광자원과 문화관광자원의 비중이 크
며, 사회관광자원의 비중이 작은 것이 특징이다. 자연관광자원에는 북한의 명
산 중 하나인 금강산을 비롯해, 원산시의 송도원, 명사십리, 천내군의 울림폭
포, 통천군의 시중호, 신평군의 곡산금강 등이 대표적이다. 문화관광자원은 안
변군의 석왕사, 금강군의 정양사, 표훈사가 유명하며, 원산에는 원산식물원과
원산동물원이 있다. 산업관광자원으로는 안변군의 천삼협동농장이 관광지로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위락관광자원은 2013년 12월 완공된 법동군의 마식령
스키장이 대표적이며, 그 외에는 주목할 만한 동해권 위락관광자원은 개발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 일대의 교통시설은 원산시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다. 고속도로의 경우,
원산시는 평양시와 금강산 인근 고성군으로 연결되는 평양-원산 고속도로, 원
산-금강산 고속도로가 있으며, 북쪽 천내군과 남쪽 평강군까지 이어지는 1급
도로 등이 개통되어 있다. 철도도 마찬가지로 원산시와 안변군 일대 중심으로
강원선(룡담-원산-평강), 금강산청년선(안변-감호) 등이 연결되어 있다.70) 숙

68) 김범수, 유영심, 이옥희(2016), p. 37.
69) 외국문출판사(2018), p. 9, p. 39.
70) 한국교통연구원, 북한 시도별 도로ㆍ철도DB,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3. 3).

88 • 북한의 관광정책 추진 동향과 남북 관광협력에 대한 시사점

표 3-10. 원산-금강산 일대의 주요 관광자원
구분

관광자원

자연관광자원

송도원, 명사십리, 시중호, 울림폭포, 신평금강명승지, 금강산, 구룡연구역, 상팔담,
만물상구역, 수정봉구역, 내금강, 해금강, 삼일포, 총석정, 마식령, 곡산금강, 자하담,
고달산, 남천폭포, 달해산성

문화관광자원

석왕사, 정양사, 표훈사, 보덕암, 삼불암, 묘길상, 달해산성, 문성진성, 원산식물원,
원산동물원

사회관광자원

원산농업대학,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산업관광자원

천삼협동농장

위락관광자원

마식령스키장

자료: 조선관광, http://tourismdprk.gov.kp(검색일: 2020. 1. 15); 한국관광공사(2003), pp. 397~399; 백과사전출판사
편(2009), pp. 536~537 참고.

박시설의 경우, 마식령스키장호텔이 가장 최근에 지어졌으며, 그 밖에는 원산
시의 송도원호텔, 갈마호텔, 새날호텔, 금강산의 금강산호텔, 외금강호텔 등이
존재한다.

나) 함흥시
함흥시는 함경남도의 소재지이면서 북한의 대표적인 중화학공업 및 항구 도
시 중 한 곳이다. 함흥시의 서부는 영광군, 북부는 신흥군, 남서부는 함주군, 동
부와 북동부는 낙원군과 면하고 있다. 함흥시의 관광자원은 문화관광자원과 자
연관광자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함흥시는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된 것으
로 추정되는 량천사와 고려시대부터 이어져 오는 동흥산 자락의 함흥성, 구천
각, 조선시대 태조 이성계가 말년을 보낸 함흥본궁과 함경도 감영으로 쓰이던
선화당 등 다양한 역사유적이 존재한다. 문화관광자원으로는 북한 ‘동부의 번
영하는 도시에 있는 산’이라 이름이 붙은 동흥산(해발 319m)과 동해안의 마전
해수욕장이 대표적이다. 사회관광자원으로는 동흥산혁명사적지와 함흥대극장
이 존재하며, 산업관광자원으로는 흥남비료연합기업소가 외국인 관광에 활용
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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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함흥시의 주요 관광자원
구분

관광자원

자연관광자원

동흥산, 동흥산은행나무, 함흥반송, 마전해수욕장

문화관광자원

구천각, 함흥성, 안불사, 량천사, 선화당, 함흥본궁

사회관광자원

동흥산혁명사적지, 함흥대극장

산업관광자원

흥남비료연합기업소, 신흥관

위락관광자원

마전유원지, 함흥경기장, 함흥청년공원,

자료: 조선관광, http://www.tourismdprk.gov.kp; 조선의 오늘, http://www.dprk-today.com(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1. 15); 백과사전출판사 편(2009), pp. 594~595 참고.

함흥시의 교통시설로는 평라선과 신흥선 철도가 연결되어 있으며, 원산-라
선, 함흥지선(1급, 함흥서문동-흥남룡암동) 1급도로와 함흥-장진, 부전 2급도
로 등이 있다.71) 항만으로는 흥남항이 있다. 최근 북한 당국은 함흥-원산 고속
도로 건설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72) 함흥시의 대표적인 숙박시설
은 마전해수욕장의 마전호텔이 있다.

다) 청진시ㆍ경성군
청진시는 함경북도의 소재지로서 함경북도 함흥시와 함께 동부권에 위치한
북한의 주요 중화학공업 및 항구도시이다. 서부는 경성군과 무산군, 북부는 회
령시와 부령군, 경흥군, 동부는 나선시와 면해 있으며, 남부는 동해에 접해 있
다. 청진시는 2008년 기준, 북한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약 66.8만
명)이나 개발된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청진시는 1904년 러ㆍ일전쟁 당시 일
본군이 주둔하면서 개발되기 시작했으며, 일제강점기에 일본과 만주 지역을 연
결하는 도시로 성장하였다. 북한 정권이 들어선 후에는 제철ㆍ제강ㆍ기계ㆍ조
선ㆍ화학ㆍ시멘트 산업 등 중화학공업이 집중 육성되었고, 한반도 동북부 지역
주요 항구도시로 성장하였다.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청진시에는 문
71) 백과사전출판사 편(2009), p. 595; 한국교통연구원, 북한 시도별 도로ㆍ철도DB,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3. 3).
72) ｢원산~함흥 고속도로… 北, 中자본으로 추진｣(2019. 1. 16),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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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광자원보다는 북한 정권이 수립되면서 형성된 사회관광자원이 많다. 청진
시의 관광자원은 고말산, 농포리원시유적, 부거리고분, 김일성혁명사적관, 청
진인민군영웅열사묘, 청진소련군해방탑ㆍ열사묘, 청진전자도서관(함경북도
도서관), 청진외국어학원, 청진중앙광장, 청진항,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수성천
종합식료공장 등이다. 청진시에는 평라선과 그 지선인 함북선ㆍ강덕선 등 철도
가 있으며, 원산-라선 및 청진-회령 1급 도로가 있다. 항만으로는 동해안 북부
의 무역항인 청진항이 있다.73) 숙박시설은 천마산려관이 대표적이다.
함경북도 경성군은 청진시에서 서남쪽으로 약 35㎞ 떨어진 곳으로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청진시 관광을 대표하고 있다. 경성군의 북부는 청
진시 나남구역과 무산군, 서부는 연사군, 남부는 어랑군, 동부는 25.9㎞의 해
안선을 끼고 동해에 접하고 있다. 경성군에는 자연ㆍ문화ㆍ사회 관광자원이 다
양하게 분포해 함경북도의 주요 관광지로 기능하고 있다. 경성군 일대는 경성
자연보호구와 관모봉자연보호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자연관광자원
은 경성온천, 온포온천이다. 특히 경성군의 온천들은 김일성 시대부터 많은 관
심을 받아 개발이 이루어져 왔다. 문화관광자원으로는 조선시대의 경성읍성과
남문, 경성향교, 정북사 등이 있으며, 집삼ㆍ염분진혁명사적지 등 사회관광자
원이 조성되어 있다. 한편 경성도자기가 특산품으로 알려져 있다.74) 경성군 교
통시설로는 평라선 철도와 원산-나진 1급도로 등이 있다.75) 숙박시설로는 경
성온천의 김정숙요양소, 온포온천휴양소 등이 있다. 2018년 7월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염분진호텔 건설장을 현지지도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최근 북한
당국이 경성군 숙박시설 확충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76)

73) 백과사전출판사 편(2009), pp. 625~626.
74) 위의 책, pp. 628~629.
75) 위의 책, p. 629; 한국교통연구원, 북한 시도별 도로ㆍ철도DB,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3. 3).
76) 뺷로동신문뺸(2018. 7. 17). 해당 기사에 따르면 염분진호텔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로 2011년 7월
착공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나, 2018년까지 골조공사만 마무리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2018년 7월
이후의 동향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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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청진시ㆍ경성군의 주요 관광자원
구분

관광자원

자연관광자원

고말산(청진), 경성자연보호구, 관모봉자연보호구, 경성온천, 온포온천(이상 경성군)

문화관광자원

농포리원시유적, 부거리고분, 청계사터(이상 청진시), 경성읍성과 남문, 경성향교,
정북사(이상 경성군)

사회관광자원

김일성동지혁명사적관, 청진인민군영웅열사묘, 청진소련군해방탑ㆍ열사묘, 청진전자도
서관, 함경북도예술극장(이상 청진시), 집삼혁명사적지, 염분진혁명사적지(이상 경성군)

산업관광자원

청진항,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수성천종합식료공장

위락관광자원

김정숙요양소, 온포온천휴양소(이상 경성군)

자료: 조선관광, http://tourismdprk.gov.kp; 조선의 오늘, http://www.dprktoday.com(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1. 15); 백과사전출판사 편(2009), pp. 625~626 참고.

라) 칠보산
칠보산은 함경북도 동해안 북부에 위치한 북한의 명승지이다. 칠보산은 명천
군과 화대군, 명간군, 어랑군의 일부 지역을 포괄하고 있으며 그 면적은 250여
㎢에 달한다. 예로부터 ‘함북금강’으로 알려졌으며, 금ㆍ은ㆍ동 등 진귀한 일곱
가지의 보물이 있다고 하여 칠보산이라고 불렀다. 칠보산은 1996년 김정일 국방
위원장이 관광지 조성을 지시하면서 개발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칠보산은
지역별 특성에 따라 내칠보, 외칠보, 해칠보 지역으로 나눈다. 내칠보에는 개심
사ㆍ칠보오봉(만사봉ㆍ천불봉ㆍ종각봉ㆍ나한봉ㆍ노적봉)ㆍ청학봉ㆍ금강굴 등
이 있으며, 외칠보에는 학무대ㆍ만물상ㆍ해칠보에는 강선문ㆍ송도ㆍ황진온천
등이 있다. 또한 해칠보무지개바위, 해칠보솔섬, 로적봉을 비롯하여 천연기념물
들이 지정되어 있다. 한편 북한 당국은 2011년부터 칠보산 열차관광을 운영 중이
다. 3박 4일에서 4박 5일간의 관광일정으로 평양에서 저녁 기차를 타고 명일 오
전에 도착해 칠보산ㆍ경성군ㆍ청진시 등을 관광하는 상품으로 알려져 있다.77)
칠보산 인근 교통시설로는 원산-나진 1급도로로 연결되는 화대군, 길주군,
명천군의 2급도로와 평라선이 있다. 숙박시설은 해칠보에 위치한 칠보산민박숙
소가 있다. 이곳은 체류기간 동안 현지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주민들의 생활
상과 가정생활 풍습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8)
77) 조선의 오늘, http://www.dprktoday.com(검색일: 2020. 1. 1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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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칠보산의 주요 관광자원
구분

관광자원

자연관광자원

내칠보(칠보오봉ㆍ청학봉ㆍ금강굴), 외칠보(학무대ㆍ만물상), 해칠보(강선문ㆍ송도,
황진온천), 해칠보무지개바위, 해칠보솔섬, 로적봉

문화관광자원

개심사

자료: 조선의 오늘, http://www.dprktoday.com(검색일: 2020. 1. 15); 백과사전출판사 편(2009), pp. 615~616 참고.

한편 북한 당국은 함경북도 어랑군의 어랑농업개발구를 칠보산 배후 관광지
로 개발할 계획이다. 2013년 어랑농업개발구 투자제안서79)에 따르면 개발구의
주된 개발 목적은 어랑군 통전리 일대 면적 4㎢에 농ㆍ축산 기지와 채종(採種),
육종(育種)을 포함한 농업과학 연구개발 등 현대적 농업개발구 건설이다. 다만
여기에 추가적으로 개발구 인근 어랑비행장이 현대화되고 칠보산 관광이 활성
화될 경우를 대비한 관광지 개발을 명시하고 있다. 이 같은 조건이 갖춰진다면
개발구에서 생산된 농축산물과 과일 및 수산물 가공품 판매로 수익성을 높이고,
관광객을 위한 호텔업과 관광기념품 생산 및 판매, 수출 가공품 생산 등 수출가
공구로서의 기능도 갖춰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근래 동해권 북부 지역 관광에
서 어랑비행장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해당 계획과 일정 정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열악한 도로, 철도 사정상 동해권 북부 지
역은 평양권이나 동해권 남부, 북부권에서 접근이 쉽지 않다. 그래서 북한 당국
은 이 지역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어랑비행장을 평양-어랑 간, 백두산
-어랑, 원산-어랑 간 이동에 활용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80) 향후 북핵문제 해
결로 북한 관광이 활성화된다 할지라도 철도ㆍ도로 인프라가 단시간에 개선될
수 없기 때문에, 한동안 어랑비행장이 동해권 북부의 관문 역할을 맡아 관광지
로 개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78) 조선의 오늘, http://www.dprktoday.com(검색일: 2020. 1. 15) 참고.
79) 국가경제개발위원회(2013), p. 20.
80) 2020년 영국 Regent Holiday와 독일 China Hansa Travel 여행사는 어랑비행장-원산갈마국제공
항 간 노선을, 중국 Koryo Tours는 어랑비행장-평양순안국제공항 간 노선을 활용하는 모습도 포착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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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나선특별시
나선특별시(이하 나선시)는 동해안 지역에서 최북단에 위치한 행정구역이다.
서북부는 함경북도 경흥군, 서부는 청진시 청암구역, 동부는 두만강을 사이에 두
고 중국 훈춘, 러시아 하산과 접해 있으며 남부는 동해에 면하고 있다. 북한 당국
은 1991년 나선시를 경제특구로 지정한 바 있으며, ‘무역 및 중계수송과 수출가
공기지, 금융봉사활동기지를 가진 경제무역지대, 국제관광지’로 개발하고 있다.
나선시는 풍부한 관광자원을 갖추고 있다. 자연관광자원의 경우, 비파도ㆍ갈
음단해수욕장ㆍ청학사슴공원 등이 관광에 활용되고 있으며 알섬바다새보호구
역, 우암바다새보호구역, 우암물개보호구역, 원정리해당화군락, 우암산단벗나
무군락 등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문화관광자원에는 굴포리서포항유적
등 구석기로부터 청동기에 이르는 문화층과 조선시대에 조성된 공주성, 토산성,
우암보성, 승전대비와 같은 역사유적들이 보존되어 있고, 해양혁명사적지, 선봉
혁명사적관, 나진혁명사적관, 조로친선각 등 사회관광자원이 존재한다. 그 밖에
나진항이나 나선관광활동센터 등이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나선시의 교통시설은 평라선과 함북선의 지선인 두만강선, 승리선, 홍의선
등이 개통되어 있으며, 청진시ㆍ경흥군ㆍ온성군 등지로 연결된 도로들이 있다.
특히 2013년 나진-러시아 하산 간 철도가 개통되기도 했다. 숙박시설로는 라
진호텔, 동명산호텔, 엠퍼러호텔 등이 있다.
북한 당국은 2015년 약 155억 달러 규모의 ‘라선경제무역지대 종합개발계획’
을 공개해 나선경제무역지대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당시 발표된 종합개발계획은 크게 관광지 개발과 산업구 개발로 구분되며 각각
10개, 9개 개발계획을 갖고 있다. 관광지 개발은 전체 면적 26.5㎢에 신해국제회
의구, 창진동식물원, 비파섬생태관광구, 웅상해양체육관광지, 별장촌, 소초도
유람선 관광 등을 개발하기 위해 약 62억 6,000만 달러의 투자 유치를 계획하고
있다. 해당 관광지 개발계획은 일반적인 관망형 관광뿐만 아니라 국제회의, 생태
관광, 체육관광 등 다양한 관광형태를 포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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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나선특별시의 주요 관광자원
구분

관광자원

자연관광자원

비파도, 갈음단해수욕장, 청학사슴공원, 알섬바다새보호구역, 우암바다새보호구역,
우암물개보호구역, 원정리해당화군락, 우암산단벗나무군락

문화관광자원

굴포리서포항유적, 공주성, 토산성, 우암보성, 승전대비

사회관광자원

해양혁명사적지, 선봉혁명사적관, 나진혁명사적관, 조로친선각

산업관광자원

나진항

위락관광자원

나선관광활동센터, 엠퍼러호텔 카지노

자료: 조선의 오늘, http://www.dprktoday.com(검색일: 2020. 1. 15); 백과사전출판사 편(2009), pp. 640~642 참고.

표 3-15. ‘라선경제무역지대 종합개발계획’(2015년) 주요 내용
구분

관광지
개발

산업구
개발

지역

계획 면적(㎢)

투자 규모

신해국제회의구

6.2

25억 790만 달러

창진동식물원

6.0

12억 2,700만 달러

비파섬생태관광구

2.0

8억 900만 달러

우암해돋이부감관광지

6.0

4억 2,700만 달러

웅상해양체육관광지

2.0

4억 900만 달러

별장촌 등

1.0

4억 450만 달러

해상금관광지구

0.8

3억 2,360만 달러

소초도유람선관광

2.0

6,900만 달러

사향산등산관광지

-

6,450만 달러

갈음단해수욕장

0.5

2,225만 달러

백학공업구

22.0

44억 9,900만 달러

웅상개발구

4.4

17억 6,766만 달러

안주국제상업구

3.0

12억 1,320만 달러

구룡평 및 굴포개발구

2.1

8억 4,540만 달러

안화ㆍ동명개발구

0.7

3억 5,315만 달러

신흥경공업구

0.6

2억 7,243만 달러

관곡공업구

1.7

2억 542만 달러

두만강개발구

0.2

6,067만 달러

나진항물류산업구

8.0

미확정

자료: 내나라, http://www.naenara.com.kp(검색일: 2020. 1. 1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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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북부권
1) 개요
북부권은 함경북도 북서부 일대와 양강도, 자강도, 평안북도 등 북중 접경지역
권 일대에 위치한다. 북부권은 오랜 기간 북중변경관광이 이루어졌던 지역이며,
외국인 관광에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은 평안북도 신의주시, 자강도 만포
시, 함경북도 온성군, 회령군과 백두산 일대(혜산시, 삼지연시, 대홍단군) 등이
다. 북부권의 관광자원은 백두산, 압록강, 두만강 등 자연관광자원의 비중이 높
고, 일제강점기에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이 활발했던 지역인 만큼 체제선전 관
련 사회관광자원도 다수 분포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북한의 열악한 교통사
정으로 인해 평양권 등 여타 권역과 연계가 쉽지 않아 신의주시와 백두산 일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북중변경관광 위주로 관광이 이루어지고 있다.
북부권에는 북중교류가 용이한 지역을 중심으로 2020년 현재 10곳의 경제
개발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그중 9곳이 관광 부문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표
3-16 참고). 한편 최근에는 북한 당국이 직접 백두산 관광지 개발사업으로 추
정되는 ‘삼지연시 개발사업’에 나서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확인된다.

표 3-16. 북부권 경제개발구 현황
경제개발구명
신의주국제경제지대

위치

주요 개발 분야

평안북도 신의주시 - 첨단기술산업 / 무역 / 관광 / 금융 / 보세가공

황금평ㆍ위화도경제지대 평안북도 신의주시 - 정보산업 / 경공업 / 농업 / 상업 / 관광휴양업
무봉국제관광특구

양강도 삼지연시

- 관광휴양업

청수관광개발구

평안북도 삭주군

- 관광휴양업

온성섬관광개발구

함경북도 온성군

- 관광휴양업

압록강경제개발구

평안북도 신의주시 - 현대농업 / 관광휴양업 / 대외무역

만포경제개발구

자강도 만포시

- 현대농업 / 관광휴양업 / 대외무역

혜산경제개발구

양강도 혜산시

- 수출가공업 / 현대농업 / 관광휴양업 / 대외무역

경원경제개발구

함경북도 경원군

위원공업개발구

자강도 위원군

- 전자ㆍ정보산업제품 생산 / 관광업 등
- 광물ㆍ임산자원 가공 / 기계설비제작업 / 농토산물가공업

주: 음영 처리된 경제개발구는 관광 부문 개발계획이 존재하는 개발구임.
자료: 외국문출판사(2018)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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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지역의 관광자원 및 인프라
가) 백두산 일대(양강도 삼지연시ㆍ혜산시ㆍ대홍단군ㆍ보천군)
백두산 일대는 양강도 삼지연시를 중심으로 남서쪽의 혜산시와 북동쪽의 대
홍단군, 남쪽의 보천군을 아우르는 지역이다. 백두산은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북한에서 ‘혁명의 성산’으로 일컬어지며, 1950년대부터 백두산혁명전
적지를 정비해 ‘혁명전통교양의 거점’으로 조성해왔다. 이에 따라 매년 상당한
수의 북한 주민들은 백두산 일대의 혁명전적지와 사적지를 ‘관광’이 아닌 ‘답
사’를 위해 찾는다. 백두산이 위치한 삼지연시의 지형은 백두산과 북포태산을
연결하는 백두산 줄기를 경계로 북동 방향으로 낮아진 신무성-무봉대지와 남
서쪽으로 낮아진 소백산-포태대지로 갈라진다. 군의 평균 해발높이는 1,300m
이며, 군에는 정일봉(1,798m), 대연지봉(2,358m), 소연지봉(2,114m), 포태
산(2,433m) 등 높은 산들이 분포해 있다. 삼지연시는 북한 지역에서 기온이 낮
은 대표적인 지역으로 연평균 기온은 0.1℃, 1월 평균기온 –17.5℃, 8월 평균
기온 15.4℃이며, 바람이 세게 부는 날과 구름이나 안개가 끼는 날이 많으며 하
루에도 날씨의 변화가 심한 때가 많다.
삼지연시의 관광자원은 백두산, 삼지연 등이 속한 백두산혁명전적지보호구
가 있으며, 천연기념물로 리명수폭포, 백두산천지 등이 지정되어 있다. 혜산시
의 관광자원으로는 괘궁정, 수항루터, 영보대터 등의 역사유적과 혜산혁명사
적지가 있다. 혜산시의 특산품으로는 들쭉술, 혜산 호프, 양갱, 감자녹말 물엿,
양강술 등이 유명하다. 보천군에는 대흥동물보호구와 천연기념물인 포태산장
군풀군락, 내곡온천 등의 자연관광자원과 보천보혁명박물관이 있다. 대홍단군
에는 대홍단혁명전적지와 천연기념물인 대홍단철쭉군락, 선군8경 중 하나인
대홍단의 감자꽃바다 등 관광자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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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7. 백두산 일대의 주요 관광자원
구분

관광자원

자연관광자원

백두산, 삼지연, 리명수폭포, 대흥동물보호구, 내곡온천, 대홍단철쭉군락, 대홍단
감자꽃바다

문화관광자원

괘궁정, 수항루터, 영보대터

사회관광자원

백두산혁명전적지 보호구, 삼지연대기념비,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 보천보혁명박물
관, 무산지구전투승리기념탑, 백두산밀영 고향집, 청봉숙영지, 대홍단혁명전적지,
혜산혁명사적지, 삼지연학생소년궁전

자료: 조선관광, http://tourismdprk.gov.kp; 조선의 오늘, http://www.dprktoday.com(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1. 15) 참고.

백두산이 위치한 삼지연시의 교통시설로는 2019년 10월 혜산-삼지연 철도
가 개통되었으며, 삼지연-혜산, 대홍단 등으로 이어지는 2급도로가 있다. 삼지
연시의 숙박시설로는 베개봉호텔이 있으며, 최근 삼지연시 개발사업에 따라 다
수의 숙박시설이 건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북한 당국은 백두산 일대에 무봉국제관광특구와 혜산경제개발구를 지정해
관광지 개발을 위한 외자 유치에 나서고 있다.
무봉국제관광특구는 양강도 삼지연시 무봉동(구 무봉노동자구) 일대 총면적
84㎢에 달하는 경제개발구이다. 북한 당국은 백두산지구를 답사하는 관광객들
을 위한 호텔, 관광상품봉사(서비스)망, 식당, 관광상품생산기지를 비롯한 종
합적인 관광지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석을천(무봉호) 기슭의 호수를 활용
해 물놀이장과 종합서비스시설을 건설하고 승마장, 체육ㆍ오락시설, 민속촌,
민속음식거리 등을 건설할 계획이다.81)
북한 당국은 2015년 7월 중국 지린성 허룽(和龙)시와 협력해 1차 개발(20㎢
규모)을 추진했으며, 당시 허룽시 충산(崇善)진 구청(古城)리 통상구를 지나 북
한으로 들어가는 관광상품을 출시하기도 했다. 당시 관광상품은 1박 2일과 2
박 3일 코스로 나뉘며, 2일상품 관광코스는 대홍단감자연구소, 삼지연대기념

81) 외국문출판사(2018), pp. 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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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리명수폭포 등을 둘러보고 이튿날 백두산 동쪽 방면에서 통해 천지에 오르
는 일정이며, 3일상품 관광코스는 2일 코스에서 형제폭포, 덕수천, 삼지연소년
관 관람 등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82)
2016년 8월에는 통관수속을 간소화하고 경제개발구 내 온천ㆍ호텔ㆍ승마
장 등 관광시설 건설을 계획하기도 했으나83)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와 별개로 북한 당국은 자체적인 삼지연시 개발사업에
나서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3장 2절 참고).
한편 백두산 인근 혜산시에 조성을 계획 중인 혜산경제개발구는 신장리 일
대 약 2㎢에 관광휴양, 무역, 현대농업 등이 집약된 경제개발구 조성을 목적으
로 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경제개발구 인근 삼수호에 관광오락업을 결합한 국
제봉사기지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특히 2013년 투자제안서에 따
르면, 혜산경제개발구는 단순히 경제개발구 일대에 관광지를 조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 백두산지구관광, 칠보산지구관광, 보천온천관광, 삼수호 유람관
광을 연결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84) 다만 해당 경제개발구 개발 관련 특이
동향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나) 신의주시ㆍ의주군
신의주시와 의주군은 한반도 북서부 압록강 하류연안에 위치한 지역으로 압
록강을 경계로 중국 랴오닝성(辽宁省) 단둥(丹东)시와 마주하고 있다. 신의주
시는 평안북도 소재지인 국경관문도시로 1904년 러ㆍ일 전쟁이 일어나면서
개발되기 시작했다. 의주군은 신의주시 동쪽에 위치하는데 조선 후기까지는 국
경관문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러ㆍ일 전쟁 이후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신의주시가 부상함에 따라 관문 기능을 상실하고 발전도 신의주시에 비해 더디
82) ｢中 허룽시-북한 ‘무봉관광특구’ 15일 개방｣(2015. 7. 12),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3. 30).
83) ｢中 허룽시ㆍ북한, 백두산 ‘무봉특구’ 관광 인프라 본격 확충｣(2016. 8. 3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3. 30).
84) 국가경제개발위원회(2013),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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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신의주시의 관광자원은 문화관광자원
보다 북한 정권 수립 이후 조성된 사회관광자원의 비중이 높고, 의주군은 고려
ㆍ조선 시대의 역사유적이 풍부해 문화관광자원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이는 앞서 다루었던 동해권의 청진시-경성군의 관계와 비슷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신의주시에는 신의주역사박물관, 평안북도혁명사적관, 평안북도미술창작
사, 신의주본부유치원 등 사회관광자원과 산업관광자원인 신의주화장품공장,
천연기념물인 백토리화석이 있다. 의주군의 관광자원은 관서8경 중 하나인 통
군정을 비롯해, 의주남문, 금광사, 의주읍성, 임천성, 위원진성, 미송리원시유
적지 등 역사유적과 의주혁명사적지가 있다. 또한 의주 금강, 구룡연 등 자연자
원과 의주재비둘기, 의주원앙새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의주군의 누
에고치실과 고치솜은 명산물로 알려져 있다.85)
신의주시와 의주군은 2급도로로 연결되어 있고, 신의주시는 평양시와 연결
되는 신의주-평양 1급도로와 평의선 철도가 있다. 또한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 단둥시와 이어지는 도로와 철도가 있다. 한편 주요 숙박시설로는 신의주
시의 압록강려관이 있으며, 인근 동림군에는 2014년 개장한 동림호텔이 있다.

표 3-18. 신의주시ㆍ의주군의 주요 관광자원
구분

관광자원

자연관광자원

압록강

문화관광자원

신의주역사박물관, 평안북도미술창작사, 신의주교두(이상 신의주시), 통군정, 의주
남문, 금광사, 의주읍성, 임천성, 미송리 원시유적지(이상 의주군)

사회관광자원

평안북도혁명사적관, 신의주시본부유치원(이상 신의주시), 의주혁명사적관(이상 의주군)

산업관광자원

신의주화장품공장

주: 조선관광(http://tourismdprk.gov.kp)에서 신의주시는 서부권에 포함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북부권으로 상정하였음.
자료: 조선관광, http://tourismdprk.gov.kp; 조선의 오늘, http://www.dprktoday.com(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1. 15) 참고.

85) 한국관광공사(2003), pp. 186~187; 백과사전출판사 편(2009), p. 446.

100 • 북한의 관광정책 추진 동향과 남북 관광협력에 대한 시사점

2020년 4월 현재 신의주시와 의주군 일대에는 신의주국제경제지대, 황금평
ㆍ위화도경제지대, 압록강경제개발구 등 관광 부문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경제
개발구들이 지정되어 있다.
신의주국제경제지대는 신의주시 일대 38㎢ 면적에 첨단기술, 무역, 관광, 금
융, 보세가공 등을 결합한 복합경제개발구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압록강
건너편 중국 단둥시에 해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조건’을 활용해 압
록강 지역에 유원지를 비롯한 관광유람구를 건설할 계획이다.86) 북한은 2013
년 13개의 신규 경제개발구와 신의주를 ‘특수경제지대’로 개발한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이후 2014년 신의주 지역을 ‘국제경제지대’로 재지정하였다. 또한
북한 당국은 국제경제지대에 대해 “관광, 무역, 첨단기술산업 등을 결합한 세계
적인 특수경제지대, 국제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매혹적인 투자
적지’라고 소개하고 있다.87) 해당 지대 개발은 북한 대외경제성이 중국 랴오닝
성 정부와 2015년 특구 공동개발에 합의하면서 논의가 활성화되었다. 북한 당

표 3-19. 신의주국제경제지대 개발 총계획(2015년)
구분

주요 내용

발전목표

- 최신 정보기술(IT)산업구, 생산산업구, 물류구역, 무역 및 금융구역, 공공봉
사구역, 관광구역, 보세항구 등을 건설

개발면적

- 총 약 38㎢(산업지역, 주민지역, 도로 및 광장지역, 공공건물지역, 공공이
용녹지지역, 창고지역, 공영시설지역 등)

최신 정보기술
산업

생산
무역 금융
관광

- 컴퓨터 및 통신설비 제작, 가정용 전기제품, 계기 및 계량기, 소프트웨어
제품의 해외 진출 모색
- 피복, 전자제품 등 국제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들을 생산 및 가공
- 북중국경 통과지점(조중친선다리, 신압록강대교, 신의주항)을 통한 보세가공
무역, 중계무역, 주식거래를 비롯한 금융봉사 등의 발전
- 민속문화, 유원지, 공원휴식을 비롯한 여행ㆍ휴식산업의 발전

자료: 내나라, http://www.naenara.com.kp(검색일: 2020. 1. 15); 이해정 외(2018b), p. 4 재인용.

86) 외국문출판사(2018), p. 16.
87) ｢北 “신의주특구, 매혹적인 투자 적지”…투자유치 홍보｣(2017. 3. 2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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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 신의주 지역에 최신 정보기술(IT) 산업구, 생산 산업구, 관광구역 등을 건
설해 국제도시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특구개발계획에 고속철도 건
설도 포함시켰는데, 이는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과의 연계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88) 2019년 11월 북한 당국이 중국 사업가를 대상으로 토지
임대에 나섰다는 언론 기사89) 외의 별다른 동향은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황금평ㆍ위화도 경제지대는 금융, 산업, 호텔, 체육 및 건강문화오락, 관광
및 보건, 교육을 비롯한 공공건물들의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들이
관광 및 유희를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을 가진 유원지를 개발할 계획이
다.90) 황금평ㆍ위화도 경제지대는 북한의 황금평 개발과 중국의 라선항 개발
에 대한 수요가 맞물리면서 황금평ㆍ위화도 지역에 대한 공동개발을 추진하게
되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10년 중국 방문 당시 후진타오 중국 주석과 나
선항 사용권을 매개로 ‘라선지구 합작개발 및 황금평 특구합작사업’을 논의한
바 있다. 2011년 6월에는 황금평ㆍ위화도 경제지대와 나선경제무역 지대 착
공식이 개최되며 황금평ㆍ위화도 경제지대 개발이 가시화되었다. 특히 북중은
2011년 ‘조중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경제지대 공동개발총계획요강’을 발
표하고, 이에 따른 발전방향 등을 설정했다. 하지만 당시 특구개발을 총괄했던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2013년 실각하는 등 대외여건이 악화되면서
특구개발이 정체되었다. 이후 수년간 개발 논의는 중단되었으나 2018년 7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황금평 일대를 현지지도하면서 개발 재개 가능성이 제기
되기도 했다.91)
압록강 경제개발구는 신의주시 룡운리와 어적리 일대의 하중도(河中島)인 어
적도와 구리도에 약 6.6㎢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다. 개발 부문은 현대농업, 관
88) 이해정 외(2018b), p. 4.
89) ｢북, 중국인에 신의주 국제경제지대 토지 임대 시작｣(2019. 11. 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3. 16).
90) 외국문출판사(2018), p. 13.
91) 이해정 외(2018b), p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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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휴양, 무역 등을 계획하고 있다. 관광 부문의 경우 압록강의 넓은 수역을 이용
해 유람관광과 요트관광이 가능한 관광지를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
다. 특히 압록강 상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을 활용해 부두나 다리를 건설하면 북
중간 운수가 원활해진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종규(2015)는 북중간 투자계획서
로 추정되는 문서를 입수해 일부 공개했는데, 북중은 어적도지구가 아닌 구리
도지구에 관광시설을 건설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구리도지구 투자는 북한의
‘조선쌍림무역총회사’와 ‘단동금방주국제려행사유한공사’가 공동으로 투자ㆍ
개발한다고 알려졌으며, 투자총액은 약 120억 위안(19억 5,000만 달러) 규모
로 이루어질 계획이다. 그중 합영회사 등록자금은 9억 위안이고, 중국 측에서
나머지 111억 위안의 투자 및 융자를 맡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92)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구리도지구에 5성급 관광호텔, 대형 가무식당, 대형 도박장, 국제
정품면세점, 세계미식거리, 민속휴가촌, 조선특산물, 관광기념품 등 관광오락
시설을 조성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연 100~3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6억~18억 위안(약 1억~2억 3,000만 달러)의 수익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북중은 구리도지구 개발을 통해 관광객 소비효과, 직간접적인 고용효과, 관광
지 부동산의 개발수익 등을 기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93)

다) 만포시
만포시는 자강도 서부에 위치한 행정구역이다. 북동부는 자성군, 동부는 장
강군, 시중군, 남서부는 위원군과 맞닿아 있으며, 서부는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 지린성과 마주하고 있다. 만포시 관광자원은 한국전쟁과 관련된 고산진혁
명사적지와 북한의 관서8경의 하나로 알려진 세검정터를 비롯해 망미정, 만포
읍성, 고산진성, 경성골무덤군 등의 역사유적들이 존재한다. 고산진자연공원,
92) 이종규(2015)는 합영회사 등록자금으로 북한(조선쌍림무역총회사)이 3억 위안, 중국(단동금방주국
제려행사유한공사)이 6억 위안을 출자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93) 위의 책, pp. 7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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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강호자연공원, 연하약수, 미타약수, 외귀약수 등의 자연관광자원도 분포
해 있다.94)
만포시의 교통시설은 평안남도 순천시와 연결되는 만포선, 혜산과 연결되는
혜산만포청년선 등이 있으며, 강계, 우시로 이어지는 2급도로와 자성으로 이어
지는 3급도로 등이 있다.95) 수로도 존재해 만포해운사업소에서 중국으로도 갈
수 있으며, 만포-운봉, 만포-위원 간 수상운수도 활용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
다.96) 한편 중국 지린성 지안(集安)시와 도로ㆍ철도가 연결되어 있다. 숙박시
설로는 만포려관이 있다.

표 3-20. 만포시 주요 관광자원
구분

명칭

자연관광자원

고산진자연공원, 장자강호자연공원, 연하약수, 미타약수 외귀약수

문화관광자원

세검정터, 망미정, 만포읍성, 고산진성, 경성골무덤군

사회관광자원

고산진혁명사적지

자료: 한국관광공사(2003), pp. 223~224; 백과사전출판사 편(2009), pp. 464~465 참고.

북한 당국은 만포시 일대에 만포경제개발구를 지정해 개발에 나서고 있다.
개발범위는 만포시 미타리와 포상리 일부 지역의 대지 약 3㎢다. 개발 부문은
현대농업과 관광휴양, 무역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2013년 ‘경제개발구투자제
안서’에 따르면 벌등섬을 포함한 미타리지구에는 관광과 무역을 결합한 ‘국제
봉사기지’를 만들고 포상리지구에는 현대적인 고리형 순환생산체계(자원순환
농업: 필자 주)를 도입한 농축산업과 약초재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기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그중 관광지 개발은 고산진혁명사적지, 압록강, 미타약수 등
의 관광자원을 활용할 계획이다.97)
94) 백과사전출판사 편(2009), 앞의 책, p. 464.
95) 한국교통연구원, 북한 시도별 도로ㆍ철도DB(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3. 3).
96) 국가경제개발위원회(2013), 위의 책, p. 3.
97) 남성욱(2016), p. 40; 국가경제개발위원회(2013), 위의 책,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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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북중은 2012년에 이미 압록강 상의 벌등도를 관광지로 개발하고, 북중
을 잇는 교량 건설에 합의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식당, 토산물 판매점, 예술단
공연, 중국 지린성 지린(吉林)시와 개발구 인근지역에서의 유람선 관광 등을 상
품화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었다. 다만 그 이후 북중간 추진했던 황금평ㆍ위화
도 경제특구 개발이 지연되면서 벌등도 개발도 함께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이
기도 했다.98)
한편 해당 경제개발구 개발과 별개로 2019년 4월 중국 지안시와 북한 만포
시를 잇는 다리가 개통되면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만포시 1일 관광이 이루어지
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99)
라) 회령시ㆍ경원군
회령시는 함경북도 북부 두만강 연안에 있는 시급 행정구역으로, 남부는 부
령군, 청진시 청암구역, 동부는 경흥군, 경원군, 온성군과 맞닿아 있으며, 북부
는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 동북지방과 마주하고 있다. 김일성 부인인 김정
숙의 고향으로 김정숙혁명사적지가 꾸려져 있는 지역이다. 그 밖에 회령시에는
회령행성, 원산산성, 운두산성을 비롯한 성터와 봉수터들이 있으며, 명승지로
는 동해를 바라볼 수 있는 무산령과 쌍개암이 있다. 회령백살구나무, 회령밤나
무, 연지노랑나비 등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회령오지(그릇), 회
령백살구가 특산품으로 알려져 있다.100)
회령시의 교통시설은 함북선 철도가 연결되어 있고, 도로는 회령-청진 1급
도로, 회령-온성 2급도로 등이 있다. 숙박시설로는 회령려관이 있다. 한편 회
령시에는 회령세관이 있으며, 두만강 건너편에는 중국 지린성 싼허(三合)해관
이 있다. 회령세관은 2014년 엑스선(X-ray) 검색기를 설치해 통관절차를 크게
간소화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2010년대 중반까지 중국인을 대상으로 두만강
98) 이종규(2015), p. 74.
99) ｢중국 지안~북한 만포 다리, 완공 5년 만에 개통｣(2019. 4. 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3. 30).
100) 백과사전출판사 편(2009), pp. 627~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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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회령시 당일버스관광상품도 판매된 것으로 확인된다.101)
경원군은 함경북도 북동부 두만강 하류 연안에 위치한 행정구역이다. 남부
는 경흥군, 서부는 온성군, 회령시, 북부와 동부는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
과 맞닿아 있다. 경원군의 지형은 한반도 동북부 일대에서 비교적 넓은 벌을 가
지고 있으며 중ㆍ저산성 산지가 분포해 있다. 또한 두만강 상에는 강의 퇴적작
용으로 류다섬, 안농섬, 농포섬 등의 모래섬들이 형성되어 있다. 경원군에는 류
다섬혁명사적지, 신건리연봉혁명사적지, 룡계혁명사적지가 있다.102) 그리고
용당, 경원읍성과 성내성, 동림산성, 안원산성, 훈융진성, 조청정계비 등의 역
사유적과 라단산, 리아산, 비파항 등의 자연자원이 분포해 있다. 경원군의 교통
시설로는 경원-온성, 경흥 2급도로와 함북선 철도가 있다.

표 3-21. 회령시ㆍ경원군 주요 관광자원
구분

명칭

자연관광자원

무산령, 쌍개암(이상 회령시), 라단산, 리아산, 비파항(이상 경원군)

문화관광자원

회령행성, 원산산성, 운두산성(이상 회령시), 용당, 경원읍성, 성내성, 동림산성, 훈융
진성, 조청정계비(이상 경원군)

사회관광자원

김정숙혁명사적지(회령시), 류다섬혁명사적지, 신건리연봉혁명사적지, 룡계혁명사적지
(이상 경원군)

자료: 한국관광공사(2003), pp. 298~299; 백과사전출판사(2009), pp. 627~635 참고.

경원경제개발구는 함경북도 경원군 류다섬리에 1.91㎢ 규모로 조성될 종합
형 경제개발구이다. 개발 부문은 전자제품 생산, 수산물가공업, 정보산업제품,
피복가공업, 식료가공업, 관광업 등이다.
경원군 류다섬리는 중국 훈춘(琿春)시와 맞닿아 있는 지역으로, 경원-사퉈쯔
(沙陀子) 통상구가 설치되어 있다. 해당 통상구는 주로 친지 방문 및 관광용 통

101) ｢北, 회령세관 X선 검색기 설치…통관절차 간소화｣(2014. 9. 2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3.
30).
102) 백과사전출판사 편(2009), p. 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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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로 이용되며, 북한은 중국에 석탄과 오징어를 수출하고, 식료품, 기계 및 전
자제품 등을 수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03) 북한 당국은 류다섬을 2개 구역
으로 나누어 개발할 계획이다. 섬 왼편 두만강 상류 지역은 국제상업, 관광, 전
람구역으로, 섬 오른편 두만강 하류 지역은 개발산업으로 설정하였다. 국제상
업ㆍ관광ㆍ전람구역은 검사구획, 보세물류구획, 회의전시중심과 생태온실구
획, 음식거리와 민속건축구획, 휴양 및 요양촌 등을 건설하고, 개발산업구역은
첨단산업구획과 일반산업구획으로 나누어 개발할 계획이다.

마) 기타: 온성섬관광개발구, 청수관광개발구
북한의 북부권에는 기존에 관광이 이루어지는 지역 외에도 온성섬관광개발
구와 청수관광개발구 등 경제개발구가 지정되어 새로운 지역의 관광업 육성이
모색되고 있다.
우선 온성섬관광개발구는 함경북도 온성군의 온성섬 전체 지역(약 1.7㎢)을
개발 범위로 한다. 북측은 이 일대에 9,000만 달러를 투자해 관광휴양지구로 개
발할 계획이다. 2013년 12월 북한 국가경제개발위원회는 중국 지린성 투먼(图
们)시 정부와 ｢온성도합작개발협의(合作开发稳城岛框架协议)｣를 체결했다. 이
를 통해 중국 투먼-북한 온성 다국적 문화관광합작구 건설항목(中国图们朝鲜稳
城跨境文化旅游合作區建设项目)이 정식화되었다. 북중은 온성섬 일대의 중국과
북한 지역을 하나로 묶어 중국이 개발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개발계획은 중국
의 북한 문화와 조선족 문화를 주제로 여행, 문화공연, 레저스포츠, 민족전통식
당, 휴양, 면세품 쇼핑, 관광상품이 종합된 합작구를 건설한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04) 2015년 온성섬 일대에 기존 도로 보수나 새 도로가 생기는 등 일부 변
화가 감지되었으나,105) 2020년 현재까지 그 밖의 동향은 파악되지 않는다.
103) 서종원, 노상우(2014), p. 3.
104) 총 계획면적은 5.38㎢이며(개발구역은 중국 투먼시의 량슈이쩐(凉水镇) 허둥 제도(河东群岛)와 중
국 측 개발구, 북한 온성섬 구역이다. 총 투자액은 50억 위안으로 알려져 있다. 강채연(2019), p. 61.
105) ｢北, 함경북도 ‘온성섬 관광개발구’ 개발 시작｣(2015. 11. 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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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성군은 한반도 최북단에 위치한 함경북도 행정구역이다. 동부는 경원군,
남부는 회령시와 맞닿아 있으며 북부와 서부는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과
마주하고 있다. 온성군은 비교적 산지가 많아 월파산(659m), 삿갓봉(740m),
증산(1,040m), 방항령(947m) 등이 솟아 있다. 두만강 연안에는 온성벌(60㎢)
등 비교적 넓은 벌이 펼쳐져 있으며, 두만강 상에는 퇴적작용으로 인해 생겨난
온성섬, 하동하섬, 수구포섬 등의 모래섬들이 형성되어 있다.106)
온성군에는 왕재산혁명사적지, 온성지구혁명전적지가 존재한다. 왕재산혁명
사적지에는 왕재산대기념비, 왕재산혁명사적비, 왕재산혁명박물관이 위치한다.
또한 동관진 원시유적지, 수항루, 두만강행성, 온성읍성 등의 역사유적이 존재하
며, 온성물고기화석층, 삼봉고동물화석층 등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온성군의 교통시설로는 온성-남양구, 회령시, 경흥군 등으로 이어지는 2급
도로와 함북선 철도가 있다.107) 인접 중국 투먼시와는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어
있다. 최근 온성-투먼 간에는 새로운 교량을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2019년 7월 현재 교량의 구조물 공사가 끝나고 상판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108)

표 3-22. 온성군 주요 관광자원
구분

명칭

역사자원

동관진 원시유적지, 온성물고기화석층, 삼봉고동물화석층, 수항루, 두만강행성, 온성읍성

체제선전자원
천연기념물

왕재산혁명사적지, 온성지구혁명전적지
온성물고기화석층, 삼봉고동물화석층

자료: 한국관광공사(2003), pp. 297~298; 백과사전출판사 편(2009), pp. 634~635 참고.

청수관광개발구는 삭주군 청성노동자구와 방산리 일대에 지정되어 있다. 총
면적은 약 38㎢이다. 2014년 10월 30일 북한은 해당 경제개발구의 관광개통
106) 백과사전출판사 편(2009), pp. 634~635.
107) 한국교통연구원, 북한 시도별 도로ㆍ철도DB,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3. 3).
108) 오수대(2019), 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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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진행했다. 당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관광개통식’은 평안북도 인민위원
회와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 정부, 단둥해외여행사유한공사의 협조로 현지에
서 진행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북한 당국은 이미 있는 관광자원을 중심으로
관광과 개발을 병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일성 주석의 아버지인 김형직의
활동을 소개한 청수혁명사적지와 여울골혁명사적지, 한국전쟁 때 파괴된 청성
다리 등을 활용하고, 민속촌, 문화오락구역, 과일 및 산나물ㆍ김치 가공공장,
샘물공장 등을 새로 건설하고, 인근 야산에는 복숭아 과수원을 조성해 관광지
로 만들 예정이다.109) 다만 2014년 관광개통식 이후 2020년 현재까지 개발
상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청수관광개발구가 위치한 삭주군은 평안북도 북부에 위치한 행정구역이다.
동부는 창성군, 대관군, 남부는 대관군, 천마군, 서부는 의주군과 맞닿아 있으
며, 북부는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 동북지방과 마주하고 있다.
삭주군의 관광자원은 수풍호와 삭주검산, 삭주온천 등 자연자원과 구진성, 방
산성, 삭주읍성, 옥강진성, 단성, 청성산성, 청성진성 등 역사유적들이 있다. 천
연기념물로는 삭주황목련군락, 좌리전나무와 삭주린회석광체로두 등이 지정되
어 있다.110) 삭주군 인근 천마군에는 극성렬성, 서고리성 등이, 의주군에는 통군
정, 의주읍성, 의주남문 등이, 대관군에는 대삭주성 등 성곽유적들이 존재한다.
삭주군의 교통시설로는 삭주-신의주, 정주, 창성 등으로 이어지는 2급도로
와 인근 삭주군 수풍노동자구에 수풍선과 압록강선 철도가 연결되어 있다.111)
표 3-23. 삭주군 주요 관광자원
구분

명칭

자연관광자원

수풍호, 삭주검산, 삭주온천, 삭주황목련군락, 좌리전나무, 삭주린회석광체로두

문화관광자원

구진성, 방산성, 삭주읍성, 옥강진성, 단성, 청성산성, 청성진성

자료: 한국관광공사(2003), pp. 198~200; 백과사전출판사 편(2009), pp. 446~447 참고.
109) ｢北, 압록강 인근 평북 ‘청수개발구’ 관광 개시｣(2014. 10. 3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3. 30).
110) 한국관광공사(2003), pp. 199~200; 백과사전출판사 편(2009), pp. 446~447.
111) 한국교통연구원, 북한 시도별 도로ㆍ철도DB,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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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정은 시대의 자체 관광지 개발사업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 당국은 여러 지역에서 자체적인 관광지
개발사업에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삼지연시 개발사업,112) 원산갈마해안관광
지구, 양덕온천문화휴양지 등이 건설됐거나 진행 중이다. 이 절에서는 위의 3
개 개발사업의 개발 배경 및 경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 당국이 자체 관광지 개발에 나선 배경으로는 대내외적 요인이 함께 작
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외적 요인으로는 외자 유치의 어려움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집권 초기인 2013년
에 야심차게 경제개발구 정책을 펼치며 외자 유치를 통한 관광지 개발을 모색
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핵미사일 개발을 병행함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북제
재가 점차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북부권 일대에서 중국과의 경제개발구 공동
개발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특히 2017년 9월 유엔 안보리결의 제2375호에
따라 북한과 합작사업 설립ㆍ운영ㆍ유지가 전면 금지되면서 외자 유치에 어려
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내적 요인으로는 우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로 외화수급이 어려워지
면서 관광지 개발을 통해 주민들의 유휴자금을 흡수할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당국의 관광지 개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애민주의’로 설명
되기도 하지만, 북한 당국이 주민들로부터 자금을 걷어들여 재정을 보충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주민들이 관광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교통비나 시설이
용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외국자본이 아닌 자체적인 개발을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관광지
개발상을 구현하고자 하는 시도일 수 있다. 뒤에서도 언급하겠지만 북한 당국
은 위의 3개 개발지에 대해 ‘본보기 건설’, ‘우리식 건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
112) 북한 당국은 2019년 12월 11일 삼지연군을 삼지연시로 승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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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는 이전 시대와는 다른 김정은 국무위원장 시대만의 독특하고 현대
적인 관광지를 만들겠다는 구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북한 당국이 전국의 유망 관광지 중 몇 곳을 선정해 해당 지역
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를 진행하는 것일 수 있다. 양덕군을 차치하더라도 삼지
연시와 원산시는 각각 북한을 대표하는 산림자원과 해양자원이 분포한 지역이
다. 특히 이 두 지역에는 남한과 중국 등이 개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무봉국제
관광특구와 원산-금강산관광특구가 지정되어 있어 외자 유치를 통해서도 개발
이 가능한 지역으로 분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자체적인
개발에 나선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외자 유치가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나
향후 활발한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기대하면서 수익 극대화 방안을 강구했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삼지연시 개발사업, 양덕온천문화휴양지는 유
망 관광지라는 점 외에도 개발상의 유사성들이 존재한다. 우선 군(軍) 중심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0년대부터 북한 당국은 대규모 건설현장에 군을
투입하고 있는데, 위의 세 건설사업도 군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고 있다. 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3년 제시한 ‘경제ㆍ핵무력 건설 병진노선’과 관련이
있다. 이 노선은 핵무기 등 비대칭전력을 강화하는 한편, 군병력을 건설현장에
투입함으로써 군이 경제발전을 견인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특히 2018년 4월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해당 병진노선의 종결을 선언하고,
‘전당, 전국이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것’을 새로운 전략적 노
선으로 제시113)함에 따라 경제개발에서의 군의 역할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또한 2018년 8월 첫 양덕온천문화휴양지 현지지도에서
“무슨 일이든 조건타발부터 앞세우는 내각과 성, 중앙기관들에 맡기지 말고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 문명의 개척자인 인민군대가 맡아 하여야 당의 구상과
113) ｢김정은,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 새 전략노선 천명｣(2018. 4. 2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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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대로 빠르게 진척될 수 있다”고 하면서 “인민군대가 건설력량과 자재보장
에 이르기까지 일체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아야 한다”며 군이 중심이 된 건설
을 강조하기도 했다.114)
그다음으로는 관광지 개발뿐만 아닌 지방공업을 강조하며 해당 지역의 공장
신축 및 기존 공장의 현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삼지연시 개발
사업과 양덕온천문화휴양지에서 두드러진다. 삼지연시의 경우 2017년 감자가
루생산공장, 2019년 가루비누공장과 들쭉음료공장 등이 새로 건설됐으며, 양
덕군에는 식료공장, 산과실가공공장, 화학공장, 종이공장, 일용품공장, 박제품
공장 등이 신규 건설 혹은 현대화되었다.115) 이는 해당 지역에 다양한 산업시
설을 구축함으로써 관광업뿐만 아니라 지방 경제의 자립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마지막으로 세 건설사업 모두 스키장 등 레저스포츠 관련 시설들이 들어섰
다는 점이다. 이는 김정은 시대 관광산업의 특징인 체험형 관광시설의 확충과
관련이 깊으며, 해당 관광지들을 사계절 휴양지로 만들기 위한 조치로 판단된
다. 양덕온천문화휴양지의 경우, 개발 초기에는 온천 개발만 계획하였다가 스
키장과 승마장, 실내 체육시설 등이 건설되기도 했다.

가. 삼지연시 개발사업
삼지연시 건설은 ‘산간문화도시의 표준, 사회주의 이상향’을 표방하며 추진
되는 사업이다. 북한에서는 ‘삼지연시 꾸리기’라고 불린다. 양강도 삼지연시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 아래 첫 동네’라 불리며 주민들에 대한 선전교육 및 내부결
속에 활용해왔던 지역으로, 북한에서 정치적 상징성이 큰 곳이다. 삼지연시 개
발사업은 2016년 11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지지도 이후 본격화되기 시작
114) 뺷로동신문뺸(2018. 8. 17).
115) 뺷로동신문뺸(2019.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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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2020년 현재 2단계 공사가 완료된 상황이다. 다만 2013년 말부터 삼지연시
개발을 위한 다양한 건설사업이 진행된 바 있다. 2013년 11월 김정은 국무위
원장은 당시 삼지연군을 집권 이후 처음으로 현지지도하며 군(軍) 및 선수 훈련
용으로 활용되던 ‘백두산지구체육촌’의 리모델링을 지시하였다. 이와 같은 조
치는 당시 마식령스키장 건설사업과 함께 추진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삼지
연시로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 6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백두산
관광철도의 일부로 알려진 혜산-삼지연 철도 개건사업이 진행되기도 했다.116)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6년 11월 삼지연시 개발사업을 지시하며 “위대한
장군님의 고향군이며 우리 인민의 마음의 고향인 삼지연군을 훌륭히 꾸리는 것
은 우리들의 마땅한 도리”라며 “혁명의 고향집이 자리잡고 있는 삼지연군을 이
세상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본보기 군, 표준 군, 모범 군으로 특색 있
게 꾸리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떨쳐 나서자”고 주문했다.117) 당초 삼지연시
개발계획은 2021년까지 4단계로 나누어 진행하는 것이었으나, 2018년 10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개발을 3단계로 줄이고, 조선노동당 창건 75주년인 2020
년 10월까지 완공할 것을 지시하면서 계획이 변경되었다. 1단계 공사는 2017
년(추정)부터 2019년 4월까지 진행됐으며, 2단계 공사는 2019년 12월 3일에
완료되었다.
삼지연시 개발에 관한 구체적인 단계별 개발계획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북
한 뺷로동신문뺸을 통해 일정 정도 추정 가능하다. 이에 따르면 삼지연시 건설계
획은 2018년 7월까지 교양구획, 살림집구획, 현대거리구획, 산업구획, 체육문
화교육구획, 상업봉사구획, 관광구획으로 나뉘었으나, 동년 8월부터는 교양구

116) 신용석, 최경은(2019)에 따르면, 혜산(위연)-화전-가림-간상봉-차가수-독산-삼포-리명수-건창베개봉-삼지연(스키장)-못가역 등으로 이어지는 10개 역이 새로 건설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
당 공사는 2018년 8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노반공사의 부실함을 질타받고 2019년 10월 재완공
되었다.
117) ｢北 김정은, 삼지연군 찾아 김정일 추모…“염원 이뤄야”｣(2016. 11. 2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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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 군급기관구획, 살림집구획, 지방공업구획, 상업봉사구획, 체육문화구획,
교육보건구획, 관광구획으로 변화하였다.118) 기존의 현대거리구획 대신 군급
기관구획이 등장했으며, 산업구획은 지방공업구획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체
육문화교육구획은 체육문화구획, 교육보건구획으로 분화되었다. 군급기관구
획은 시로 승격하기 전 행정기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선제조치였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지방공업구획은 삼지연시의 주요 생산품이 감자와 들쭉 등을 가공한
제품들이기 때문에 지방공업119)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체육
문화구획과 교육보건구획 분화의 경우, 2018년 8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삼
지연시 인민병원 건설을 지시함에 따라 교육보건구획을 별도로 설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3-6. 삼지연시 읍지구의 건축물 계획

자료: 조선중앙통신(2018. 7. 10).

118) 뺷로동신문뺸(2017. 8. 10); 뺷로동신문뺸(2018. 8. 19).
119) 북한의 지방공업은 식료품, 일용품 등 경공업제품을 주로 생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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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최대식(2019)은 조선중앙TV를 인용해 삼지연시 국토건설총계획의
주요 사업지구계획에는 삼지연시 읍 건설 외에도 백두산천지지구 건물ㆍ시설
물 개건계획, 백두산밀영노동지구 건설계획, 무봉노동지구 살림집 및 공공건
물 이설배치계획, 리명수노동지구 건설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소개하
고 있다.120)
북한 『로동신문』과 국내 연구물을 종합해보면 1~2단계에서는 삼지연시로
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도로 및 철도공사와 삼지연읍 내 교양시설, 공공건물,
살림집, 호텔, 상점 등 서비스 시설, 체육ㆍ문화ㆍ보건 시설, 공장 등이 건설되
었다. 2020년에 진행될 3단계는 삼지연읍 이외의 지구와 농장 개발을 계획하
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121)

그림 3-7. 삼지연읍 전경

주: 왼편은 2018년 3월 29일자, 오른편은 2019년 9월 26일자 위성사진임.
자료: Google Earth(검색일: 2020. 1. 21).

120) 최대식(2019), p. 46 재인용.
121) 뺷로동신문뺸(2019. 8. 16)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8월 현지지도 당시 “삼지연군 꾸리기 2단계 공사
의 마무리를 잘하는데서 나서는 과업들과 주변지구, 농장들을 일신시키기 위한 3단계 공사에서 제기
되는 과업들을 제시”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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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삼지연시 읍건설 총계획안

자료: 조선중앙통신(2019. 4. 4).

나.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이하 갈마지구)는 북한 당국이 원산시 갈마반도에 조
성하려는 관광지구로 “우리식 해안도시 건설”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원산만
남동쪽에 위치한 갈마반도에는 명사십리와 송도원해수욕장 등 북한에서 유명
한 관광지들이 위치해 있으며,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원산갈마지구를 해안관
광지구로 유망한 곳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특히 해당 지역 개발을 “조선의 관광
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올려세우는 데서 전환적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현대적
인 갈마비행장이 자리잡고 있는 이곳에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가 꾸려지면 국
내외 관광객들의 관광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여러 관광지
와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를 연결하는 중간 체류 장소로서 아주 이상적”이
라고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122)
122) 신용석, 최경은(2019), p.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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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마반도개발계획이 대외에 공개된 것은 2014년 5월 경제개발전문가토론
회(평양 양각도국제호텔 개최)에서 발표된 ‘원산-금강산 지구 총계획’에 갈마
반도지구가 포함되고서부터이다. 그런데 동년 6월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원회 정령을 통해 공식화된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에서는 갈마반도지구
에 대한 언급이 없어123) 해당 지구가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에 속하는지 여
부는 확실하지 않다. 특히 북한에서 발간한 뺷2015년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
대투자대상안내서뺸 및 뺷원산시 중동토지종합개발대상 투자제안서뺸, 2018년
외국문출판사의 뺷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요경제지대들뺸 등 투자제안서,
안내서 등에는 갈마지구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는 해당 지구가 원산-금강산국
제관광지대에 속하지 않거나, 속한다면 자력으로 개발하되 나머지 지구는 외자
유치를 통해서 개발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 당국은 갈마지구의 개발에 앞서 군용으로 활용하였던 갈마비행장을
2013년부터 2년간 개건하였다. 또한 민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관광객
의 접근성을 강화시켰다. 개건사업에 따라 기존 2,400m 길이의 활주로는
3,000m 이상으로 연장됐으며, 동쪽 부지에 3,500m 신활주로가 추가로 마련
됐다.124) 북한 국가설계지도국은 규모 면에서 12대 비행기와 연간 120만 명의
이용객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125)
2013년 북한 당국이 야심차게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및 갈마지구 개발
계획을 발표했지만, 갈마지구 개발은 순탄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2018년에 와
서야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7년과 2018년
신년사에서 갈마지구 개발을 언급하며 각각 ‘역량 집중’, ‘최단기간 내 완공’을

123)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는 원산지구, 마식령스키장지구, 울림폭포지구, 석왕사지구, 통천지구,
금강산지구 등 총 6개의 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면적은 446㎢에 달한다. 외국문출판사(2018),
앞의 책, p. 9.
124) 최대식(2018), pp. 53~54.
125) ｢갈마 국제공항, 군사목적 활용도 더 높아…전투기 20대 은폐｣(2018. 2. 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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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고,126) 많은 노동력을 투입127)하며 개발을 독려하고 있다.
갈마지구는 호텔들과 해양체육 및 문화오락시설 등이 조성되며,128) 해당 지
구가 8개 이상의 구획으로 나뉘어 건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129)될 뿐, 구체적
인 건설계획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삼지연시나 양덕온천문화휴양지 개발의 경
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지지도 기사를 통해 해당 지구의 개발계획을 일정
정도 유추할 수 있었으나, 갈마지구의 경우 참고할 만한 보도자료가 확인되고
있지 않다. 개발계획을 유추해볼 수 있는 자료로는 2014년 원산-금강산지구
총계획 정도다. 이에 따르면 갈마지구는 두남산지구, 중심지구, 명사십리구역
으로 나뉘어 개발되며, 총 1,400㏊의 면적에 숙박구, 회의 및 전시박람구, 체육
경기구, 경제개발구, 상업편의봉사구 건설을 계획했던 것으로 보인다. 갈마반
도 두남산지구에는 민박숙소, 수중호텔, 계절 임시숙박구, 화초공원, 극장, 연
회장, 국제회의장, 전시 및 박람회장, 체육경기장, 골프장, 과학기술개발구, 공
업 및 농업개발구 등을, 명사십리구역에는 10만 명을 동시에 수용 가능한 해수
욕장과 각종 별장, 유희장, 자연공원, 물놀이장 등을 배치하고, 그 주변 해안가
에 연 25만 명 능력의 여객부두 및 정박장 건설을 계획하였다. 하지만 2018년
북한 언론매체에 공개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 총배치계획도에서는 두남
산지구는 제외되고 명사십리해수욕장 지역에 한정한 것으로 파악된다.130) 해
당 총배치계획도는 2014년 경제개발전문가토론회의 발표자료의 배치계획도
는 건물 배치나 토지이용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2014년 개발계획이 현재
개발에 어느 정도 반영되었을지는 알 수 없다.

126) 신용석, 최경은(2019), p. 68.
127) DailyNK는 대북소식통과의 인터뷰에서 갈마지구 건설사업에 군인 12만 명과 주민 2만 명이 동원
됐다고 보도하였다. ｢김정은, 강원도 관광지 개발사업에 군인 12만ㆍ주민 2만 명 동원｣(2018. 1.
2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3. 15).
128) ｢북, 강원 원산시 갈마지구 관광지로 조성｣(2016. 7. 1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3. 15).
129) ｢북 김정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장 등 현지지도｣(2018. 8. 17),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3. 15).
130) 최대식(2018), 앞의 글, p.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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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원산갈마반도지구 배치계획도(2014년)

자료: 최대식(2018), p. 54 재인용.

그림 3-10.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 총배치계획도(2018년)

자료: 『로동신문』(2018.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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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마지구 건설은 전 국가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완공 시기를 공식적으로
3차례 연장(2019년 4월 15일 → 2019년 10월 10일 → 2020년 4월 15일)하
는 등 건설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삼지연시 개발사업이나 양덕온천
문화휴양지에 비해 많은 고층건물이 건설되고 있어 건설자재 등 재원 조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2020년 3월 북한의 대외 선전매체인 ‘조
선의 오늘’은 갈마지구 내 건물들의 내부공사 및 조경공사가 진척되고 있다고
밝혔으나,131) 2020년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자재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2020년 4월 완공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최근 북
한 당국이 평양종합병원 건설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어, 원산갈마해안관
광지구의 내외부 공사 마감을 위한 설비나 자재 등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이 구
비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132)
한편 갈마지구의 개발 진척상황을 Google Earth의 위성사진을 확인해본
바, 2018년 11월 말에는 거리가 정돈되지 못하고 대부분의 건물이 건설 중이
다. 하지만 2019년 말 위성사진에서는 외형적으로 대부분의 건물이 완공되었
고, 거리도 상당히 정리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31) ｢北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 “내부공사-조경사업 한창”｣(2020. 3. 17),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4. 19).
132) ｢北 ‘4ㆍ15 완공’ 제시한 원산갈마 완공식 소식 없어…무슨 일?｣(2020. 4. 17),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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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전경 변화(2017년 11월~2019년 12월)

주: 상단부터 2017년 11월 4일, 2018년 11월 30일, 2019년 12월 6일자 위성사진임.
자료: Google Earth(검색일: 2020.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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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양덕온천문화휴양지
양덕온천문화휴양지(이하 양덕휴양지)는 평안남도 양덕군 온정리에 위치하
며 2018년 8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지지도 이후 개발에 착수했으며, 2019
년 12월에 완공되어 운영 중이다. 양덕휴양지는 “농촌마을 건설 및 온천관광문
화지구의 본보기”로 건설되었다. 이 휴양지가 위치한 양덕군은 평안남도 남동
부 내륙에 위치한 행정구역으로 함경남도, 강원도, 황해북도와 맞닿아 있어 북
한의 서해안와 동해안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상 중요한 위치에 있다.133) 양덕군
에는 평라선(평양~라선) 철도와 평안남도 신양, 맹산, 강원도 원산, 함경남도
고원, 황해북도 신평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놓여 있으며, 평안남도 도소재지인
평성까지 철도로 99.9㎞, 도로로 144㎞ 떨어져 있다. 군 내에는 대탕지와 양덕
온천(소탕지), 석탕온천 등 유명 온천이 위치하며, 천연기념물인 양덕노각나
무, 양암성, 백운사, 무난동, 용천폭포, 수덕성, 대흥리5층탑, 덕만대 등의 관광
자원이 분포해있다.134)
사실 양덕군은 오랜 기간 주목을 받지 못했던 지역이다. 석탕온천, 대탕지 등
온천이 유명한 지역이기는 하나, 함북 경성군 온포온천, 경성(주을)온천, 황남
옹진군 옹진온천, 평남 온천군 평남(룡강)온천 등에 밀려 1960년대 초반 이후
온천휴양소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135) 특히 김정은 시대 이전 김일
성ㆍ김정일의 양덕군 현지지도 또한 1940년대 후반 이후 거의 이루어지지 않
아 특기할 만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양덕군을 “농촌마
을 건설, 온천관광문화지구의 본보기”로 건설하게 된 배경에는 양덕군의 높은

133) 양덕군 북부는 함경남도 수동구, 동부는 강원도 천내군과 법동군, 남부는 황해북도 신평군, 서부는
평안남도 신양군과 맞닿아 있다.
134) 한국관광공사(2003), pp. 177~179; 백과사전출판사 편(2009), pp. 408~409.
135) 석탕온천의 경우 1958년 보건성휴양소로 발족해 1959년 석탕정양소, 1962년 석탕온천요양소로
개편되었으며, 대탕지온천은 1948년 휴양소가 건설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북한지역정보넷, 석
탕온천,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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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136) 실제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8
월 첫 양덕군 현지지도에서 “양덕군은 우리나라 동서부철도의 중간지점으로 4
개 도에 경계를 두고 수많은 군과 리들을 이웃하고 있고 평양-원산고속도로도
가까이에 있어 교통이 편리하여 좋다”고 언급하기도 했다.137)
양덕휴양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과 2019년 사이에 총 7차례 현
지지도에 나설 만큼 지대한 관심을 보인 건설사업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8월 처음으로 양덕군을 찾을 당시에는 ‘휴양 및 요양시설이 갖춰진 종
합적인 봉사기지’를 건설할 것을 지시했으나, 2019년 4월 현지지도에서 스키
장 건설을 새롭게 주문하면서 휴양지의 성격이 ‘독특한 다기능 체육문화휴양
지, 료양치료기지’로 변화했으며, 스키장 외에도 승마공원, 실내체육시설 등을
조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양덕휴양지는 2019년 12월 7일 준공식이 열렸으며, 2020년 1월 15일부터
영업을 개시하였다. 영업 초반에는 휴양지 건설에 참여한 군인, 돌격대원과 그
가족, 평안남도 노력혁신자들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138) 평양시 주
민들이 양덕휴양지 상품을 구매하는 곳은 평양고려국제여행사이며, 평양-온정
행 열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139) 개장 이후 2020년 4월 현
재까지 양덕휴양지가 외국인 관광에 활용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개장 직후인 1월 22일 북한 당국은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

136) 뺷로동신문뺸(2018. 11. 1)에 따르면, 2018년 당시 북한 당국은 온천관광지 개발과 관련해 양덕온천
문화휴양지 건설사업과 함께 함북 경성군 온포온천휴양소 개건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
된다.
137) 뺷로동신문뺸(2018. 8. 17).
138) 뺷로동신문뺸(2020. 1. 15).
139) 해당 여행사는 2015년 1월 설립되었으며, 외국인과 해외동포,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관광사업을 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평양, 개성, 원산, 마전, 묘향산, 금강산, 마식령스키장 등에 사무소를 두고
해당 지역 관광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일반관광뿐만 아니라 스키관광 등 레저관광상
품을 주로 취급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평양고려국제여행사 “특색 있는 관광상품 더 개발할 것”｣
(2015. 9. 2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3. 15); 조선관광, http://tourismdprk.gov.kp(검색
일: 2020. 1. 1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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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의 입국을 일시 중단했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
성이 높다. 주민 관광도 마찬가지로 동년 2월 초까지는 위생방역증을 받은 사
람에 한해 양덕휴양지 입장을 허가했지만, 2월 25일부터는 목욕객을 제외한
관광객을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140)

그림 3-12. 양덕온천문화휴양지 전경 및 실내ㆍ외 온천탕

자료: 상단 전경 사진: 『로동신문』(2019. 12. 9); 하단 실내외 온천탕 사진: ｢북한 양덕온천문화휴양지 실내온천탕｣(2020.
1. 2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3. 15).

140) ｢북한, 코로나19로 양덕온천 등 공공시설 운영 중단｣(2020. 2. 2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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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여행사의 북한 관광상품 분석
가. 분석 대상
이 절에서는 2020년 현재 해외 여행사가 판매 중인 북한 단체관광상품을 분
석해 북한 관광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을 도출하고자 한다.
분석 대상은 북한의 공식 관광홍보 웹사이트인 ‘조선 관광’에서 소개하고 있
는 40개의 연계(파트너) 여행사 중 2020년 북한 관광상품을 판매하는 32개 여
행사(이하 해외 여행사)로 선정하였다. 해당 여행사들이 소재하는 국가는 러시
아가 7곳으로 가장 많고, 중국과 독일이 각각 6곳, 네덜란드 3곳, 벨기에 2곳,
영국 2곳 등 총 12개 국가에 위치하고 있다. 대부분 일반적인 여행사이지만, 일
본 중외여행사와 같이 북한 내 국영국제여행사(고려항공, 조선국제려행사)의
해외 판매창구인 곳도 존재한다. 32개 여행사 목록은 [표 3-24]와 같다.

표 3-24. 북한 관광상품을 판매 중인 북한의 파트너 해외 여행사 현황
번호

여행사 명

소재국

1

반드 뜨레벨려행사
Vand

러시아

2

려행 및 견학 울라지보스또크려행사(약칭 울라드뷰로)
Vladtravel

러시아

3

오리엔딸 디스까베리그룹
Orientaltravel

러시아

4

미라클려행사
Miracletour

러시아

5

차이나 뜨레벨려행사
Chinatravel

러시아

6

달인뚜리스뜨려행사
Dalintourist

러시아

7

엔코리언려행사
Nkorea

러시아

8

영국 고려려행사
Koryo Tours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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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 계속
번호

여행사 명

소재국

9

영국 양파이어니어려행사
Young Pioneer Tours(YPT)

중국

10

중국심양청년국제려행사
Korea Tour Gateway(KTG)

중국

11

단동중국국제려행사유한공사
丹东中国国际旅行社有限公司

중국

12

료녕해협국제려행사유한공사 단동분공사
辽宁海峡国际旅行社有限公司丹东分公司

중국

13

베이징중세금교국제려행사유한공사 단동분공사
北京中世金桥国际旅行社有限公司丹东分公司

중국

14

도이췰란드조선려행봉사소
Deutsche Korea-Reisedienst

독일

15

도이췰란드평양트라벨려행사
Pyongyang Travel Deutschland

독일

16

도이췰란드챠이나한자려행사
China Hansa Travel

독일

17

도이췰란드이카루스려행사
IKARUS TOURs GmbH

독일

18

도이췰란드슈테펜푹스려행사
Steppenfuchs Reisen, Deutschland

독일

19

도이췰란드엔트덱크-디-웰트려행사
Entdeck-die-Welt, Deutschland

독일

20

네데를란드요웨이투거우려행사
Yourway2go, The Netherlands

네덜란드

21

네데를란드코닝앞려행사
Koningaap, The Netherland

네덜란드

22

네데를란드브이엔씨려행사
VNC Asia Travel, Netherland

네덜란드

23

벨지끄요웨이투거우려행사
Yourway2go, Belgium

벨기에

24

벨지끄코닝앞려행사
Koningaap, Belgium

벨기에

25

영국 주체려행사
Juche Travel Services

영국

26

영국리젠트려행사
Regent Holiday, United Kingdom

영국

27

스위스투어아시아려행사
Tourasia

스위스

28

스웨리예 코레아콘쌀트려행사
Korea Konsult AB, Sweden

스웨덴

126 • 북한의 관광정책 추진 동향과 남북 관광협력에 대한 시사점

표 3-24. 계속
번호

여행사 명

소재국

29

오스트리아윈드로제려행사
Die Windrose ReisekontorLoizenbauer

오스트리아

30

뽈스까 로고스려행사
Logos Travel Marel Sliwka, Poland

폴란드

31

싱가포르유니버썰려행사
Universal Travel Corporation Pte Ltd.

싱가포르

32

중외려행사
中外旅行社

일본

주: 조선관광 홈페이지의 표기법을 사용하였음.
자료: 조선관광, http://tourismdprk.gov.kp(검색일: 2020. 1. 15).

나. 특징
32곳의 해외 여행사가 판매하고 있는 2020년 북한 관광상품을 분석한 결
과,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도출되었다.
첫 번째로 2020년 북한이 외국인 관광객에 개방한 지역은 2010년대 초반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한국관광공사가 발간한 뺷2011 북
한관광백서뺸에 따르면, 당시 북한 당국이 외국인 관광객에 공개한 지역은 평
양, 개성, 묘향산, DMZ, 남포, 사리원, 청진, 원산, 혜산, 안변, 칠보산, 백두산
등이다. 특히, 당시 네덜란드의 ‘VNC Asia Travel’은 개인의 여행계획을 세우
는데 평양, 남포, 구월산, 개성, 판문점, 묘향산, 신의주, 해주, 금강산, 원산, 함
흥, 칠보산, 백두산, 나진 등을 여행 가능한 도시로 홍보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141) 2020년 현재, 각 여행사가 판매하는 상품에서 나타나는 관광개방지
역은 위의 2011년 한국관광공사의 내용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2020년
현재 32개 여행사가 북한을 관광하는 지역은 평양, 서해권(개성, 묘향산, 구월
산, 정방산, 남포, 사리원, 은율, 해주, 안주, 회창), 동해권(나선, 청진, 경성, 칠
보산, 원산, 금강산, 법동, 안변, 부전), 북부권(신의주, 회령, 백두산)으로 정리
141) 한국관광공사(2011), p.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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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142) 표면상으로 김정은 시대 들어 개방 지역에 추가된 것으로 보이는 지
역은 은율, 안주, 회창, 법동, 부전 등으로 보인다. 하지만 안주와 회창에는 중
국인민지원군열사릉원이 존재하고, 부전 울림폭포는 이미 2000년대 관광지
개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존에도 관광지로 활용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법동의 경우, 김정은 시대에 마식령스키장이 개발되면서 외국인 관광에
활용되고 있으며, 은율의 경우, 인근 구월산이 관광지로 활용되고 있었으나 최
근 지역 관광이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김정은 시대 관광개방
지역이 이전 김정일 시대의 그것과 크게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 것은 경제개발
구 개발이 본격화되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 김정은 정권은 2013년 이후 각 지
역에 소규모 경제개발구(특수경제지대)를 지정하며 관광지 개발을 위한 외자
유치에 나서고 있으나, 핵미사일 개발 문제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장기화됨
에 따라 적극적인 개발에 나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북미 비핵
화협상 전개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북투자가 활성화될 경우, 경제개발구 지역을
중심으로 관광개방 지역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특징은 북한 입국경로 및 관광일정상 이동경로가 매우 제한적이라
는 것이다. 대부분의 북한 관광상품은 북중변경관광을 제외하고 평양에서 시작
해서 평양에서 끝난다. 즉 평양 외의 경로를 통해 입국하는 상품은 매우 적다.
32개 여행사의 관광상품 중 평양 외 지역에서 관광이 시작되는 경우는 주로 중
국 투먼에서 북한 회령으로 입국하거나, 시베리아횡단철도를 통해 러시아 하산
에서 북한 나선으로 이동하는 경우이다. 또한 평양 외 지역에서 관광이 종료되
는 상품은 북한 관광을 마치고 평양에서 중국 단둥(丹东)으로 넘어가기 전 여행
사의 추가 상품을 구매해 신의주를 단기 관광하거나, 나선을 관광한 뒤 시베리
아횡단열차를 타고 러시아 하산으로 이동하는 경우 등이다.
이와 더불어 묘향산ㆍ개성 등 서해권 관광의 경우 평양을 벗어나 숙박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서해권 관광은 일반적으로 오전에 평양에서 서해권 도시로
142) 이 보고서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지 않은 중국여행사들은 북중 접경지역에서 이보다 많은 지역을 관
광지로 활용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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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해 관광을 하고, 오후에 다시 평양으로 돌아와 저녁식사와 숙박을 해결한
다. 이와 같은 이동경로가 나타나게 된 배경에는 평양의 관광인프라가 다른 지
역에 비해 발달한 점도 있지만, 평양이 서해권 및 동해권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
유지로 활용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북한의 주요 고속도로가 평양을 중심
으로 방사형으로 건설되어 있어, 서해권 주요 도시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평양
을 지나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평양에서 남포, 개성, 묘향산 등
서해권 주요 지역으로 이동하는 거리는 대체로 2시간 내외이며 동해권의 관광
거점인 원산으로는 3~4시간 내외로 이동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서
해권 지역에서 숙박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해당 지역에서 2일 이상의 관광을 진
행할 경우, 남포의 룡강온탕원, 개성의 개성민속려관과 자남산호텔, 묘향산의
향산호텔과 청천려관 등이 활용되고 있다.
세 번째 특징은 해외 여행사는 북한 관광상품을 북한의 주요 국경일이나 기
념일, 행사일정 등을 고려해 계획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 관광상품을 주력으
로 판매하는 여행사들은 1년간 관광일정계획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모객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는 연중 상시 운영하는 관광상품도 존재하지만, 북한의 주
요 국경일이나 기념일, 스포츠행사, 축제 등을 전후해 관광을 조직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이러한 경향은 2000년대 후반에도 나타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된
다.143) 해외 여행사들은 북한의 1월 양력설(1.1), 2월 광명성절(김정일 생일),
3월 국제부녀절, 4월 태양절(김일성 생일), 5월 국제근로자절, 6월 조국해방전
쟁(한국전쟁) 발발일, 7월 전승절(정전협정일), 8월 조국해방의 날(광복절), 9
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일(정권수립일), 10월 조선노동당 창건일 등
북한식 사회주의 색채가 강하게 나타나는 일정을 전후로 관광상품을 만들어 내
놓고 있다. 광명성절이나 태양절과 같은 기념일들은 서구권 관광객들에게 다소
생경하기 때문에 거부감이 들 수도 있으나, 여행사들은 해당 국경일, 기념일에
맞춰 광장축제, 불꽃놀이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고, 북한 주민들의 생활상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다며 홍보하고 있다.
143) 한국관광공사(2011), p.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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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5. 2020년 해외 여행사의 북한 기념일 및 행사와 관련된 관광일정
기념일 및 행사명

월
1월

양력설(1. 1)

2월

광명성절(2. 14)

3월

3.8 국제부녀절(3. 8)

4월

태양절(4. 15), 만경대상 국제마라톤(4월 중순)

5월

국제근로자절(5. 1)

6월

북한-투르크메니스탄 월드컵 예선(6. 9), 조국해방전쟁 발발일(6. 25)

7월

전승절(7. 25)

8월

조국해방의 날(8. 15)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일(9. 9)

10월

조선노동당 창건일(10. 10)

12월

평양얼음조각축전(12. 31), 새해 전야(12. 31)

자료: Koryo Tours, http://www.www.koryotours.com; Regent Holiday, https://www.regent-holidays.co.uk;
Vlad Travel, http://www.http://vladtravel.ru; Nkorean, http://www.http://nkorean.ru(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2. 21) 참고.

네 번째 특징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새롭게 건설되거나 개건된 문
수물놀이장, 대성산유희장, 중앙동물원, 중앙식물원 등 위락시설을 관광하는
상품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단체관광상품의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단체관광상품은 단시간에 많은 관광지를 둘러봐야 하나, 위의 위락
시설 관광은 한곳에서 오래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대체로 6일 이상 북한에 체
류하는 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해외 여행사는 여명거리, 미
래과학자거리, 광복지구상업중심 등 평양의 고층빌딩이나 신식 상업시설이 들
어선 지역에 대한 관광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 번째 특징은 북한 관광의 초반 관광일정이 매우 정형화되어 있다는 점
이다. 외국인 관광객이 베이징이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항공편으로 평양에 도
착하면 개선문이나 만수대대기념비를 우선적으로 방문한다. 일정에 여유가 있
거나 신의주에서 기차를 타고 평양에 오후 늦게 도착했을 경우에는 호텔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개선청년공원 등을 방문하며, 만수대대기념비는 다음 날 방문
하는 것으로 일정이 짜여 있다. 입국 2~3일차부터는 평양시나 묘향산, 개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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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권 지역을 관광하고, 그 이후에 원산이나 함흥, 백두산으로 이동하도록 관
광일정이 정해져 있다.
여기에서 만수대대기념비를 언급하는 이유는 북한 관광일정에서 김일성 관
련 중요 기념물 및 사적지를 방문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평양의 대표적인 김일성 관련 기념물 및 사적지는 만수대대기념비, 만경대고향
집, 금수산태양궁전 등이다. 모든 해외 여행사는 이 세 관광지 가운데 한 곳은 반
드시 방문하고 있다. 그중 만수대대기념비를 가장 많이 찾고, 만경대고향집이나
금수산태양궁전 방문은 그에 비해 적게 방문한다. 이는 만수대대기념비가 평양
시 주요 관광자원이 밀집해 있는 김일성광장 인근에 위치하여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반해 만경대고향집은 김일성광장과 멀고 금수산
태양궁전은 김일성광장과는 가깝지만 방문을 위해서는 사전 등록이 필요하고
복장 규정이 까다로워144) 접근이 어려운 부분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영국의 Regent Holiday나 네덜란드, 벨기에의 Konningaap 등 유
럽 여행사를 중심으로 1~2일차에 만수대대기념비를 방문하지 않는 상품도 판
매하고 있으며, 네덜란드의 VNC와 일본의 중외여행사의 경우 아예 만수대대기
념비를 방문하지 않는 상품도 존재한다. Regent Holiday나 Koningaap의 상
품은 평양 시내 관광이나 묘향산, 개성 등 자연ㆍ역사 관광을 우선적으로 진행하
면서 북한체제에 대한 거부감을 낮춘 뒤 만수대대기념비 등 김일성 관련 기념물
및 사적지를 나중에 방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145)
여섯 번째 특징은 북한 관광상품의 관광일정에 따라 방문하는 지역이나 관
광권역이 구분되며, 권역별로 차별적인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일
반적으로 북한 관광상품은 3박 4일부터 11박 12일 정도의 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20일 이상되는 관광상품도 존재하나 그 수는 매우 적다. 이 중 5박 6일
144) 중국 Koryo Tours 여행사에 따르면, 금수산태양궁전 방문을 위해서는 남성의 경우 깃이 있는 셔츠
와 넥타이, 어두운 계열의 바지(청바지 제외)와 신발 착용을, 여성의 경우 어깨, 발가락, 무릎 위가 드
러나지 않는 복장을 착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45) 이에 반해 중국과 러시아의 여행사는 가급적 1일차에 만수대대기념비를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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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6. ‘Oriental Tour’의 4박 5일 북한 관광상품 일정
일차

관광일정

1일

베이징 → 평양(16:35 도착): 개선문, 만수대대기념비, 과학기술전당

2일

평양 → 개성: 판문점, 고려박물관, 기념품상점, 왕건릉 → 평양: 평양서커스 혹은 휴식

3일

평양 → 묘향산: 국제친선전람관, 보현사, 만폭동 혹은 상원동 등산길 → 평양: 주체사상
탑, 당창건기념탑

4일

평양: 금수산태양궁전, 대성산혁명렬사릉,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평양지하철, 만경대학생
소년궁전

5일

평양(08:30 출발) → 베이징 및 관광 종료

주: 볼드체는 도시 및 지역명임.
자료: Oriental Tour, http://www.orientaltravel.ru(검색일: 2020. 2. 20) 참고.

이하의 관광상품은 평양권과 서해권을 중심으로 관광이 이루어지고, 그 이상의
관광상품에는 동해권과 북부권 관광이 포함되어 있다. 우선 5박 6일 이하의 평
양권 및 서해권 관광은 평양으로 입국하여 일정에 따라 평양, 개성, 묘향산, 남
포 등을 차례대로 방문하며, 오고 가는 길에 사리원, 해주, 안주 등을 경유한다.
[표 3-26]은 ‘Oriental Tour’의 4박 5일 일정 관광상품이다. 4박 5일의 짧은
일정으로 평양권과 서해권의 대표적인 관광지만 돌아보는 상품이다. 이 여행사
의 상품은 서해권의 개성과 묘향산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여행사에 따라 서해
권인 남포를 돌아보는 상품도 존재한다. 남포가 포함된 상품은 개성, 묘향산 상
품에 비해 비중이 적으며, 6일 이상의 관광상품에 주로 등장한다.
위와 같은 서해권 위주 관광상품에서 관광일정이 1~2일이 늘어나면 앞서 언
급한 남포 관광이나 평양-묘향산 이동 중 안주 관광, 평양-개성 이동 중 사리
원, 남포-개성 이동 중 구월산, 해주 관광 등 경유지 관광이 이루어진다. 남포
관광의 경우, 서해갑문을 관광하거나 룡강온탕원에서 온천욕을 즐기며, 안주
관광은 북한의 국보 제31호인 백상루와 중국인민지원군 렬사릉원을 둘러본다.
사리원에서는 북한판 민속촌인 사리원 민속거리, 경암루, 선군루, 사리원 미곡
협동농장 등을 방문한다. 그리고 남포-개성 이동 중에는 구월산 월정사나 신천
전쟁범죄박물관, 해주 정방산 성불사, 수양산폭포, 부용당 등을 거쳐 가기도 한
다. 한편 벨기에ㆍ네덜란드의 Youway2go 여행사는 은율군을 2020년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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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도시로 소개하며 은율군, 은율혁명박물관, 은율중학교, 은율군인민병원,
선사시대유적, 은율광산 대형장거리벨트컨베이어 등을 관광자원으로 홍보하
기 시작했다.146) 서해권 지역은 동해권과 북부권에 비해 평탄한 지형이 분포해
있어 지역간 이동이 수월한 편이다. 또한 문화관광자원도 풍부한 편이기 때문
에 향후 은율군 외에도 다양한 지역이 개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짧은 일정의 북한 관광상품 중에서는 평양시만 관광하는 상품도 존재
한다. 북한 관광상품 중에는 북중 변경관광을 제외하고 전체 관광일정을 한 도
시에서만 머무는 것은 평양시가 유일하다. 볼거리가 많고 북한으로의 입국이
주로 평양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대표적인 사례로 러
시아 여행사 Vand의 4박 5일 일정의 평양 관광상품을 들 수 있다. 이 상품은
평양시 관광에 집중한 만큼 다른 여행사에서 볼 수 없는 차별성이 두드러진다.
특히 일반적인 관광 외에 선택 상품으로 저녁에 평양 여명거리를 산책할 수 있
으며, 영화관람도 가능한 것으로 홍보하고 있다. 또한 주간에는 평양 시내(문수
물놀이장~당창건기녑탑)를 자전거로 관광할 수 있다. 특히 실제 평양에 거주
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집을 방문하는 프로그램도 존재해 눈길을 끈다. [표
3-27]은 해당 상품의 관광일정이다.
표 3-27. ‘Vand’의 4박 5일 평양 관광상품 일정
일차

관광일정

1일

블라디보스토크(12:20 출발) → 평양(13:00 도착): 만수대대기념비, 개선문

2일

평양: 금수산태양궁전, 대성산혁명렬사릉, 김일성광장, 조선미술박물관, 만수대분수공원, 인
민대학습당, 사전 신청 시 저녁에 여명거리 산책 가능*(‘려명시네마’에서 영화관람도 가능)

3일

평양: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평양지하철, 평양동물원,* 시내자전거투어*(문수물놀이장~옥
류교~미래과학자거리~주체사상탑~당창건기념탑), 만경대고향집, 기념품상점, 평양서커스*

4일

평양: 평양수예연구소, 주체사상탑, 모란봉공원, 만수대창작사,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지역주
민 방문,* 초경량항공기 탑승*

5일

평양(08:30 출발) → 블라디보스토크(11:00 도착) 및 관광 종료

주: 1) * 표시는 별도 요금.
2) 볼드체는 도시 및 지역명임.
자료: Vand, http://www.vand.ru(검색일: 2020. 2. 21) 참고.
146) Youway2go,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2. 2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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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동해권 관광의 경우, 대부분 7일 이상의 관광상품에 포함되어 있
다. 전술한 평양권 + 서해권 관광상품에 동해권 관광일정이 추가되는 것이다.
동해권 관광은 평양-원산고속도로로 평양에서 강원도 법동군으로 이동해 울림
폭포를 관광한 뒤 북쪽의 함흥이나 동쪽의 원산으로 일정이 갈라지게 된다. 이
에 따라 통상적으로 동해권 관광은 평양 → 울림폭포 → 함흥 → 원산 → 금강산
→ 원산 → 평양, 평양 → 울림폭포 → 원산 → 금강산 → 원산 → 함흥 → (원산)
→ 평양 순으로 이루어진다. 관광일정에 따라 황해북도 신평, 강원도 안변과 통
천, 함경남도 부전 등을 경유 관광지로 활용하고 있다. [표 3-28]은 네덜란드
여행사 VNC의 동해권 관광이 포함된 9박 10일 북한 관광상품 일정이다.

표 3-28. ‘VNC’의 9박 10일 북한 동해권 포함 관광상품 일정
일차

관광일정

1일

베이징 → 평양(항공기)

2일

평양: 평양대극장~김일성광장 산책, 주체사상탑, 만경대고향집, 개선문

3일

평양 → 법동: 울림폭포 → 안변: 천삼협동농장, 석왕사 → 통천: 시중호

4일

통천 → 금강산: 등산, 삼일호 → 원산

5일

원산 → 함흥: 김일성동상, 현대사박물관, 동흥산, 흥남비료연합기업소, 함흥대극장 → 부전:
돌강, 옥련산, 부전혁명사적지(김정숙 오두막)

6일

함흥본궁 → 원산: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장덕섬, 송도원해수욕장

7일

원산 → 평양: 동명왕릉

8일

평양: 국가선물전시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락원백화점, 만경대학생소년궁전, 만수대창
작사, 평양서커스

9일

평양 → 베이징(기차)

10일

베이징 도착 및 관광 종료

주: 볼드체는 도시 및 지역명임.
자료: VNC, http://www.vnc.nl(검색일: 2020. 2. 20) 참고.

동해권 관광상품의 또 다른 특징은 자연관광자원이 많이 분포한 조건을 활
용해 한 지역에서 3박 이상을 머무는 형태의 테마상품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단체관광 상품들은 대체로 관광가이드 인솔하에 최대한 많은 관광지를 둘러보
는 것이 특징이다. 북한 단체관광 상품도 예외는 아니어서 주간에 여유롭게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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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을 즐기는 상품은 흔하지 않다. 그러나 일부 해외 여행사들은 동해권 지역에
서 관광객들이 한 가지 활동에 집중하거나 여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수
욕 관광상품(마전, 원산)이나 명산탐방 관광상품(금강산), 스키 관광상품(마식
령) 등을 내놓고 있다. 러시아 여행사 Dalintourist의 경우 명산관광을 주제로
한 11박 12일 관광상품을 내놓고 금강산호텔에서 3박 4일간 머물며 금강산과
인근 지역 관광을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 여행사 Nkorean은 2020년
6~9월 사이 ‘여행 및 해변휴가’ 10박 11일 상품을 통해 4박 5일간 함흥 마전
호텔에 머물며 마전해변에서 해수욕을 즐기는 상품을 출시하기도 했다. 또한
동 여행사는 2020년 1~3월 사이 7박 8일 일정의 ‘스키 휴가’ 상품을 내놓기도
했다. 이 상품은 5박 6일간 마식령호텔에 머물며 스키나 보드를 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그리고 독일 여행사 China Hansa Travel의 경우, ‘스탠드업
패들링(SUP: Stand Up Paddling)’ 상품을 판매 중이다. 이 상품은 6박 7일간
진행되며 상기 ‘Nkorean’의 ‘여행 및 해변휴가’ 상품과 비슷하게 3박 4일간
함흥 마전호텔에 머물며 해수욕과 스탠드업 패들링 레저를 즐기는 일정으로 구
성되어 있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 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위락시설과 휴양
지 개발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에도 위와 같은 상품은 지속적으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해권 관광의 마지막 특징은 동해권 북부 지역인 나선ㆍ청진ㆍ칠보산 등을
관광하는 상품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147) 이는 북한의 열악한 교통사정과 관련
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함경북도 나선, 청진 등 동해권 북부 지역은 함경남도
함흥과 연결된 평라선 철도와 원산까지 연결되는 1급도로(원산-김책-나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에서 이용도가 매우 적다. 이는 평라선(평양 간리역-라
147) 이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 관광은 주로 북ㆍ중ㆍ러 변경관광일 것으로 추정된다. 32개 해외 여
행사의 상품 중 이 지역을 관광하는 경로는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중국 투먼에서 북한 함경북도
회령으로 입출국해 이루어지는 관광상품, 둘째, 평양에서 함경북도 어랑비행장으로 이동해 관광하
는 상품, 셋째, 백두산 관광을 마치고 삼지연공항에서 어랑비행장으로 이동해 관광하는 상품, 넷째,
평양에서 러시아 하바롭스크와 모스크바로 이동하면서 여러 지역을 둘러보는 시베리아횡단철도 관
광상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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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역) 길이가 781.1㎞,148) 원산-김책-라진 1급도로 길이가 679㎞149)에 달하
여 이동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도로와 철도가 상당히 노후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북한의 철도는 전력 부족, 기관차 부족 등의 문제가 겹
쳐 관광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함경북도 지역
을 철도로 이동하는 경우, 전력 사정이 좋지 않아 운행이 자주 멈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동해권 관광의 경우 청진에서 함흥으로 내려오는 경우
가 대다수이며, 함흥에서 청진으로 올라가는 관광상품은 매우 드물다. 이는 거
의 모든 관광이 평양에서 종료하는 것에 기인한다. 철도로 함경북도에서 강원
도로 이동하는 것은 관광일정 진행에서 한 번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라면, 강
원도에서 함경북도로 올라가는 것은 평양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두 번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북한 관광은 도로로 이동이 가능한 함경남도 함흥이나 부전까지만 관광이 이루
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와 같은 경향은 향후 원산갈마국제공항의 국내선 운용 활성화 여부
에 따라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영국 Regent Holiday와 독일 China
Hansa Travel 상품 등에서 어랑비행장-원산갈마국제공항 간 노선을 활용하
고 있는 모습도 포착되고 있어, 향후 삼지연-원산갈마국제공항 노선이 활성화
되면 현재보다 동해권-북부권 관광연계가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음으로 북부권 관광상품의 특징이다. 북부권 관광은 백두산과 신의주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우선 백두산 관광은 동해권 관광과 마찬가지로 7일 이상의
관광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백두산 관광은 일반적으로 도로나
철도 등 육로를 통한 접근이 어려워 대부분 전세기로 평양에서 삼지연공항까지
이동하도록 일정이 잡혀 있다.150) [표 3-29]는 영국 여행사 Regent Holiday
의 백두산 관광이 포함된 11박 12일 관광상품의 일정이다.
148) 한국교통연구원, 북한 시도별 도로ㆍ철도DB,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3. 3).
149) 한국교통연구원, 북한 시도별 도로ㆍ철도DB,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3. 3).
150) 중국 여행사 Koryo Tours의 백두산 관광상품의 경우, 원산갈마국제공항에서 삼지연공항으로 이동
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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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9. ‘Regent Holiday’의 11박 12일 북한 북부권 포함 관광상품 일정
일차

관광일정

1일

베이징 → 평양

2일

평양: 모란봉공원, 당창건기념탑, 평양문화전시관, 주체사상탑, 9.9절 행사

3일

평양: 평양대극장~김일성극장 산책, 평양외국어서점, 만수대분수공원, 만수대대기념비, 천
리마동상, 인민대학습당, 평양지하철, 여명거리

4일

평양: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 안주: 백상루 → 묘향산

5일

묘향산: 국제친선전람관, 보현사 → 평양: 만수교 맥주바

6일

평양: 금수산태양궁전, 대성산혁명렬사릉 → 남포: 서해갑문 → 평양: 광복지구상업중심

7일

평양 → 삼지연: 삼지연대기념비

8일

삼지연: 백두산 등산, 백두산밀영, 리명수폭포, 삼지연 산책

9일

삼지연 → 청진(어랑비행장): 고말산, 소련군 묘지, 트롤리버스 관광, 청암유치원, 청진외국
어학원

10일

청진 → 경성: 염분진혁명사적지 → 어랑: 어랑비행장 → 원산: 원산갈마국제공항 → 평양
→ 개성: 공민왕릉

11일

개성: 선죽교, 판문점, 고려박물관 → 평양

12일

평양 → 베이징

주: 볼드체는 도시 및 지역명임.
자료: Regent Holiday, https://www.regentholidays.co.uk(검색일: 2020. 2. 21) 참고.

백두산 관광을 마친 관광객들은 곧장 평양으로 돌아가기도 하나, 위의 상품
처럼 동해권 관광과 연계한 상품도 존재한다. 이는 여행사들이 전세기를 최대
한 활용해 다양한 관광지를 방문할 수 있도록 고려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인 관광객들은 북한의 열악한 교통사정으로 인해
육로로 백두산뿐만 아니라 동해권 북부 지역을 관광하기 쉽지 않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은 동해권의 어랑비행장을 경유지로 어랑-삼지연, 어랑-평양, 어랑원산 간 이동을 가능하도록 허용해 관광객의 접근성을 강화한 것으로 판단된
다. 한편 외국인 관광객들이 묵는 삼지연시 숙박시설은 베개봉호텔이 유일하
나, 최근 북한 당국이 삼지연시 개발사업을 추진하며 많은 숙박시설을 건설함
에 따라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2020년 4월 현재까지 32개 해
외 여행사의 백두산 관광상품에서는 새로 건설된 숙박시설 이용계획은 밝혀진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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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권 관광상품의 또 다른 특징은 신의주 관광에서도 나타난다. 신의주는
중국 단둥과 접해 있는 대표적인 북중 교역통로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북한
관광상품에는 신의주 관광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신의주 관광
은 주로 1~2일의 단기 북중 변경 관광상품이나 북한 관광을 마친 관광객들이
단둥으로 출경하기 전 추가로 구매하는 관광상품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는
북한-중국 국제열차가 하루에 한 대 정도밖에 배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 ‘조선관광’ 웹사이트에 따르면, 평양발 단둥행 기
차는 월ㆍ수ㆍ목ㆍ토 1회, 단둥발 평양행 기차는 화ㆍ목ㆍ금ㆍ일 1회 운행된
다.151) 이와 같은 긴 배차간격으로 인해 대부분의 상품들은 단둥에서 평양으로
곧장 이동하도록 되어 있으며, 관광객들은 기차 안에서 신의주시를 조망하며
지나친다. 한편 2019년 4월 신의주-평양 간 운행하는 관광열차가 신설됐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지만, 해외 여행사의 상품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고 있다.152) 그리고 도로를 활용한 평양-신의주 간 관광이 활성화되지 않은
것도 신의주 관광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평양에서 관광일정을
시작하는 상품 중에서 도로를 이용해 평양 이북으로 이동하는 관광은 대부분
묘향산까지만 이루어진다. 평양과 묘향산은 고속도로로 연결되어 이동이 수월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외 여행사의 신의주 추가 관광상품에서도 도로보다는
철도를 선호하는 모습이 포착된다. 중국 여행사인 Young Pioneer Tours나
Koryo Tours, KTG의 추가 상품의 경우 평양에서 철도로 신의주 인근 평안남
도 동림군으로 이동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아직까지 관광객들이 평양에서 신
의주까지 도로로 이동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방증한다. 이와 같은 경
향은 향후 평양-신의주 간 고속도로 건설에 따라 변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일곱 번째 특징은 일반적인 북한 관광상품 외의 동북아시아 국가 연계관광
상품, 비즈니스 관광상품, 어학연수 관광상품 등 다양한 형태의 관광상품이 존
151) 조선관광, http://tourismdprk.gov.kp(검색일: 2020. 1. 15) 참고.
152) ｢북, 봄맞이 신의주~평양 관광열차 신설｣(2019. 4. 2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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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다는 것이다. 우선 북한 관광과 더불어 남한, 중국, 러시아 등 동북아 국가
를 관광하는 연계상품이 존재한다. 동북아 국가 결합상품은 북한 관광을 전후
로 관광객의 기호에 맞게 동북아 국가의 도시를 추가적으로 1~2일간 관광할
수 있는 상품과 그 자체로 관광일정이 정해져 있는 연계상품으로 구분된다.
추가 관광상품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북한으로 입국하는 경로가 매우 제
한적인 것과 관련이 깊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은
북한과 직항로가 연결되어 있는 중국 베이징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비행
편이나, 중국 단둥에서 기차편으로 북한에 입국하게 된다. 출국경로도 마찬가
지다. 즉 북한 관광을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필연적으로 거쳐야 하는 상황

표 3-30. 해외 여행사의 중국, 러시아 추가 관광상품
여행사

상품 및 주요 일정

Koryo Tours

- 단둥 1~2박 관광: 후산창청(虎山长城), 압록강 보트, 압록강철교, 수풍댐, 단둥 시내
관광 등
- 베이징 호텔 예약 서비스

- 단둥 1박 관광: 후산창청, 항미원조기념관, 압록강 보트, 압록강철교, 북한 식당
- 하얼빈 빙등제 1~2박 관광: 타이양다오(太阳岛) 공원 및 시내 전시물 관람, 하
얼빈 중앙거리, 스탈린공원, 성소피아성당, 겨울철 수영, 헤이룽장성(黑龙江省)
박물관, 라오다오와이(老道外)거리
Young Pioneer - 유령도시 2박 3일 관광: 어월더쓰(鄂尔多斯), 캉바스(康巴什区)
- 베이징 만리장성 1박 관광: 무티안유(慕田峪) 구간 관광
Tours
- 시안 1박 관광: 반포유적박물관, 병마용, 고루, 종루, 대안탑, 회민거리, 시안성벽,
슈위엔먼(书院门)
- 베이징 4박 관광: 천안문광장, 자금성, 징산공원(景山公园), 호우하이(后海)호,
옹화궁, 군사박물관, 798예술구, 무티안유(慕田峪), 올림픽공원
Vand

- 블라디보스토크 1~2박 관광: 중앙광장, 등대, 골든 브릿지, 오페라ㆍ발레극장,
전망대, 루스키교, 극동연방대학

North Korea
Travel

- 단둥 1박 관광: 후산창청, 항미원조기념관, 압록강 보트, 압록강철교, 마오쩌둥 동상
- 선양 1박 관광: 선양고궁, 장스솨이푸(张氏帅府)박물관, 조선족시장, 서탑(시타, 西
塔), 918사변기념관, 베이링(北陵)공원

주: Koryo Tours는 단둥 압록강 보트관광이 2018년 9월 중단되었다고 공고하고 있음.
자료: Koryo Tours, http://www.koryotours.com; Young Pioneer Tours, https://www.youngpioneertours.com;
Vand, http://www.vand.ru; North Korea Travel, https://www.north-korea-travel.com(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2. 2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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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에 따라 중국의 Koryo Tours, Young Pioneer Tours, 러시아의
Vand 등 해외 여행사들은 베이징, 단둥, 블라디보스토크 등을 1~2일 정도 관
광하는 추가 상품들을 고객들에게 제시하고 있다.
북한 관광과 함께 이루어지는 중국, 러시아 추가 관광상품은 북한, 중국, 러시
아가 서로 다른 문화를 갖고 있지만 사회주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
구권 관광객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교통망이 연결되어 있어 접근이 용
이하기 때문에 출시된 상품이라고 볼 수 있다. 2020년 Koryo Tours 상품의 경
우, 북한으로 들어가는 국경관문인 랴오닝성(辽宁省) 단둥시 1일 관광코스를 별
도로 판매하고 있으며, Young Pioneer Tours는 단둥, 하얼빈 얼음축제, 중국
유령 도시 투어인 어월더쓰(鄂尔多斯), 캉바스(康巴什区), 베이징 만리장성 투
어, 시안 투어, 베이징 시티 투어 등을 추가 상품으로 판매 중이다. 또한 Vand는
블라디보스토크에 1~2일간 체류하며 관광하는 상품을 홍보하고 있다. 이 밖에
도 많은 여행사들이 구체적인 상품이나 일정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관광객 수
요에 맞는 맞춤형 관광일정을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유럽 여행사를 중심으로 북한과 동북아 국가를 연계한 관광상품을 판
매하고 있다. 예를 들면 북한+남한, 북한+중국, 북한+러시아, 북한+중국+몽
골 상품 등이다. 우선 남북한 연계상품을 살펴보면, 이 상품은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활용해 관광객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독일 여행사인 China Hansa Travel과 Ikarus Tours는 ‘완전한
한국(KOREA KOMPLETT)’이라는 주제로 2020년 남북한 연계상품을 판매
하고 있다. China Hansa Travel의 상품은 북한의 평양ㆍ개성ㆍ묘향산ㆍ원산
ㆍ금강산ㆍ함흥 등을 거쳐 남한의 서울ㆍ대구ㆍ경주ㆍ부산 등을 관광하는 13
박 14일 일정이고, Ikarus Tours의 상품은 베이징 시내 투어, 북한 평양ㆍ개
성ㆍ묘향산ㆍ남포ㆍ원산ㆍ금강산을 거쳐 남한의 서울ㆍ경주ㆍ안동ㆍ대구를
관광하는 18박 19일 일정이다. 2020년 4월 현재 남북한 연계상품은 민간인의
관광을 위한 남북간 육로 이동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베이징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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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 ‘China Hansa Travel’의 13박 14일 남북한 연계관광상품 일정
일차

관광일정

1일

베이징 → 평양: 개선문

2일

평양: 평양대극장~김일성광장 산책, 만수대대기념비, 천리마동상, 인민대학습당, 만경대학생
소년궁전

3일

평양 → 개성: 판문점, 고려박물관 → 평양: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4일

평양 → 묘향산: 국제친선전람관, 보현사, 만폭동계곡 등산길 → 평양

5일

평양 → 안변: 천삼협동농장 → 원산 → 금강산

6일

금강산: 금강산 등산 → 함흥: 시내 관광 및 산책

7일

함흥: 오전 휴식 → 평양

8일

평양 → 베이징 → 서울

9일

서울: 박물관, 창덕궁, 서울N타워, 광장시장

10일

서울 → 용인: 한국민속촌 → 보은: 속리산국립공원, 법주사 → 대구

11일

대구: 대구약령시한의약박물관, 서문시장 → 경주: 첨성대, 대릉원

12일

경주: 석굴암, 왕릉, 구룡포항

13일

경주 → 부산: 운문사, 부산타워, 남포동, 자갈치수산시장

14일

부산 → 서울 → 귀국

주: 볼드체는 도시 및 지역명임.
자료: China Hansa Travel, http://www.china-hansa-travel.de(검색일: 2020. 2. 21) 참고.

유해 이루어진다. 즉 남한 → 중국 베이징 → 북한 혹은 북한 → 중국 베이징 →
남한 식의 이동경로를 보이고 있다. 또한 남한 관광의 경우, 대부분 서울ㆍ대구
ㆍ경주ㆍ부산을 관광하도록 되어 있어, 아직까지는 상품 구성이 다양하지 않은
상황이다.
남북 연계 관광상품 외에도 북한 전역과 한반도 동북부 지역을 연계한 북중
러 연계 관광상품이나(북한 전역+중국 두만강+러시아 하바롭스크, 독일
Nordkoreareisen 여행사 등), 북중, 북러, 북중몽, 북중러몽 시베리아횡단철
도 관광상품(독일 China-Hansa-Travel 여행사)과 같은 다양한 상품이 존재
한다. 특히 시베리아횡단철도 관광상품의 경우 북중러몽 4개국이 연결되어 있
기 때문에 관광객의 기호에 따라 다양하게 관광일정을 구성할 수 있다는 특징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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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China-Hansa-Travel’의 시베리아횡단철도 관광상품 노선

자료: China-Hansa-Travel, http://www.china-hansa-travel.de(검색일: 2020. 2. 21) 참고.

특히 러시아 여행사 Vand의 경우, 동해안을 활용해 남북러일 동북아 크루즈
관광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7박 8일간 북한의 평양, 개성, 원산, 금강산을 둘러
보고 나머지 일정 동안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남한의 속초, 포항, 일본의 후
쿠오카, 교토, 가나자와 등 관광하는 상품이다. [표 3-32]에서 볼 수 있듯이 북
한 관광은 크루즈가 아닌 항공편으로 이동해 진행(블라디보스토크 ↔ 평양)된
다. 이와 같은 이동경로는 비용 측면에서 관광객에 주는 부담이 크고, 북한의
동해권(원산, 금강산)을 관광함에도 불구하고 원산항을 크루즈 관광에 활용하
고 있지 못해 관광일정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북한 원산
의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가 완공되고 원산항이 관광에 개방될 시, 기존의 블라
디보스토크 ↔ 평양 이동경로를 블라디보스토크 → 원산으로 대체 가능할 것으
로 보이며, 이에 따라 관광일정과 비용 측면에서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
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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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 ‘Vand’의 15박 16일 동북아 크루즈 관광상품 일정
일차

관광일정

1일

블라디보스토크 → 평양(항공편): 만수대대기념비, 개선문

2일

평양 → 묘향산: 국제친선전람관, 보현사 → 평양: 평양서커스*, 시내 자전거관광(문수물놀
이장~당창건기념탑)*, 만수교맥주바*

3일

평양 → 개성: 판문점, 고려박물관, 기념품상점, 왕건릉 → 평양

4일

평양: 김일성광장, 조선미술박물관, 평양외국어서점, 만수대분수공원, 조선혁명박물관, 모란봉,
해방탑, 평양지하철, 주체사상탑,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관, 시내 자전거관광(문수물놀이장~당
창건기념탑)*

5일

평양 → 법동: 울림폭포 → 원산 → 금강산: 삼일호

6일

금강산: 구룡폭포 → 원산: 해변 산책 → 평양

7일

평양: 금수산태양궁전, 자연박물관 및 평양동물원*,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평양수예연구소,
만경대학생소년궁전, 기념품상점

8일

평양 → 블라디보스토크(항공편)

9일~
15일

블라디보스토크(크루즈 탑승) → 남한 속초: 향성사지, 설악산 국립공원, 설악온천, 척산온천
→ 포항: 호미곶, 장기읍성, 해산물시장 → 일본 후쿠오카: 후쿠오카성, 다자이후 신사, 하카타
마치야 민속박물관, 모모치 해변공원 → 교토: 아마노하시다테 전망대, 사원, 정원, 궁, 신사,
고대 목조건물 → 가나자와: 가나자와성, 겐로쿠엔정원, 닌자테라(묘류지)

16일

블라디보스토크 출발 및 관광 종료

주: 1) * 표시는 별도 요금.
2) 볼드체는 도시 및 지역명임.
자료: Vand, http://www.vand.ru(검색일: 2020. 2. 21) 참고.

해외 여행사들은 일반적인 관광상품 외에 비즈니스 관광이나 어학관광과 같
은 상품도 판매하고 있다.
북한 비즈니스 관광상품은 러시아의 Nkorean과 중국의 요녕해협국제여행
사유한공사 단둥분공사(辽宁海峡国际旅行社有限公司丹东分公司), 단둥중국국
제여행사유한공사(丹东中国国际旅行社有限公司) 등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같은 북한 비즈니스 관광상품은 북한과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로 신규 합작사업 및 기존 사업 확대가 금지(유엔 안보리결의 2371호)된 상황
임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 여행사를 중심으로 판매가 지속되고 있다. [표
3-33]은 요녕해협국제여행사유한공사 단둥분공사의 3박 4일 비즈니스 관광
상품 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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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3. ‘요녕해협국제여행사유한공사 단둥분공사’의 북한 비즈니스 관광상품 일정
일차

관광일정

1일

단둥 출발, 평양 도착

2일

오전: 북한의 투자환경 소개
오후: 비즈니스 답사, 북한 관료 및 통역을 동행한 만찬

3일

오전: 북중 양자 간담회 및 교류
오후: 평양 관광, 종합시장 방문, 외화상점 쇼핑

4일

오전: 수출품 전시매장 방문
단둥으로 이동, 관광 종료

자료: 요녕해협국제여행사유한공사단둥분공사(辽宁海峡国际旅行社有限公司丹东分公司), http://www.lvyou114.com
/member/101770(검색일: 2020. 2. 22) 참고.

해당 여행사는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에서 경제개혁과 개방 속도가 가속화되
었고, 사업운영의 자율성이 더욱 증대되어 투자유치활동이 광범위하게 전개되
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북중합작 백화점, 의류 및 소형 가전시장, 건축장
식재 시장 등에서 운영범위와 운영방식을 완화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해당 여
행사와 북한의 유관기관들이 협력해 북한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국내 기업가들
을 위한 비즈니스 시찰단을 조직하게 되었다고 홍보하고 있다.
해당 상품의 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일차 오전에는 북측 공식대표가
시찰단에 북한의 투자환경, 투자유치정책, 업종별 관리방법, 장려 업종, 북중
기업간 경제협력 현황 등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다. 오후에는 실제로 비즈니
스 답사에 나서 북한의 무역회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명함 교환 등 무역 파트너
를 탐색한다. 그리고 실제 북한의 공장이나 상점을 견학하며 북한의 생산 현황
을 살펴보기도 한다. 3일차 오전에는 북중 양자 간담회를 통해 중국 시찰단과
북한 측 대표와의 질의응답시간을 가지고, 북한 측 대표가 협력 가능한 프로젝
트 정보와 관련 자료를 발표한다. 이날 오후에는 평양 시내의 명소를 둘러보고,
종합시장을 방문하여 북한의 물자공급 현황과 주민들의 구매능력을 파악하는
일정이 잡혀 있으며, 마지막 날인 4일차에는 수출상품 전시상점을 견학하고 중
국으로 귀국한다. 한편 러시아 여행사 Nkorean의 경우, 비즈니스 관광의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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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일정을 밝히고 있지 않으나, 경공업, 의학 및 헬스케어, 농업, 전력산업,
중공업, 관광 부문 등의 기업 방문과 포럼, 전시회, 비즈니스 세미나, 기업ㆍ정
부기관과의 회의 등을 주선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북한의 대학에서 여름 한 달간 ‘조선어’를 배우는 장기체류형 관
광상품도 판매되고 있다. 중국 여행사 Young Pioneer Tours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상품을 출시하고 있고, 독일 여행사 North-Korea-Travel
(KTG)은 2019년에 상품을 판매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해외 여행사를 통해 어
학연수생을 모집하는 상품은 2016년에도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153) Young
Pioneer Tours의 2020년 상품은 평양 김형직사범대학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2020년 7월 10일부터 8월 9일까지 30일간 진행되는 오후와 주말 일정은 [표
3-34]와 같다.

표 3-34. ‘Young Pioneer Tours’의 2020년 어학연수 오후 일정
일차(요일)

주요 일정

1~2일차

베이징 → 평양(기차편, 항공편)

3일차(일)

평양 → 개성: 판문점, 고려박물관, 기념품상점 → 사리원시: 민속거리, 막걸리바 → 평양:
조국통일3대헌장기념비

4일차(월)

오전: 연수 오리엔테이션, 오후: 당창건기념탑, 주체사상탑

5일차(화)

만수대분수공원, 만수대대기념비

6일차(수)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7일차(목)

만경대학생소년궁전

8일차(금)

평양 → 신평호 → 마식령호텔

9일차(토)

마식령: 마식령 등산 → 원산: 천삼협동농장(안변), 송도원국제청소년야영장, 장덕섬

10일차(일)

원산: 해변 해수욕 및 레저활동, 원산광장 산책, 만경봉2호 탑승, 원산미술관, 울림폭포 →
평양

11일차(월) 오후 관광 및 외부활동 없음
12일차(화) 김일성광장, 평양외국어서점
13일차(수) 평양지하철, 개선문
14일차(목) 만수대창작사
153) ｢평양서 한 달간의 어학연수… 美 작가가 본 북한 사람의 삶｣(2019. 5. 3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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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4. 계속
일차(요일)

주요 일정

15일차(금)

남포 그룹: 평양 → 평성: 김정숙제1중학교, 장수산호텔 투숙
백두산 그룹(200유로 추가 상품): 대기

16일차(토)

남포 그룹: 평성 → 남포: 천리마제강소, 강서약수공장, 남포해변, 룡강온탕원
백두산 그룹: 평양 → 삼지연 이동, 백두산천지, 백두산 밀영, 리명수폭포, 청봉숙영지

남포 그룹: 남포: 서해갑문, 청산리협동농장 → 평양: 룡악산
17일차(일) 백두산 그룹: 삼지연: 삼지연혁명사적관, 삼지연(호수), 삼지연대기념비 → 평양: 대동강맥
주양조장
18일차(월)

17박 18일 A그룹: 평양 → 베이징 귀국
B그룹: 모란봉언덕, 전승절(7.27) 행사 관람, 만수교 맥주바, 김일성광장 불꽃놀이 관람

19일차(화) 광복거리상업중심
20일차(수) 조선예술영화촬영소
21일차(목) 평양경제문화센터방문(해당 여행사가 후원 중)
22일차(금) 평양 → 묘향산: 등산
23일차(토) 묘향산: 국제친선전람관, 보현사 → 평양: 3대혁명전시관
24일차(일) 금수산태양궁전, 대성산혁명렬사릉, 문수물놀이장
25일차(월) 김정숙평양방직공장
26일차(화) 평양골드레인볼링장
27일차(수) 대동문영화관
28일차(목) 중앙동물원 및 자연박물관
29일차(금) 수료식 및 송별회
30일차(토) B그룹: 평양 → 베이징 귀국
주: 볼드체는 도시 및 지역명임.
자료: Young Pioneer Tours, https://www.youngpioneertours.com(검색일: 2020. 2. 21) 참고.

이 상품은 17박 18일, 29박 30일 두 개 어학연수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연
수생들은 A그룹과 B그룹으로 나누어지나, 17일차까지 동일한 프로그램을 진
행한다. 매일 진행되는 일정을 살펴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평일)까지 오전에
는 김형직사범대학에서 조선어 강의를 수강하고 다른 학생들과 태권도, 춤, 서
예, 스포츠 등 교내활동(1시간)을 한다. 그 외 평일 오후와 주말은 관광 등 야외
활동을 진행한다. 연수생들은 창광산호텔에서 투숙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연
수생들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수업을 마친 뒤 오후에는 평양 시내를
관광한다. 평양에 머무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하루에 1~2곳의 관광지를 여유

146 • 북한의 관광정책 추진 동향과 남북 관광협력에 대한 시사점

있게 둘러본다. 금요일 오후에는 지방으로 이동해 주말 동안 마식령, 원산, 백
두산, 남포, 묘향산 등을 관광한다. 연수생들이 관광하는 곳들은 일반 외국인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곳과 대부분 유사하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있다 보니 일
반 관광상품 일정에서 자주 등장하지 않는 평양의 문수물놀이장, 중앙동물원
및 자연박물관, 대동문영화관 등 문화오락시설 방문이 눈에 띈다.

4. 소결
이 장에서는 북한의 관광산업 실태를 권역별 관광자원 및 인프라, 북한 당국의
자체적인 관광지 개발사업, 해외 여행사의 북한관광상품 등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를 종합한 결과, 북한 관광산업의 여건은 다음과 같이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향후 북한 관광산업은 평양시와 원산시를 두 축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
망된다. 이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의 개발 성과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
다. 2020년 현재 대부분의 북한 관광상품은 관광자원과 인프라가 가장 집적된
평양에서 시작해 평양에서 종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만약 북한 당국이 원
산갈마해안관광지구가 완공되고, 원산갈마국제공항이나 원산항을 통해 외국
인 관광객의 입출국이 이루어진다면, 북한의 관광상품에 상당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그간의 관광상품들이 평양시 관광에 집중하는 모양새였다면,
향후에는 평양시와 원산시 관광 혹은 평양시와 동해권 관광을 모두 고려한 상
품들이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2020년 현재 북한 관광은 한정적인 지역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으나,
향후에는 보다 개방 지역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관광 개방지역이 한
정적인 것은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특성상 폐쇄성이 강한 면도 작용하고 있지
만, 복잡한 대외환경이 북한 당국의 개방 의지를 일정 정도 억누르고 있기 때문
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전국 각지에 경제개발구를 지정하며 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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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에 나섰으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개발이 여의치 않은 것도 이러한 사
정에 기인한다. 이에 북한 당국은 열악한 상황 속에서 일종의 돌파구로 삼지연
시 개발사업이나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양덕온천문화휴양지 등 자체적인 관
광지 개발사업에 나서며 관광산업 육성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북한의 대외환경이 개선되면 서해권의 강령군, 숙천군, 동
해권의 어랑군, 북부권의 삭주군, 온성군 등이 추가적으로 개방될 가능성이 높
은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북한 레저스포츠 관광상품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은 국
무위원장 집권 초기부터 ‘유희장 정치’라고 불릴 만큼 평양 시내에 각종 레저를
즐길 수 있는 문수물놀이장, 미림항공구락부 등 위락관광시설을 새로 건설하거
나 개건했다. 원산갈마, 삼지연시, 양덕온천 등 지역개발사업 또한 스키장, 승
마장, 실내체육시설 등 레저스포츠 시설이 조성됐거나 계획하고 있다. 이렇듯
최근 북한 당국은 레저스포츠 관광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내비치고 있으며, 실
제로 해외 여행사들도 동해권에서 산림 및 해양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상품을 판
매 중이기도 하다. 이는 이전 시대의 관망형 위주의 관광에서 탈피해 다양한 체
험형 관광상품을 만들기 위한 북한 당국의 노력으로 이해되며, 이와 같은 경향
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대내외 여건 개선 시, 동북아시아 지역을 아우르는 연계
관광상품 개발이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살펴봤듯이, 해외 여행사들
은 북한 관광에 남한을 비롯해 중국ㆍ러시아 등을 연계한 관광상품을 판매 중
이다. 2020년 현재 남북간 연계관광은 비행편이나 크루즈선을 활용해 이루어
지고 있다. 다만 남북연계상품은 북중, 북러 상품에 비해 그 수가 적다. 이는 향
후 금강산, 개성육로관광 재개가 이루어지면 다양한 상품개발이 이루어질 것으
로 전망된다.
향후 한국은 위와 같은 북한의 관광산업 여건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
광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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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북 관광협력 위협요인
4. 소결

1. 관광산업 메가트렌드154) 및 남북 관광산업 동향
OECD는 관광산업의 미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전 지구적
차원의 대규모 변화(‘메가트렌드’)를 여행객 수요의 변화, 지속가능한 관광의
성장, 기술진보, 여행 이동성 증대 등 네 가지로 꼽은 바 있다. OECD 회원국들
대부분에서 관광산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만큼, ‘관광산업 메
가트렌드’에 대한 고려는 중요한 사안이 되었다. 우리 정부와 북한 당국 역시
‘메가트렌드’를 고려하여 관광정책 수립, 관광상품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메
가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한 관광정책은 결국 관광산업 전반의 경쟁력 저하 및
관광수익 감소와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남북 관광협력은 남북간 대규모 인적ㆍ물적 교류 협력의 물꼬를 텄다
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남북교류 증진을 통해 상호 이해를 도모했을
뿐 아니라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가져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이
다. 하지만 구조적인 문제로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
델’을 정립하지 못했다는 문제제기도 있었다. 또한 제도적 한계로 사업의 지속
발전과 확장성을 담보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반도 평화ㆍ번영 시대의
남북 관광협력을 위해서는 기존과 다른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관광산업 메
가트렌드에 대한 우리 정부와 북한 당국의 적극적 관심은 남북 관광협력이 한
단계 진화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관광산업 메가트렌드를
중심으로 학술ㆍ기술 교류 등을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면서 장기적인 관점에
서의 남북 관광협력 기반을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기존의 남북 관광협력이 ‘민족 내부의 왕래, 교류 촉진’ 등을 견인했다면, 새
로운 시대의 남북 관광협력은 남북경제를 성장시키는 동력으로 활용될 가능성
154) OECD는 2년마다 ‘Tourism Trends and Policies’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데, 2018년 보고서는
2040년까지의 관광 메가트렌드를 분석하고 있다. 특히 OECD의 메가트랜드 분석은 인간
(Human), 지구(Planet), 생산성(Productivity), 정치(Politics) 분야 등 네 가지 범주에 초점이 맞
추어져 있다. OECD(2018), pp. 6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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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대북제재 완화 등 대외여건이 조성된다면, 메가트렌드를 반영한 다각
적인 협력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여행객 수요’, ‘지속가능한 관광의 성
장’을 고려해 남북연계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스마트 관광
기반 구축을 위한 협력 확대, 인프라 구축 협력 등을 통해 ‘기술진보’, ‘여행 이
동성 증대’가 관광업에 미치는 영향을 대비할 수도 있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핵심이 남북경협 활성화를 통한 한국경제의 신성장 동력 창출인 만큼, 관광협
력이 남북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매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관광산업의 메가트렌드와 이와 연관된 남북 관광산업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새
로운 시대의 남북 관광협력을 위한 아이디어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가. 여행객 수요 변화와 남북 관광산업 동향
1) 관광산업 메가트렌드: 여행객 수요 변화
새로운 집단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고령화
의 진전에 따라 증가한 노년층, 이전 세대와 구분되는 특성을 가진 Z세대(1990
년 후반~2010년 초 출생)와 밀레니얼(millenial) 세대(1980년 초~1990년 중
반 출생)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60세 이상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관광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유엔은 노령인구가 연간 3%씩 성장(지역에 따라 일부 차이가 존재)하
여 2050년에는 전체 인구의 1/4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155) 노령인구
의 증가가 관광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단정해서 말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
다.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 고령자가 여행 선호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시장 확장
에 도움을 주는 기회요인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향후 노년층의 구매
력이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아 있기 때문에 산업의 성장이라는 관점에
서 볼 때, 반드시 긍정적인 요소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 다만 분명한
155) OECD(2018), p.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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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고령화에 따라 접근 가능한 관광(accessible tourism)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노령인구의 관광산업(상품)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인프라, 수송수단, 정보제공방식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의료관광과 다세대 여행에 대한 수요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의 특성에 부합하는 관광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새로운 세대들은 현재 국제여행의 2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본인의 기호에 맞는 독특한 여행을 선호하는 특성
을 보이고 있다.156) 이전 세대와 비교했을 때, 새로운 세대들이 ‘자신만의 경
험’을 중시하는 것은 디지털 기술의 활용도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새로운 세
대들은 광범위한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통해, 이전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개방
적으로 자신만의 특별한 경험을 설계하고 있다. 새로운 세대들의 선호와 흥미
를 반영한 관광여건 조성, 관광ㆍ여행 상품을 출시하는 것이 관광산업 전반의
주요 과제로 등장했다.

2) 여행객 수요 변화와 남북 관광산업 동향
우리 정부와 북한 당국에게도 새로운 집단의 출현을 고려한 관광정책 수립,
관광상품 개발이 당면한 현안이 되었다. 우리 정부는 2019년 개최된 ‘확대국
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노년층, 젊은 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관광상품 개
발 등을 골자로 한 ‘대한민국 관광 혁신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157) 노년층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힐링(치유)ㆍ명상, 뷰티(미용)ㆍ스파, 한방, 자
연ㆍ숲 치유 등 웰니스 관광158)에 대한 육성계획이 발표되었다. Z세대와 밀레
156) OECD(2018), p. 67.
157) 우리 정부는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한민국 관광 혁신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온라인 보도자료(2019. 4. 2, 검색일: 2020. 2. 20).
158) 웰니스 관광은 건강과 힐링(치유)을 목적으로 스파와 휴양, 뷰티, 건강관리 등을 즐기는 것으로 전 세
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관광 유형이다. 이전의 의료관광이 치료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최근의 웰
니스 관광은 건강관리와 예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8)은 웰니스 관광자
원을 자연자원(산림ㆍ수ㆍ지형 자원), 시설자원, 종교자원, 한방자원, 활동자원(음식, 운동 자원) 등
보다 세분화하여 구분하고 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8), p. 25, pp. 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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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얼 세대의 특성을 고려해 신한류 연계상품 개발ㆍ홍보, 미식(美食) 콘텐츠 활
용 등 매력 있는 콘텐츠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구상도 제시되었다. 현재 하드웨
어 중심의 관광자원으로는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관광시장, 국내외 관광객의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2~3장에서 살펴본 바와 북한 당국 역시 같이 젊은 세대와 노년층을 위
한 관광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관망형 중심의 상품에서 벗어나 다
양한 체험형ㆍ생활밀착형 상품을 출시하고 있는 것은 젊은 세대의 취향을 고려
한 접근법으로 보인다. 낙원백화점 생맥주 양조장 등을 견학하는 맥주관광, 평
양국제마라톤여행, 스키여행, 서핑(파도타기)여행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한
노년층을 위한 관광상품도 체계적으로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
한은 최근에 완공된 양덕온천문화휴양지와 같이 휴양ㆍ치료 목적의 관광지를
지속적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159)

나. 지속가능한 관광의 성장과 남북 관광산업 동향
1) 관광산업 메가트렌드: 지속가능한 관광의 성장
관광산업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한 요구도 확산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관광이란,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라는 틀 내에서 경
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함을 추구하는 관광의 이념과 방향성을 제
시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160) 관광이 대규모의 산업으로 자리 잡
으면서, 관광산업이 미치는 영향력은 사회ㆍ경제적 영역은 물론이고 환경 분야
에까지 이르고 있다. 관광은 문화ㆍ환경의 가치를 제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
며, 저탄소경제로의 전환과 ‘2030년 지속가능한 발전 어젠다’161)에 기여할 수

159) 북한은 외금강 온정리온천과 시중호 일대를 연계해 국제적인 휴양지구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가지
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산지구개발총회사(2015).
160) 박주영(2014), p.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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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반면 온실가스 배출, 토지ㆍ수질 오염 초래 등 생태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측면도 간과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맥락에서 ‘지속가능한 관광’은 관광산업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
화함과 동시에 경제적 혜택을 최대화하는 것을 지향한다. ‘더욱 지속가능한 관광
만들기: 정책 수립을 위한 지침서(UN환경프로그램 - 세계관광기구 2005)’에서
는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위한 12가지 목표를 [표 4-1]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표 4-1.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위한 12가지 목표
구분

주요 내용

1

경제적 지속성

대상 지역과 사업체가 지속성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서, 사업의 혜택
이 장기적으로 보장

2

지역의 발전

관광객 지출액의 일정 부분이 지역경제에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
광사업을 통해 해당 지역의 경제적 혜택을 최대화

3

고용의 질

4

사회적 형평성

저소득층에게 고용 및 임금 서비스 측면에서 혜택을 보장하는 등 관광
사업에 따르는 경제ㆍ사회적 혜택을 공평하게 분배

5

방문자 만족도

인종, 신체적 장애, 성별 등에 관계없이 방문자들이 만족스러운 경험을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

6

지역주민의 참여

관광사업의 향후 개발을 위한 계획 및 의사결정 단계에서, 지역의 주민
등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

7

지역주민의
삶의 질 유지

지역주민 삶의 질을 유지 및 향상시킬 수 있도록, 편의시설, 접근성, 생
활보장제도 등을 지원

8

문화적 풍요

지역의 문화ㆍ전통 및 지역사회의 특색을 존중하고 증진

9

물리적인 통일성

10

생물다양성

지역, 야생동물과 그 서식지를 보존해야 하며 피해를 최소화

11

자원 효율성

관광시설 등을 개발ㆍ운용하는 데 있어, 희소성이 높은 자원이나 재생
불가능한 자원의 사용을 최소화

12

환경 정화

대기ㆍ수질ㆍ토양 오염뿐 아니라, 사업자 및 방문객들에 의해 발생하는
오염 최소화

관광사업을 통해 창출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지역 주민들에게 보장

전원 및 도시의 경관을 보존, 향상시켜야 하고, 시각적ㆍ물리적으로 훼
손되지 않도록 노력

자료: 서정원 외(2008), pp. 5~6 재인용.

161) 각국 정상들은 2015년, 향후 15년간 전 세계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세계의 변혁: 2030 지속가능발
전의제(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를 유엔
에서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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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속가능한 관광의 성장과 남북 관광산업 동향
남북 또한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여건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이 지구적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
은 이후,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담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2005년 국가지속
가능발전 비전을 발표한 이래,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국가지속
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을 수립해오고 있다. 특히 관광산업이 국가경제 전반
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에
는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가 주요 이행과제로 제시되기도 하였다.162) 이와 같
이 우리 정부는 지속가능한 관광을 지속가능한 개발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준
비해왔다. 한편 최근에는 남북 관광협력 확대를 고려하여 DMZ를 ‘한반도 생명
공동체’를 위한 중심축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남북협력을 토
대로 DMZ 일대의 생태ㆍ생명적 가치를 제고하겠다는 의미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신경제구상을 통해 ‘DMZ 환경ㆍ관광 벨트’ 구축 구상을 제시한 바 있으
며, 나아가 2020년 신년기자회견에서는 남북간 관계 진전을 전제로 북한과 함께
DMZ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하였다.163)
북한 역시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여건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북한은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 유엔기후변화협약 등 환경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국제
협약에 참여하고 있으며, ‘조선록색후원기금’을 설립하기도 하였다. 북한은
2014년 조선록색후원기금을 설립하며, 설립 이유를 ‘록색발전을 추동하기 위한
재정적 및 물질기술적 후원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깨끗한 생태환경,
문명한 생활환경의 건설과 그 가능성을 마련하는 데 있다’고 밝힌 바 있다.164)
162) 관계부처 합동(2016a).
163) ｢남북관계 회복 의지 재확인한 文…‘제재 완화’ 필요성 강조｣(2020. 1. 1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2. 2).
164) 북한은 ‘조선록색후원기금’이 민족이 대대로 살아온 삼천리 금수강산을 우리 시대에 와서 더 잘 보호
하고 더 잘 꾸려나가는 사업과 함께 인류와 지구를 위하여 번영하고 안정한 미래를 창조해나가려는
인류공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활동을 진행하는 비정부기금이라고 밝혔다. 북한
조선록색후원기금,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3. 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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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북한이 가입한 국제환경협약
국제 협약 명칭

국제 협약 가입일

유엔 생물다양성 협약

1994년 10월 26일

유엔 기후변화 협약

1994년 12월 5일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

1995년 5월 5일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1995년 5월 6일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대한 협약

2002년 8월 19일

바이오 안정성에 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

2003년 7월 29일

유엔 사막화방지 협약

2004년 3월 28일

국제무역의 대상이 되는 특정유해화학물질 및 구제제에 대하여
사전정보에 근거한 동의 수속에 관한 로테르담 조약

2004년 2월 6일

유엔 기후변화협약하의 교토 의정서

2005년 4월 27일

유해물질의 국경이동 및 그 처분 규제에 관한 바젤 조약

2008년 7월 10일

자료: DPRK, UNEP(2012), p.14.

한편 2~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생
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등 생태관광산업ㆍ생태관광지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바 있다. 북한의 생태관광 강조 배경에는 유리한
생태관광 조건, 경제적 타산,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 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북한은 금강산ㆍ백두산 등 명산, 명승지가 많으며 자연보호구, 식물보호
구가 지정되어 있어 생태관광을 발전시킬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는 평가가 많다. 또한 열악한 경제여건을 고려했을 때 기존 개발방식(도시형 관
광단지 조성) 대비 적은 투자로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도 주요 요인
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북한 당국이 최근 관광산업 활성화 과정에
서 직면한 대동강 수질오염, 무분별한 벌목으로 인한 산사태 문제 등 환경오염
문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165) 이와 관련, 북한은 ｢바다오염방지법｣
등을 보완하는 등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있기도 하다.166) 다만 북한 당국의 지
165) 유엔환경계획(UNEP)과 북한 국토환경보호성이 공동으로 조사해 지난 2012년 공개한 보고서에 따
르면, 평양의 일부 대기오염 수준이 환경오염기준을 상회하고, 대동강을 비롯한 주요 하천의 수질오
염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DPRK, UNEP(2012).

156 • 북한의 관광정책 추진 동향과 남북 관광협력에 대한 시사점

속가능한 관광에 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투자재원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 실질
적인 인프라 구축사업 등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한계로 지적된다.

다. 기술진보와 남북 관광산업 동향
1) 관광산업 메가트렌드: 기술진보
‘디지털 플랫폼’의 성장은 관광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소비자가 누리는 만족도는 커졌지만, 반대로 관광산업 종사자
및 관광지는 고객의 선택을 받기 위해 고객수요에 부응하는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는 능력을 필수적으로 요구받게 됐다. 또한 관광지 선택에 있어서 소셜
미디어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전문 여행사 등 매개 업체를 이용하기
보다는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광업 종
사자 측면에서 불확실성은 가중되고 있고, 혁신을 도모하고 새로운 기술에 적
응하기 위해 투자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 역시 커지고 있다. 공유경제의 성장도
관광산업 전반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167) 숙박공유 플랫폼 및 차량공유 기업
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현지에서 ‘체험형 관광’ 등을 제공하는 공유경제
플랫폼도 확산되고 있다.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ICT가 이끄는 4차 산업혁명이 향후 본격화되면, 관
광산업의 재편 역시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물인터넷(IoT), 블록체인 기
술,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 등이 관광 산업의 구조를 크게 변화시킬 것
으로 예측된다.168) 다만 기술의 진보가 관광산업의 성장, 더 많은 수익창출이
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것인지 예단하기는 어렵다. 기술의 발전으로 비
용 부담을 안게 된 관광업자가 소비자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킬 우려가 있고, 이
는 결국 관광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166) 북한은 1997년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 99호로 채택되어 제정된 ｢바다오염방지법｣을 2014
년과 2016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각각 수정ㆍ보충한 바 있다.
167) OECD(2018), pp. 74-75.
168) OECD(2018), p.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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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진보와 남북 관광산업 동향
남북 관광협력의 관점에서 ‘기술진보’라는 메가트렌드는 협력의 폭을 확장
하는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남북 모두 국가적 차원에서 ICT 기술 등 지능
정보기술이 선도하는 지능정보사회 시대 본격화에 대비하고 있고, 정책적 공감
대를 바탕으로 관광 분야에서의 협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169) 북한 역
시 ‘과학기술에 의한 지식경제 육성’을 강조하며 북한 사회 전반의 체질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170)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전후로 북한 당국이 새롭게 부각시
켜 현 체제의 핵심 경제노선으로 자리 잡은 ‘새 세기 산업혁명’도 지식경제 시

그림 4-1. 북한의 가정용 사물인터넷(IoT) 시연 모습

자료: ｢북한 IoT 적용된 살림집 공개 “TV를 켜시오”｣(2018. 11. 23), https://www.dailynk.com/북한-iot-적용된-살림집
-공개-tv를-켜시오/(검색일: 2020. 2. 15).

169) 관계부처 합동(2016b).
170)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현 시대를 지식경제 시대로 규정하면서 모든 문제를 과학기술에 기초해 해결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정은(2013), pp.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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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를 전제하고 있다.171) 북한은 지식경제 시대 도래에 따른 사회주의 교육강
국, 인재강국 건설 필요성에 대한 강조를 통해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기도 하였다.172)
지능정보사회의 진전은 관광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영향력은 향
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에는 지능정보기술의 발전으로 기존의 관
광서비스에 ICT를 융합한 ‘스마트 관광’이 신성장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특
히 스마트폰의 보급률 증가는 이 같은 추세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와 북한 당국 역시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스마트 관광’ 관련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을 진행하고 있다. 관광객들이 스마트폰 하나로 교통ㆍ언어ㆍ예
약ㆍ결제 등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선진관광시스템에 익숙해가고 있는 만큼,
이를 구현하는 것이 남북은 물론 각국 정부에게 중요한 현안이 되었다. 우리 정
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관광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개
발하는 등 스마트 관광의 5대 요소(편의, 경험, 서비스, 플랫폼, 모빌리티)를 중
심으로 스마트관광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173)
북한도 환경 변화에 맞춰 스마트관광 추진을 위한 기반조성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 북한 주민들의 스마트폰 사용 확대, 이동통신 사용 증가는 스마트 관
광 인프라 구축에 대한 북한 당국의 관심 제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20년 현재까지 북한은 5개 브랜드, 30여 개 기종의 스마트폰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것으로 확인된다.174) ITU(국제전기통신연합)의 공식통계에 따르면, 북
171)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2년 4월 6일 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에서 ‘새 세기 산업혁명
을 통한 경제강국 건설’을 당면한 핵심과업으로 제기한 바 있다. 북한은 새 세기 산업혁명을 ‘경제구
조를 최신 과학기술에 기초한 기술집약형 경제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같은 개념
은 남한에서 사용되는 ‘4차 산업혁명’의 개념과 상당 부분 유사하다는 평가가 있다.
172) 북한이 육성을 도모하고 있는 지식경제기반 산업은 ICT 융합기술, 인공지능, 로봇기술, 생명공학 등
을 기반으로 한 차세대 산업이다.
173) 우리 정부는 2019년 발표한 ‘대한민국 관광 혁신전략’을 통해 관광산업의 혁신을 위한 주요 과제로
‘스마트 관광산업 생태계 구축’을 제시한 바 있다.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온라인 보도자료
(2019. 4. 2, 검색일: 2020. 2. 20).

제4장 남북 관광협력 추진환경 분석 • 159

한의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 수는 2009년 6만 9,261명에서 2017년 381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북한의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 수가 최대 600만 명에 이
른다는 주장도 있다.175) 이처럼 북한의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 수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외국인 관광을 장려하는 과정에서 제한적이지만 인터
넷 사용도 확대되는 추세로 판단된다.176) ICT 기술 등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북한 사회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관련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김일성종합대학 첨단기술개발원 정보기술연구소 등 북한 과학기술기관
들은 여행객의 이동편의 보장을 위해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 ‘스마트 모빌
리티’를 구현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하였다.177)

표 4-3. 연도별 북한 이동통신 가입자(subscription) 수
구분

2009년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가입자 수
(만 명)

6.9

100.0

242.0

324.0

381.0

가입자 수
(100명)

0.28

4.04

9.69

12.83

14.95

자료: 김봉식(2017), p. 23.

174) 2013년 스마트폰 조립 생산라인을 추가 구축한 평양 5.11공장에서 ‘아리랑’과 ‘평양’ 등 스마트폰
2종을 출시했으며, 2018년 ‘푸른하늘전자제품공장’에서 생산한 ‘푸른하늘’ 시리즈가 새로 등장하
였다.
175) ｢北 이동통신 가입자 600만 명…한반도 금융ㆍ통신망 만들어야｣(2018. 12. 19), 온라인 기사(검색
일: 2020. 1. 25).
176) 북한의 제1이동통신 서비스인 ‘고려링크’가 2013년 2월 3G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에서 사용 가능한
외국인 전용 인터넷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평양 등지에서 무선 인터넷 이용이 가능해진 상황이다. 외
국인은 고려링크의 SIM 카드 혹은 USB 무선인터넷 모뎀을 구매해 휴대전화나 노트북에 장착한 후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북한 내 외국인들, USB 이용해 지방에서도 인터넷 사용｣
(2016. 11. 1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1. 25).
177) 2019년 11월, 북한 선전매체 ‘조선의오늘’은 평양체육관에서 개최된 전국정보화성과전람회-2019
현장 동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이 영상에서 김일성종합대학 첨단기술개발원 정보기술연구소 관계
자는 자율조종기술이 연구소의 4대 전략목표 중의 하나라고 소개하며, 자율주행체계 관련 연구를 진
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IT기업 4대 전략은?…AI, AR, 자율조종, 정보보안｣(2019. 11. 6), 온
라인 기사(검색일: 2020.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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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여행 이동성 증대와 남북 관광산업 동향
1) 관광산업 메가트렌드: 여행 이동성 증대
여행 이동성은 국경간 이동과 관련된 것으로 교통, 국경통제, 안전 등과 연관
이 깊다. 특히 교통은 숙박, 관광지, 상업 서비스 등 관광의 다양한 요소를 연결
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관광의 대상이 되는 등 관광산업의 주요 촉진 기반으
로 자리 잡은 만큼, 교통과 관광정책의 연계가 중요해지고 있다. 교통 부문에서
항공교통은 관광산업의 성장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다. 신흥국의 소득 증가, 항
공권 가격 하락 등으로 항공교통을 이용한 관광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항공 이
용객은 2035년(72억 명)에는 2016년(38억 명)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
로 전망된다.178) 항공ㆍ도로ㆍ철도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통해 목적지 간 이동
성이 개선된다면, 관광객의 편의 증진은 물론 관광산업 내 시너지 효과가 창출
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크루즈 산업의 성장 역시 여행 이동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
로 보인다. 유엔 세계관광기구(UNWTO: UN World Tourism Organization)는
크루즈 여행을 ‘21세기 최고의 성장산업’으로 지정하면서 짧은 시간에 다양한 경험
을 향유할 수 있고, 비용 대비 만족도가 가장 높은 관광상품으로 평가한 바 있다.179)
특히 크루즈 여행은 노년에도 계속 즐길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수요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관광상품 중에서도 성장 가능성이 높게 평가받고 있다.
국가간 이동을 촉진하는 정책 역시 여행 이동성을 증대하는 요인이다. 특히
중국 등 신흥국의 여행객 증대에 따라 미국ㆍ호주ㆍEU 등은 중국과 상호비자
협정을 맺는 등 상호 방문을 증가시키고 있다. 또한 각국이 출입국 심사시간을

178) 다만 이 같은 성장세는 2030년 이후의 GDP 및 인구증가율,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둔화될 가능성
도 존재한다. OECD(2018), p. 81.
179) 전 세계 크루즈 관광객은 2005년 1,330만 명에서 2020년 2,67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한국문화관
광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5),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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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시키기 위해 활용하고 있는 스마트 기기의 확산, ‘자동출입국심사시스템’
의 개선 등은 여행 이동성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2) 여행 이동성 증대와 남북 관광산업 동향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전후를 기점으로 여행 이동성 증대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도모하고 있다. 중국-러시아-북한 3국간 무비자 관광노
선을 개발하는 한편, 중국과 자동차 관광, 열차 관광, 유람선 관광 등 관광연결
수단의 다양화를 모색하고 있다.180) 북한은 2010년 중국, 러시아와 무비자 관
광협정을 체결하고 중국(창춘)-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북한(나선)을 잇는 관
광노선을 개발하였다. 이는 지린성 훈춘시의 훈춘 부두를 떠나 러시아 슬라비
안카, 블라디보스토크, 카산, 북한의 두만강과 나선을 지나 다시 훈춘으로 돌아
오는 여정이다. 또한 북한은 중국인의 자가용 관광 허용,181) 중국과의 관광열
차 노선 운행,182) 유람선 관광183) 등 제한적이지만 국경통제를 일부 완화하면
서 여행객의 이동 편의를 제고하였다.
크루즈 관광 활성화에 대한 남북의 정책적 공감대는 여행 이동성을 촉진시
키는 주요 기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 정부는 국제여건 변화 시 북한
크루즈 인프라 및 기항상품 개발(중국ㆍ러시아 등 북방도시 연계)을 통한 초국
경관광을 추진할 계획이며, 부산ㆍ포항 등 거점을 중심으로 동해안 크루즈 활
성화, 북방 지역 관광객 유치를 도모하고 있다. 환동해 관광협력(환동해 크루즈
등)은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평화와 번영의 북방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신
북방정책의 전략과 중점과제’ 로드맵의 중점과제로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북
180) 신용석(2012), pp. 29~32.
181) 북한은 2011년 처음으로 중국 관광객의 자가용 관광을 허용한 바 있는데, 중국 지린성 훈춘시에서
출발하여 북한 나선지구, 나진항을 유람할 수 있는 노선이다.
182) 2011년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 기차역에서 압록강을 건너 신의주로 가는 국제여행 전용열차 운행을
시작했으며, 칠보산과 중국 국경 도문시를 연결하는 칠보산 관광열차도 2011년 개통한 바 있다.
183) 훈춘에서 북한 원정리를 지나 나선시 고성항을 출발하는 유람선 관광이 2011년부터 시범ㆍ운행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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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역시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크루즈 관광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보
인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북한은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경제개발구정책을 활용해 국경ㆍ해안 지역 일대의 관광지화
를 꾀하고 있다. 특히 북한 당국의 정책적 지원으로 원산과 원산항은 ‘관광도
시’ 및 ‘관광레저중심의 항만’으로 육성될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남북관계 개
선 시 크루즈 관광을 중심으로 한 남북협력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이동성 증대’에 대한 관심은 남북 관광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도 중요
한 사안이다. 남북관광이 민족 내부 차원에서 벗어나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
는 통신ㆍ통행ㆍ통관 등 이른바 3통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이동성을 제약하는 법
ㆍ제도 차원의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해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출입국
수속을 단축시킬 수 있는 기술협력도 논의되어야 할 주제다.184) 이 밖에 남북
관광협력의 확장성을 위해 주변국 개발정책과의 연계를 고려해 인프라를 구축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남북 관광협력 기회요인
가. 우리 정부 및 한반도 주변국의 초국경관광정책 추진
우리 정부의 초국경 관광정책 및 이와 연계되어 추진할 수 있는 한반도 주변
국의 정책 역시, 남북 관광협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다. 앞서
2,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은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중국ㆍ러시아와 협
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남북 정상은 ‘9월 평양공동선언’(2018)을 통해 접
184) 북한은 ‘정보과학기술연구소’, ‘정보공학연구소’, ‘지능정보연구소’ 등을 통해 관련 기술에 대한 연
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국가과학원의 수학연구소는 금융관리와 출입국 관리,
전자결제 등 경영정보화에 이용할 수 있는 얼굴 및 지문식별체계를 개발한 바 있어, ‘여행 이동성 증
대’를 위한 기술협력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웹사이트 ‘서광’, http://sogwang.com/
kp(검색일: 2020. 1. 15) 참고.

제4장 남북 관광협력 추진환경 분석 • 163

경 지역 공동개발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기도 하였다.185) 중국과 러시아 등
한반도 접경국가들과도 인프라 구축 협력을 시작으로 협력 범위가 확대될 가능
성이 있는 만큼, 주변국들의 정책 분석을 통해 초국경관광에 대한 협력 수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북방 지역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통
해 동북아ㆍ유라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한다는 목표로 ‘신북방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만큼, 주변국과의 정책 연대는 더욱 중요해졌다.

1) 우리 정부
가) 신북방정책
그림 4-2. 신북방정책 비전 및 목표

자료: 북방경제협력위원회 2차 회의(’18. 6. 18) 비공개 자료 참고.

185) 남북 정상은 평양공동선언에서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간다”는 내
용을 합의한 바 있다. 이는 남북경협 범위가 북한 지역뿐만 아니라 남한 지역으로까지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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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9월 제3회 동방경제포럼에서 정책 비전으로 “평화
와 번영의 동북아시아”를 제시하며, 북방국가들과의 경제협력 확대, 특히 극동
개발 참여에 중점을 둔 신북방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동북아와 주변 지역의 평
화와 번영을 위한 ‘평화의 축’으로서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북방
지역을 ‘번영의 축’으로 삼겠다는 의미다.186) 우리 정부가 2020년을 ‘신북방
협력의 해’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만큼, 중국ㆍ러시아 등 역내국가와의 협력이
다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측된다.187)

표 4-4. 주요 북방 지역 지자체와 우리 지자체 간 협력채널 현황
북방 지역

지자체 명

우리 지자체

지린성

부산, 경기, 강원, 경북, 경남, 충남

헤이룽장성

세종, 경남, 제주, 충남

랴오닝성

경기, 경남, 강원, 충남

연해주

경기, 강원, 충북, 경북

블라디보스토크

부산, 대구, 울산

상트페테르부르크

서울, 부산, 대구

울란바토르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경북, 경남

중국 동북3성

러시아

몽골

자료: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온라인 보도자료(2019. 3. 27, 검색일: 2020. 2. 28).

정부는 북방 지역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북방 지역 지방자치단
체와 우리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채널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 지방자치단
체는 중국, 러시아, 몽골, 우즈벡, 벨라루스 등 북방 지역 6개국의 29개 지방자
치단체와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관광을 포함해 물류ㆍ에너지ㆍ통
상ㆍ농업 등 다방면에서 협력사업이 추진되고 있다.188) 특히 북ㆍ중ㆍ러 접경
186) 외교부(2018), p. 2.
187)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월 20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중국ㆍ러시아 등 북
방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신북방정책 역점 추진…국내
실물경기 반등 뒷받침”｣(2020. 1. 2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2. 15).
188)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온라인 보도자료(2019. 3. 27, 검색일: 2020.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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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관광상품 개발과 국제관광특구 개발 참여를 검토하는 등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대외환경이 조성될 경우 북방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환동해
크루즈 활성화’ 등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북방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은 동아
시아 철도공동체, 동북아 슈퍼그리드 등 인프라 조성과도 연관이 깊어 자연스
럽게 남북 관광협력을 위한 기반 조성과도 연계될 것으로 보인다.189)

나) 한반도신경제구상과 3대 경제협력벨트
문재인 정부가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신경제구상’ 역시 초국경관광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한반도신경제구상’
의 핵심구상이라고 할 수 있는 ‘3대 경제협력벨트(환동해 경제벨트, 환황해 경
제벨트, DMZ 환경ㆍ관광 벨트)’는 북한을 포함해 중국, 러시아 등 북방 국가들
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전제하고 있다. 환동해 경제벨트는 금강산-원산-백두산
의 연계관광을 포함해 ‘환동해 크루즈 관광’과 관련 있으며, DMZ 환경ㆍ관광
벨트는 DMZ 평화지대 조성사업 등 ‘한반도 생명공동체’ 구축과 관계가 깊다.

표 4-5. 한반도신경제구상과 3대 경제협력벨트
구분

주요 내용

한반도
신경제구상

남북경협 활성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경제 영토를 동북아
및 유라시아로 확장하는 계획
‘3대 경제협력벨트’ 구축을 통해 우리 경제 영토를 남북은 물론 동북아 및 유라시아
로 확장해나가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

환동해
경제벨트

에너지ㆍ자원 중심이며 금강산을 시작으로 원산ㆍ단천 등을 남북이 공동 개발한
뒤 러시아ㆍ일본까지 연결하는 전략

환황해
경제벨트

산업ㆍ물류 중심이며 개성공단을 교두보로 평양ㆍ신의주 등을 개발, 이를 중국 상
하이와 동북아 지역까지 연결하는 전략

DMZ
관광ㆍ생태 중심이며 한강 하구부터 DMZ를 가로지르는 경기 북부 접경 지역을 남북
환경ㆍ관광 벨트 한 상생협력지구로 재구성하는 전략
자료: 통일부(2019a), pp. 140~141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189) 권구훈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은 중국ㆍ러시아 등 북방 국가들과 “남북ㆍ북미 관계의 변화에
대비하여 초국경 인프라 협력방안 등도 미리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온라인 보도자료(2019. 11. 13, 검색일: 2020.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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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19년 ‘접경 지역 발전종합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남북 접경 지역 개
발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190) 정부는 ‘접경지역발전종합계
획’ 변경의 배경을 남북관계 개선 등 변화된 국내외 정책 환경을 반영하고 접경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변경된 ‘접경지
역발전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225개 사업에 13조 2,000억
원(국비 5조 4,000억 원, 민자 5조 6,000억 원, 지방비 2조 2,000억 원)을 투
입해 접경 지역을 한반도의 생태ㆍ평화벨트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191)
행정안전부가 지자체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확정한 ‘접경지역발전종합계
획 2020년 사업계획’에 따르면, 생태ㆍ평화 관광 활성화 분야 19개 사업(DMZ

표 4-6.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 2020년 주요 추진사업(생태ㆍ평화 관광 활성화 분야)
구분
<DMZ 평화의 길>

주요 내용
(위치) 강원 고성~인천 강화
(사업비) 286억 원 * 2020년 102억 원
(사업기간) 2019~22년
(사업내용) 남북 분단의 현장과 문화ㆍ생태ㆍ역사 자원
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보여행길 조성, 안내
표지판 및 시설물 설치, 거점센터 설치 등

<한탄강 주상절리 길 조성>

(위치) 연천, 철원, 포천
(사업비) 611억 원 * 2020년 94억 원
(사업기간) 2017~22년
(사업내용) 한탄강의 지질자원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전망대, 안전난간, 덱(deck), 휴게공간 등
설치

자료: 행정안전부, 온라인 보도자료, pp. 4~5(2020. 2. 25, 검색일: 2020. 2. 27).
190) 행정안전부는 2019년,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접경지역 3개 시도
(강원도, 경기도,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수립하는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 변경’을 확정하였다. ‘접
경지역발전종합계획’은 남북 분단으로 발전에서 소외된 접경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주민
복지 향상 및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의거, 2011년부터 2030년까
지 수립된 개발계획이다.
191) 행정안전부, 온라인 보도자료(2020. 2. 25, 검색일: 2020.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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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길, 한탄강 주상절리 길 조성 등)에 499억 원이 투입된다. 이 가운데
DMZ 일원 남측 평화의 댐과 북측 금강산댐을 동시에 관망할 수 있는 화천군
‘백암산 남북물길 조망지구’가 연내 완료될 예정이다. 또한 철원군의 역사적 상
징물이기도 한 노동당사와 연계한 공원조성사업인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도
연내 완료될 예정이다.

2) 중국
가) 동북진흥전략과 일대일로 구상(One Belt, One Road)
중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국토균형발전 등을 이유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북 지역 3성의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동북3성은 중국의 최동북쪽에

그림 4-3. 중국 동북진흥계획과 동북3성

자료: ｢눈길 끄는 김정일의 중국 이동 루트｣(2010. 8. 29),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
x?CNTN_CD=A0001438103(검색일: 2020.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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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한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으로 구성되며 총면적은 80.84㎢로 중국
전체 면적의 8.4%를 점하고 있다.192) 석탄 등 천연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한
때 중화학 공업기지로 주목받으면서 중국경제 성장을 위해 상당한 역할을 담당
했으나, 1990년대 이후 자원이 고갈되고,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경제낙후지
역으로 전락하였다. 동북3성에 대한 개발은 2004년부터 산업고도화와 동북
지역의 국유기업 개혁 등을 목적으로 한 ‘동북진흥전략’에 따라 본격화되기 시
작하였다.
동북진흥전략에 따른 동북3성 개발 확대로 3성 중의 하나인 지린성이 중국
동부경제권의 중심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지린성의 성장은 중국, 러시아, 북한
3국간 경제협력으로 추진 중인 ‘창춘(长春)-지린(吉林)-투먼(图们)강 일대’를
개발하는 ‘창지투 프로젝트’193)와도 연관이 깊다. 특히 창지투 프로젝트는 몽
골-동북3성-남북한-일본으로 이어지는 동북아 발전전략과도 맥이 닿아 있다.
몽골-창춘-남북한-일본 등으로 연결되는 동북아 물류망 구축, 헤이룽장성-창
춘-지린-투먼-북한 나진항까지 연결되는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핵심이라
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은 2005년 북한과 ‘나진항(제3ㆍ4부두) 50년 사
용협약’을 체결했으며, 러시아 극동 지역과 협력을 강화하는 등 동북3성 지역
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변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 밖에 창지투
프로젝트에는 북한의 청진항 및 라진항으로 통하는 철도ㆍ도로ㆍ교각 등 인프
라 건설이 다수 포함돼 있다.

192) 서종원 외(2018), p. 38.
193) 공식명칭은 ‘창지투를 개발개방 선도구로 하는 중국 두만강 지역 협력개발 계획요강’이다. 창지투 프
로젝트는 지린성의 중심 도시인 창춘시와 지린시를 배후지로 하고, 연변조선족자치주에 속한 연길,
투먼을 개방의 전초지, 국경도시인 훈춘을 개방의 창구로 삼아 개발협력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제4장 남북 관광협력 추진환경 분석 • 169

그림 4-4. 창지투 개발계획의 주요 지역

자료: ｢<창지투의 거점 지린성> 中 새로운 경제 중심지로 부상하는 지린성｣(2012. 6. 18), https://www.ajunews.com/view
_expand/20120618000447(검색일: 2020. 2. 29).

중국은 창지투 프로젝트에 이어 2012년 5월, 훈춘(琿春)시에 국제합작시범구
설립을 선포했는데, 이는 두만강 유역의 개발을 위해 주변국과의 적극적인 협력
을 도모하겠다는 의미로 평가받고 있다.194) 시범구의 면적은 90㎢이며 중국-북
한 및 중국-러시아 훈춘경제합작구, 국제산업합작구, 변경무역합작구 등 4개 구
역으로 나뉜다. 또한 중국은 2015년 ｢제13차 5개년 국민경제사회발전 규획
(13.5 규획)｣을 통해 관광업과 연계한 산업발전을 도모했는데,195) 지린성과 훈
춘시도 이에 영향을 받았다. 이 계획에 따르면 훈춘과 북한 나선을 잇는 고속철도
와 함께 창춘과 평양을 연결하는 고속철도도 건설될 예정이다. 창춘~평양을 연
결하는 고속철도 건설은 지린성이 압록강 상류의 북중 접경 지역인 지안(集安)을
새로운 북ㆍ중 교역의 중심지로 개발하면서 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196)
194) 훈춘은 중국에서 유일하게 중국-러시아-북한 3개국 국경이 맞닿은 도시이며, 남쪽으로는 두만강,
북한 함경북도와 인접하여 ‘동북아 황금삼각지대’로 불리기도 한다.
195) 중국은 ‘13.5 규획’을 통해 관광업이 서비스 산업 등과 연계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196) ｢창춘~평양, 훈춘~나선 고속철 추진… 中, 北韓 파고든다｣(2015. 12. 1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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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국이 2013년 발표한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구상은 동북
3성을 포함한 중국 내 지역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대일로는 고
대 실크로드 주변 지역 및 해상 실크로드 지역 인프라ㆍ산업ㆍ통상 연계계획으
로 2013년 시진핑 주석이 제안한 이후 국가적 사업으로 본격 추진되고 있다.
일대일로는 육ㆍ해로를 통해 중국에서 동남 및 중앙아시아, 중동 등을 지나 유
럽을 연결하는 6개 경제회랑(Economic Corridor)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197) 또한 중국의 각 지방은 일대일로 구상을 중심으로 중국 내 지역
발전전략과 관련 지역(해상 및 실크로드)을 연계한 발전전략을 추진 중이다. 일
대일로는 인프라 및 물류 연계가 중심 목표이지만 정책, 자금, 통상, 문화ㆍ인
적 교류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협력구상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중국이 AIIB를
활용해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는 만큼, 일대일로와 남북철도 간 접점 중심으
로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198)
그림 4-5. 북중 접경 지역의 교통 인프라

자료: ｢창춘~평양, 훈춘~나선 고속철 추진… 中, 北韓 파고든다｣(2015. 12. 1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1. 25).

197) 이해정, 이용화(2017), p. 5.
198)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이 중국 주도로 설립된 만
큼, ‘일대일로’ 정책 구체화와 관련된 인프라 구축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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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동북 지역의 초국경 관광정책 추진 현황
중국 중앙정부가 ｢제13차 5개년 국민경제사회발전 규획(13.5 규획)｣ 발표를
통해 관광산업 전반의 성장을 도모함에 따라, 동북지역의 성(province) 정부에
서는 초국경관광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199) 우선 랴오닝성의 초
국경 관광정책 방향은 북한 지역과의 연계 및 해수욕 등 연안 지역의 관광자원
활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단둥과 번시(本溪) 지역은 북중 접경 지역에 4개의
관광산업 집중 지역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표 4-7. 랴오닝성 북중 접경 관광산업 집중지역 건설사업
사업명

발전 방향

주요 방안

둥강 금강석 항만, 크루즈 모항, 다보
해양관광, 해변휴양, 해양관경,
스포럼, 선야 해양 세계, 방추이섬, 라
단둥 압록강 관광산업집체구
쇼핑, 크루즈 관광, 음식, 휴가
우후탄 해양공원, 다롄삼림 동물원,
(丹东鸭绿江旅游産业集聚区)
낚시, 비즈니스 회의
푸자장 해변, 싱하이광장
번시 수이둥온천
번시 수동 국가 5A급 관광경구, 파
관광산업 집체구
수동경구, 과학교육, 온천보양,
자협곡 산지공원, 톈주온천마을, 보
(本溪水洞—温泉寺旅游産业 산림휴양지
양테마호텔, 문화테마랜드
集聚区)
단둥 다구산 북황해 온천
다루다오
관광산업 집체구
(丹东大孤山—北黄海温泉—
大鹿岛旅游产业集聚区)

하이다오 휴양지, 해양관경, 종 북황해 온천마을, 다구산 풍경명승
교관광, 온천보양, 신선한음식, 지, 다루다오경구, 장다오경구, 소다
역사문화체험
오경구, 구산진 갑오해전 고성지

번시 우뉘산-환룽호-빙주마을
관광산업 집체구
세계유산경관, 빈후휴양지, 좡위
(本溪五女山-桓龙湖-冰酒小 안휴양지, 풍경마을, 생태 휴양지
镇旅游産业集聚区)

우뉘산-환룽호 국가 5A급 관광구
지위 획득, 베이장 포도주 산업 관
광구, 환런 바과 고성, 환룽호 빙주
좡 집군, 환런빙지우풍경 마을

자료: 서종원 외(2018), pp. 52~53 재인용.

또한 지린성은 2019년 8월부터 접경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그룹관광 비자
발급, 여권 분실 시 긴급처리 창구의 운영, 국경 통과 온라인 등록 시스템 및 사후
인증제도 도입 등 8개의 출입국 지원 조치를 단행하였다. 한편 지린성의 주요 관
199) 최장호 외(2019), pp. 5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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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도시인 옌볜(延边)은 러시아 및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퉁화(通化)는 북
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옌볜은 지린성 지역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장춘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찾는 도시이고, 퉁화가 그다음이다. 지린성 정부는 훈춘을 국제관
광합작구, 옌볜을 동북아 지역 국제관광도시, 투먼과 허룽(和龙)은 북ㆍ중 초국
경 관광도시, 퉁화는 동북 지역 초국경 관광 경유지로 육성할 계획을 각각 가지고
있다.200) 옌볜과 북한 접경 지역에 설치된 주요 관광구는 [표 4-8]과 같다.
표 4-8. 랴오닝성 북중 접경 주요 관광구 현황
급수

관광구 명칭

위치

관광객 수(명)

5A

백두산관광구(북파)
长白山观光区(北坡)

장백산관리위원회

153

5A

둔화육정산문화관광구
敦化六鼎山文化观光区

둔화시 육정산

125

4A

모두모아민속관광리조트
梦都美民俗旅游度假村

연길시 의란진춘흥촌

15

4A

중국조선민족민속풍경원
中国朝鲜族民俗风景园

연길시 연남로

8

4A

옌볜박물관
延边博物馆

연길시 장백산서로

2.5

4A

옌지시해란호풍경구
延吉市海兰湖风景区

연길시 하룡촌

5

4A

안투장백산대관동문화원
安图长白山大关东文化园

안도현 영경향동청촌

46

4A

장백산협곡부석림
长白山峡谷浮石林

안도현 이도백하진

24

4A

안투장백산따시다이허풍경구
安图长白山大戱臺河

안도현 이도백하진

10

4A

안투설산호풍경구
安图龙顺雪山飞湖

안도현 량강진

10

4A

안투장백산마계관광구
安图长白山魔界观光区

안도현 이도백하진

10

4A

훈춘방천관광부
珲春防川观光区

훈춘시 경신진

27

4A

둔화안명호온천리조트
敦化雁鸣湖温泉度假村

둔화시 연명호진

6

자료: 서종원 외(2018), p. 59 재인용.
200) 최장호 외(2019), 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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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러시아
가) 극동 지역 개발과 신동방정책
러시아 극동 지역은 인구감소는 물론 제조업의 공동화, 철도, 도로, 항만과
같은 인프라 시설의 부족 등으로 개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201)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13년 12월, 의회 연두교서에서 극동 지역 개발 방향을 밝히며, 극
동 지역 개발을 교두보 삼아 아태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도모하겠다는
‘신동방정책’ 구상을 제시하였다.202) 신동방정책의 핵심은 ‘극동 지역 선도개
발구역(TOR)’ 조성과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건립 등이며, 이를 위해 러시아
는 자금력이 풍부한 중국ㆍ한국ㆍ일본 등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203) 러
시아는 2012년 극동개발부204)를 신설하는 한편, ｢선도개발구역 설치에 관한
법｣에 근거하여 극동 지역에 선도개발구역을 설치하고, ｢블라디보스토크 자유
항 설립에 관한 연방법｣을 채택하였다.205) 선도개발구역은 ‘수출 지향적 산업
육성’이라는 목표와 ‘극동’이라는 특정 지역 개발을,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은
극동항만의 경제적ㆍ지리적 장점을 활용한 국제교역화물 유치 확대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또한 러시아 정부는 극동 지역 개발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제고하
는 등 극동 지역에 대한 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2015년부터 동방경제포럼
(Eastern Economic Forum)을 개최해오고 있다.

201) 김선래(2019), p. 30.
202) 러시아는 극동 지역의 인구감소 추세, 경제ㆍ사회적 상황을 국가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국토균형발
전 차원에서 극동ㆍ시베리아 발전전략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203) 이해정, 이용화(2017), p. 4.
204) 극동개발부는 2012년 대통령령에 의거 설립된 부처로, 극동연방관구 지역개발 관련 업무를 전담하
며, 동 지역 개발정부사업, 연방국책사업 추진 업무의 관장 및 동 지역 내 연방자산관리 등을 담당한다.
205) 러시아는 2015년 선도개발구역(TOR: Territories of Advanced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의 경제ㆍ사회 발전 도모 및 투자유치 환경 조성을 위해 세제혜택 제공, 행정지원 등
의 편의를 법으로 보장하였다. 선도개발구역은 극동지역의 경제ㆍ사회 발전 도모 및 투자유치 환경
조성을 위해 인프라, 세제혜택, 행정지원 등에 대한 보장이 법으로 규정된 구역을 의미한다. 개념상
남한의 경제자유구역(FEZ), 경제특구 및 현행 러시아 특별경제구역(SEZ)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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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극동ㆍ시베리아 개발을 위한 러시아 연방의 발전 프로그램
주요 내용

비고

2008~13 극동ㆍ바이칼 동부지역
경제ㆍ사회 개발 연방 특별 프로그램

2007년 12월 승인

2025년까지의 극동ㆍ부라티야ㆍ자바이칼ㆍ이르쿠츠크
지역 경제발전 전략

2009년 12월 승인

2018년까지의 극동ㆍ바이칼 동부지역 경제ㆍ사회개발
연방 특별 프로그램

2010년 7월 승인

2025년까지의 극동ㆍ바이칼 지역 경제ㆍ사회개발
연방 프로그램

2013년 3월 승인,
2016년 9월 개정

2020년까지의 시베리아 지역 사회ㆍ경제발전 전략

2015년 2월 승인

자료: 외교부(2018), p. 96.

나) 극동러시아의 초국경 관광정책 추진 현황
러시아 정부는 정부 주도의 관광산업 육성정책을 통해 극동 지역에 관광산
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러시아 정부는 2013년, ‘극동
ㆍ바이칼 지역 경제ㆍ사회 개발 연방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2025년까지 관광
산업을 포함한 극동 지역 전반에 대한 개발방안을 밝혔다. 정부 주도의 최상위
프로그램을 통해 러시아 정부가 밝히고 있는 극동 지역 관광산업의 추진 방향
은 극동 지역의 환경과 특색에 적합한 다양한 관광자원 개발, 한국ㆍ중국 등 접
경 지역 국가들과의 적극적인 협력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러시아는 극동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각 지역별로 잠재적인 가능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주변국들의 투자 유치를 통해 단시일 내에 다양한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206)
러시아 정부가 극동 지역에 설치한 선도개발구역 가운데 관광업에 특화된
지역은 캄차트카(2015년 8월 지정)와 고르니 보즈두흐(2016년 3월 지정) 2곳
이다.207) 캄차트카 지역은 아태 지역 국가와의 인접성이 있으며, 다양한 관광
206) 박지원(2018), pp. 5~7.
207) 최장호 외(2019), p.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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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화산, 연어, 곰 등)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생태적 다양성이 관광매력으로
부각되면서 국내외 관광객 유입이 매년 증가(2017년 약 20만 명(이 중 외국인
1만 명)의 관광객 방문)하고 있는 지역이기도하다.208) 러시아 정부는 캄차트카
주 일대(1,276㏊)를 항만ㆍ레저ㆍ관광ㆍ농업ㆍ산업으로 특화하여 개발할 예
정이며, 이를 위해 교통 인프라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 관광산업 육성, 북극항
로 개발 차원에서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트카 상업항 여객터미널을 건설(연간
크루즈 65척 수용 가능)하는 한편, 2018년에는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엘리조
보공항 여객터미널 사업에 착수하였다.

표 4-10. 선도개발구역 지정 현황
(단위: 10억 루블, 명)

지역

고용
창출

지정일

특화 분야

민간자본

정부예산

나데진스카야

’15년 6월

물류ㆍ식품ㆍ
경공업

56.7

3.9

8,549

미하일롭스키

’15년 8월

곡물생산ㆍ
농축산업

74.8

44.4

5,315

볼쇼이카멘

’16년 1월

조선

177.6

3.2

8,340

하바롭스크

’15년 6월

물류ㆍ산업

54.8

2.5

6,145

프리아무르스카야

’15년 8월

물류ㆍ산업

136.6

0

1,893

벨로고르스크

’15년 8월

농업

5.2

0.046

839

고르니 보즈두흐

’16년 3월

관광

16.4

10

978

쿠릴

’17년 8월

수산

12.6

0

700

캄차트카주

캄차트카

’15년 8월

산업ㆍ관광

29.8

8.5

5,118

추코트카주

베링곱스키

’15년 8월

광업

22.5

0

1,794

유대인자치주

아무로-힌간스카야

’16년 8월

농축산업

16.7

0

1,293

캉갈라시

’15년 8월

산업

7.5

0.34

2,587

유즈나야 야쿠티야

’15년 12월

광업

34.0

0

3,461

연해주

하바롭스크주
아무르주

사할린주

사하공화국

구역 명칭

투자액
(예정액 포함)

자료: 주 블라디보스토크총영사관(2018), pp. 1~2.
208) 주 블라디보스토크 대한민국 총영사관(2018), p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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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르니 보즈두흐 지역에 위치한 사할린주에서는 관광산업을 특화하여 사계
절 스포츠 및 복합위락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고르니 보즈두
흐에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5개 케이블카(총연장 10㎞), 워터파크 시설,
슬로프(총연장 22㎞) 등에 대한 건설이 추진됐고, 해안관광단지 조성을 목표로
2020년까지 요트클럽, 다이빙센터, 해수욕장 등의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이
외에도, 러시아 정부가 선도개발구역 개발과 관련하여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에
따라, 관광특화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도 대규모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목적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209)
한편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동방 링’이라는 관광 브랜드를 개발하여 극동 지
역 해양관광산업 활성화 추진을 도모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극동 지역의 경

표 4-11. ‘러시아 동방 링’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극동 지역 교통 인프라의 문제점(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거리가 매우 길다는

관광노선 확보

점)을 극복하기 위해, 관광 주요 명소를 긴밀하게 연결하는 ‘관광 루트 프로그
램 개발’
러시아 극동 지역 거점을 잇는 항공료가 매우 비싸다는 점이 문제로 부각되면

관광비용 절감

서, 주요 관광 지역을 패키지 투어로 묶어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관광
객 만족도 제고를 도모

관광객 확대
관광 인프라 구축
정부와 민간의 협업
해양 크루즈 활성화

중국ㆍ한국ㆍ일본으로부터 오는 관광객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다양한 국가
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강구
블라디보스토크 등은 교통표기시스템 미비 등 외국 관광객들을 위한 기반시설이
열악한 상황, 관광객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관광 인프라 구축을 도모
극동 지역 지방정부와 민간정부 업체들이 공동으로 관광상품 및 패키지 여행
코스 등을 개발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위해 크루즈 노선 개발 및 선박접안시설 확충 등 인프라
개발도 논의

자료: 김선래(2019), pp. 34~35.

209) 주 블라디보스토크 대한민국 총영사관(2018), pp. 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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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전을 위해 항만을 중심으로 한 산업 클러스트 형성에도 주력하고 있는데,
이와 연계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 ‘러시아 동방 링’ 프로젝트이다.210) 프로젝
트의 기본 구상은 하바롭스크주를 중심으로 사하공화국과 연해주를 잇는 관광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주요 명승지와 하바롭스크, 원시 암각화, 나나이족 부
락 등을 연계한 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211)

4) 몽골
가) 트랜짓 몽골리아 구상과 초원의 길 이니셔티브
몽골 정부는 2008년 ‘트랜짓 몽골리아(Transit Mongolia)’ 구상을 제시하
며, 교통ㆍ물류 인프라의 현대화를 통해 국가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철
도’ 인프라 구축은 몽골 정부가 내륙국이라는 지리적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역
점을 두고 있는 사안이다. 자원부국인 몽골은 주요 광물자원을 도로운송을 통
해 수출해왔는데, 높은 운송비 때문에 자원 경쟁력을 극대화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몽골 정부는 2010년, ‘국가의 철도운송에 관한 정책’을 발표하고 국내
철도망 정비와 함께 러시아ㆍ중국 철도와의 연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
하였다. 몽골 국내 철도망을 양국의 철도망과 연결해 제3국으로 광물자원을 수
출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212)
철도 인프라 구축 외에 몽골 정부가 역점사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초원
의 길 이니셔티브’이다. 중국의 ‘일대일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등 몽골을
둘러싼 대외환경이 급변하자 중ㆍ몽ㆍ러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10) 2016년 제2회 태평양 관광포럼에서 러시아 문화부와 극동 시베리아 11개 주지사들이 모여 통합관
광 브랜드로 ‘러시아 동방 링’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하바롭스크주가 ‘러시아 동방
링’ 프로젝트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211) 김선래(2019), pp. 30~35.
212) 몽골 정부는 2015~30년 교통ㆍ물류 인프라 개발 목표사업으로 러시아ㆍ중국과 연계되는 ‘Ukhaa
Khudag~Gashuun Sukhait’ 노선 건설 등을 계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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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안되었다. ‘초원의 길 이니셔티브’는 5개의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다. 총 투
자수요가 500억 달러로서, 중ㆍ러를 연결하는 997㎞의 고속도로, 1,100㎞의
전기선로, 천연가스와 석유 파이프라인, 몽골횡단철도(TMGR)의 확대 등이 이
에 해당한다.213)

나) 중ㆍ몽ㆍ러 경제회랑 건설과 초국경 관광
몽골은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의 6대 경제회랑(economic
corridor) 건설 가운데 중ㆍ몽ㆍ러 경제회랑 건설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214) 중ㆍ몽ㆍ러 경제회랑은 32개의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28번(중ㆍ몽ㆍ러 관광고리 조성)과 23번(중ㆍ몽ㆍ러 초국경 생태회랑 건설)은
초국경 관광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215) 특히 ‘중ㆍ몽ㆍ러 초국경 생태회랑
건설’ 프로젝트는 철새보호 부문 협력 강화와 관련된 것으로서, 남북을 포함한
초국경 소다자 관광협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몽골과 북한은 석탄 수출
등 양국의 수요 충족을 위해 협력을 시도한 바 있는데,216)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도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2018년 5월 람사르협약 가입국이 되
었는데, 북한의 ‘라선철새보호구’는 북ㆍ중ㆍ러 주요 삼각협력지역에 위치하
고 있어 향후 관광상품으로 부각될 잠재력을 상당히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217)

213) 원동욱 외(2015), pp. 240~241.
214) 2016년 6월 몽골ㆍ중국ㆍ러시아는 교통 물류 인프라 및 산업 협력에 관한 32개 프로젝트를 포함하
는 ‘중ㆍ몽ㆍ러 경제회랑 건설프로그램’에 합의한 바 있다.
215) 한국교통연구원(2017), p. 11.
216) ｢몽골, 나진항 통해 한국에 석탄 수출｣(2015. 6. 2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3. 15).
217) 람사르협약은 물새 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으로, 앞서 살펴본 것처럼 북한의
평안남도 문덕철새보호구와 함경북도 라선철새보호구 등 2곳이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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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관광 분야 남북협력 구상218)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경제
협력사업 재개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중앙부처와 지자체들도 문재인 정부의 한
반도 신경제구상과 연계한 남북협력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강원도, 경기
도, 서울시, 인천시 등은 남북 관광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조직 개편, 법ㆍ제도
정비, 재정 확충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219) 2019년 이후 남북관계가 경
색되고 관광협력을 포함한 남북협력이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은 ‘북미관계 개선→남북관계 제도화→남북경협 본격화’ 가능성에 대
비해 협력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통일부가 2019년 10월 ｢인도적 대북지
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220)하면서, 향후 남북 관광협력
관련 지자체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경협 추진 여건 악화라는 현
실적 상황을 고려해, 중앙부처 및 지자체 관계자에 대한 인터뷰 등 직접적인 방
법 대신 각 기관이 발표한 ‘2020년도 업무보고’ 등을 중심으로 남북 관광협력
관련 수요를 간접적으로나마 파악하였다. 또한 정부의 신북방정책 추진과 함께
역할이 부각되고 있는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남북 관광협력 관련 추진계획도
함께 살펴봤다.

218) 다만 각 부처 및 지자체들의 남북협력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접근, 추진체
계 정립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자체들이 북측과 개별 접촉을 통해 별도로
협상할 경우, 중복투자 등 불필요한 경쟁 초래, 정치적 성과 추구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
다. 각 기관별로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할 경우, 북한 측의 일방적 요구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는 만
큼, ‘협의체’ 등 조정기구를 통해 협상력을 제고해 북한 당국과의 교섭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219) 신용석, 최경은(2019), pp. 218~228.
220) 통일부는 규정 개정 이유를, “최근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지자체의 남북교류 의지와 역량을 기를 수
있으며, 지자체는 독자적인 대북지원사업 추진을 희망하고 있는바 지자체를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 등의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 시 정부와의 사전협력절차를 구체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1. 지자체를 대북지원사업자로 승인 가
능토록 개정(안 제2조, 제3조,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 지방자치단체 등의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
원 시 사전협의(안 제15조 신설) 등이다. 통일부 공고 제2019110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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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신북방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정부 차원의 정책 수립
과 추진을 주도하고 있다. 남북 관광협력이 초국경관광의 형태로 북방국가들과
의 협력과 연계돼 추진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역할도
주목받고 있다. 특히 정부가 2020년을 ‘신북방협력의 해’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만큼, 북방경제협력위원회와 중앙부처, 지자체 간 협력 강화가 중요해졌다. 그
동안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광역지자체, 중앙부처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간 연계성과 효과성 도모를 위해 총괄적인 협력채널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
가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지난 2월, 17개 광
역지자체의 실무자가 참석한 ‘북방위-지자체 신북방정책 실무협의회’를 개최하
는 등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신북방정책을 마련해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221)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남북 관광협력 관련 구상은 환동해 관광협력 활성화
와 관련이 깊다. 대북제재 완화 등 여건이 조성될 경우, 신북방정책과 남북 관
광협력을 연계해 환동해를 중심으로 관광협력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을 가
지고 있다. 우선 통일부ㆍ외교부ㆍ문화체육관광부 등과 북ㆍ중ㆍ러 접경 지역
관광상품 개발 및 국제관광특구 개발에 참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환
동해 크루즈 활성화를 위해서 통일부 및 해양수산부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
다.222) 특히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남북해운합의서(2004년)’의 대상 항만 소
재지이기도 한 부산ㆍ속초ㆍ인천 등의 지자체와 함께 북측 항구도시를 경유하
는 환동해권 크루즈 북한 기항 등을 검토 중이다.223)

221) ｢북방위, 지자체와 ‘신북방정책’ 실무협의…“구체적 성과 노력”｣(2020. 2. 18), 온라인 기사(검색
일: 2020. 3. 15).
222)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관계부처 합동(2018), p. 4.
223) 북방경제협력위원회(2019), pp.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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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앙부처
가) 통일부
통일부는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북한 지역 개별관광 추진과 관
련된 세부 이행계획을 밝히는 등 남북 관광협력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와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북한 개별관광
등 남북협력사업 추진에 대한 적극성을 요구한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업무계획 중 남북 관광협력과 관련된 주요 추진과제들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첫째, ‘DMZ 국제평화지대화’ 구상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DMZ 실태조사 등 기초연구와 사업별 준비작업을 진행하면서, ‘DMZ 평화의
길’ 재개ㆍ확대와 국내외 공론화를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통일부는 이를 위해
남북 당국간 대화는 물론, 정부 내 협업 증진과 접경 지역 지자체와의 협치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북한 지역 개별관광을 추진한다. 이산가족 등의 북한 지역 개별관광을
통해 남북간 인적 교류 등 협력 확대, 접경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통일부는 향후 사회단체, 지자체, 제3국 여행사 등 다양한 경로를 통
해 북측에 개별관광 의사를 타진하고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셋째, 교류협력의 다변화ㆍ다각화를 도모한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에 대한
러시아ㆍ중국 등 한반도의 주변국의 협조와 호응을 유도하는 한편, 지자체ㆍ민
간과의 협력을 확대한다. 또한 남북정상이 2018년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등을 통해 합의한 바 있는 철도ㆍ도로 등 경제협력사업 협의를 개시한다.
넷째, 통일ㆍ대북 정책 추진 기반을 구축한다. 국제사회 평화ㆍ통일 기반 조
성을 위한 통일 공공외교를 전개하고, 교류협력 및 평화ㆍ통일 기반 조성 관련
법제 정비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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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2020년 통일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中 남북 관광협력 관련 내용
구분

세부 과제

주요 내용

DMZ 국제평화지대화
구상 구체화 및 이행

-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북 공동 등재 기반 마련) DMZ의 생태
ㆍ역사ㆍ문화 관련 실태 조사를 통해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유네스코 관계자 접촉 등을 통해 국제사회 이해 제고
- (판문점-개성 평화협력지구 관련 국제협력 강화) 평화ㆍ생태
ㆍ문화 관련 국제기구의 DMZ 유치를 위한 계획 수립

DMZ
국제
평화지대화 DMZ 국제평화지대화 - 구상 이행을 위한 정부 내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접경 지역
구상
추진 기반 조성 및 강화
지자체 협의체’를 구성ㆍ운영, 지자체와의 협치를 도모

북한 지역
개별관광
추진

DMZ의 평화적 이용 관련
국민체감 효과 제고

- 평화해설사 양성 확대, 외국인 대상 개방 등 적극 추진,
DMZ 평화의 길 2단계 구간 경로 정비 및 일반 공개, 대북
협의를 통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자유왕래 추진

이산가족 및 사회단체
등의 개성ㆍ금강산 등
방문

- 비영리법인ㆍ사회단체가 북측과 방북 관련 포괄적 합의를
하고 ‘초청 의사 확인 서류’를 수령하는 방식을 통해 진행

우리 국민의
제3국 경유 개별관광

- 우리 국민 중 관광 목적의 방북 희망자가 북한 관광상품을
판매하는 제3국 여행사를 통해 개별관광을 신청, 진행

철도ㆍ도로 등
- 우리 측 단절 구간을 먼저 연결하고, 여건 조성 시 북한 철도
경제협력사업 협의 개시
추가ㆍ정밀조사 등을 위한 남북간 협의 재개 노력
교류협력의
다변화ㆍ
다각화
도모

국제협력을 통한
남북중ㆍ남북러
협력사업 발굴

- 남ㆍ북ㆍ중ㆍ러 협력기관과 연계 강화, 국내 연구기관과 정례
협의체 구성ㆍ운영 및 지식공유사업 지원
-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관련 협력 등 대륙철도 연결방안
모색

현장 중심의
- 지자체 정책협의회 및 분야별 민간 실무협의회를 통해 상시
‘분권ㆍ협치형 교류협력’
소통체계를 유지하면서 대북접촉 신고 수리, 대북 연락 협조
기반 구축
등 적극 지원

통일ㆍ대북
정책 추진
기반 구축

국제사회 평화ㆍ통일
기반 조성

-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에 따라 한반도 평화에 우호적인 국제
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적 협력거점 마련

국내 법ㆍ제도 정비를
통한 안정적 통일정책
추진

- 남북관계와 국제정세 변화를 고려하여 남북관계 발전을 뒷
받침하는 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 남북경제공동체 기반을 구축하고 접경 지역 발전을 촉진하
기 위해 ｢통일경제특구법｣ 제정 추진

자료: 통일부 온라인 보도자료(2020. 3. 2, 검색일: 2020.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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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화체육관광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진전된 이후, 문화ㆍ체육ㆍ관
광 분야의 주무부처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관광협력을 포함한 ‘남북 문화교
류ㆍ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224) 문화체육관광부의 ‘남북 문화교류ㆍ
협력’ 추진 의지는 2019년 4월 개최된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도 표출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한 이 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비무장지대를 평화관광의 상징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
고 밝혔다. 평화관광 테마열차사업을 추진하고, 국민들이 비무장지대를 직접
걸어 볼 수 있도록 철거 감시초소(GP)와 민통선 이북 지역 일부를 잇는 ‘평화의
길 10선’을 조성하겠다는 구상 등이 제시되었다. 더 나아가 문화체육관광부는
조직 신설을 통해 남북 관광협력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019년 7월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문화
ㆍ체육ㆍ관광 교류를 직접 담당할 남북문화교류추진단을 구성하는 방안을 관
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면서, “남북문화교류추진단의 규모와 구성방식, 세부활
동계획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개하겠다”고 밝히
기도 하였다.225)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 현재, 남북관계 경색 국면을 고려하여 ‘스포
츠’를 통한 ‘남북 문화교류ㆍ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
월 발표한 ‘2020년 업무계획’에서 도쿄하계올림픽ㆍ패럴림픽 남북 공동 진출
추진,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 유치 본격 추진, 남북교류 행사(합동공연
및 친선경기 등) 등을 통해 ‘2032 올림픽 남북 공동유치’ 홍보에 나서겠다고 밝
힌 바 있다.226)
224) ｢문화체육관광부 남북문화교류, 협력 추진에 관한 규칙(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82호)｣에 따르면
‘남북 문화교류ㆍ협력사업’이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남한과 북한과의 문화예술(문
화재 포함), 문화산업, 관광, 체육 분야에서의 왕래ㆍ접촉ㆍ교역ㆍ협력사업 및 통신역무의 제공 등
을 의미한다.
225) ｢‘남북문화교류추진단’ 위한 협의 진행 중…연내 출범 기대｣(2019. 7. 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1. 15).
226) 문화체육관광부(2020),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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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 지자체
(1) 강원도
전 세계 유일의 분단 도(道)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강원도는 ‘강원평화특
별자치도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원평화특별자치도’는 강원도가 남북교
류협력 관련 특별한 지위와 권한을 부여받아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기여하겠다
는 비전이다. 강원도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가 설치될 경우에는 남북한 강원도
9개 시, 26개 군이 특성화 지구로 설정되어 다양한 남북간 협력사업 추진이 가
능해진다는 입장이다. DMZ국제평화문화생태공원, 화천-김화 수자원 평화이
용지대, 춘천시 접경 지역 5개 시ㆍ군 지원, 철원-평강 평화영농지대, 양구-창

그림 4-6. 강원평화특별자치도 미래 비전

자료: ｢남북경협 중심지 ‘평화특별자치도’ 새 도약 꿈꾸는 강원｣(2020. 1. 2), 온라인 기사(검색일 : 2020.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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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금강 문화관광자립지역, 금강-설악 국제생태관광지구, 내륙 평화특별자치
도 지원 지역, 고성군 남북일제(南北一制), 해안자원 공동이용 협력지역 등 다
양한 사업이 거론되고 있다.227)
강원도는 ‘2020년 강원도 주요 업무계획’에도 남북협력 추진에 대한 도(道)
의 강한 의지를 반영하였다. ‘평화경제공동체 실현, 지역자립 성장기반 마련’
등을 5대 주력 분야로 수립한 강원도는, 2020년의 사자성어를 ‘다시평화(多時
平和)’로 정하는 등 남북협력 재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최문순 강원도지사도 금강산관광 재개와 4월 개장 예정인 북한의 원산특
구를 왕래하는 남북간 평화관광 추진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228)
(2) 경기도
경기도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중심, 경기도’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2020
년 관광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남북협력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경기도의 남북협
력을 총괄하는 평화협력국의 ‘2020년 주요 업무보고’에 따르면, 남북 관광협
력 관련 경기도의 주요 의제는 ‘개성 관광 재개’ 및 ‘DMZ 관광 인프라 구축’이
라고 할 수 있다.229) 대북제재 완화 및 해제 등 정세 변화에 맞춰 유관부처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경기도는 경기도교육청, 경기관광공사의 협력을 바탕으로 ‘개성 지역
역사ㆍ문화유적 탐방’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탐방장소는 만월
대, 왕건릉, 고려성균관, 선죽교, 박연폭포, 영통사 등이고, 5,000명을 대상으
로 한다. 2020년 상반기 내 개성관광 재개를 위해 범도민 참여 분위기 확산 및
서명운동을 추진하겠다는 세부계획도 세웠다. 또한 DMZ를 평화의 상징 및 글
227) 다만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와 평화통일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관계로 강원도의 구상은 아직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남북경협 중심지 ‘평화특별자치
도’ 새 도약 꿈꾸는 강원｣(2020. 1. 2),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1. 20).
228) ｢[신년 인터뷰] 최문순 강원지사 “남북교류 재개 대비 자체 시스템 준비”｣(2019. 12. 26), 온라인 기
사(검색일: 2020. 1. 15).
229) 경기도 평화협력국(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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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경기도가 구상하고 있는 DMZ 연계관광 활성화 사업(스포츠 투어리즘)
구분
Tour de DMZ
DMZ 155마일 걷기
DMZ 트레일러닝
평화통일(DMZ)
마라톤 대회

주요 내용
5월 추진 예정(경기ㆍ강원 간 상생협력으로 추진하는 자전거 대회)
6월 추진 예정(고성 통일전망대에서 파주 임진각까지 DMZ 일원 250㎞를
15박 16일간 종주)
9월 추진 예정(산악지역, 비포장도로 2박 3일간 100㎞ 러닝)
10월 추진 예정(민통선 일대에서 개최)

자료: 경기도 평화협력국(2020).

로벌 명소로 조성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2020 DMZ포럼’ 및 Let’s DMZ,
평화통일마라톤(DMZ 마라톤) 대회 등 관광 활성화사업도 추진된다. 특히 ‘스
포츠 투어리즘’을 통해 평화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DMZ의 평화적 활용을 위해 관광인프라 구축에도 관심을 두고 있
다. DMZ의 문화예술 거점 육성을 위한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광역연계사
업,230) DMZ의 생태자원 보전과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평화생태지구 조성 추
진을 도모한다. DMZ의 가치와 평화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소규모 공연예술장
조성, 평화누리길 활성화 및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평화누리길 거점센터 조성,
접경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시설 개선 및 신규 콘텐츠 도입 등도 추진된다. 특
히 DMZ 일원 안보체험시설(태풍전망대) 개선 및 체험 콘텐츠(VR, AR) 도입,
도라산평화공원 내 남북정상회담 도보다리 코스 재현 등 신규 콘텐츠 발굴 등
을 통해 관광상품을 다양화할 예정이다.
(3) 제주도
제주도의 남북협력 관련 기본적인 구상은 ‘5+1 사업’이다. ‘남북교류 5+1
협력사업’은 제주~북한 평화 크루즈 추진, 북한 감귤보내기 사업 재개, 제주포
럼 북한 측 인사 초청 사업 추진, 한라에서 백두까지 남북한 교차관광 추진, 한
230)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의 ‘한반도 생태평화벨토 조성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도는 수
리에코타운,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고랑포구 고호팔경 풍류촌,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임진
강 평화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예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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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산-백두산 생태/환경보존 공동협력 추진 등 5개 사업과 남북 에너지 평화협
력사업 추진 등 1개 협력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5+1 사업’ 추진과 별도로
진행되는 남북협력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논의된다. 제주도는 2020년에도 남북관계 진전을 고려하여 ‘남북교류 5+1 협
력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남북 관광협력 관련 주목할 만한 계획은
[표 4-14]의 구상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14. 제주도의 남북 관광협력 구상
구분

주요 내용

<제주~북한 평화 크루즈 추진_항로개설 추진>

- (목표)
* 제주-북한을 잇는 크루즈 라인 개설로 북한 내
경제 활성화, 기항지 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동북아시아 내 평화벨트 조성: 크루즈 해상 운행
구간을 완충지대로 설정(군사적 충돌 최소화)
- (서해안 항로 개설) 제주~남포(⓵안)
- (동해안 항로 개설) 제주~장전/원산(⓶, ⓷안)

<한라에서 백두까지 남북한 교차관광 추진_
교차관광 경로>

- (교차관광 관련 남북논의 경과)
* 남북정상회담(2000. 6. 15)에서 교차관광 언급
* 제2차 남북장관급 회담(2000. 9. 1)을 통한 공식화
* 남북정상회담(2007. 10)에서 백두산관광 실시 합의
- (교차관광 방법)
* ‘남북한 교차관광 사업’ 합의서 체결, 중장기적으로
제주-북한 연계관광상품 개발
- (항공편)
* 환승항로: 제주~순안~삼지연(⓵안)
* 직항로: 제주~삼지연(⓶안)
- (배편)
* 제주~남포(⓷안)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5+1 협력사업,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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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시
2019년 11월,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된 서울시
는 남북교류협력 조직 등을 정비하며 남북협력 활성화를 대비하고 있다. 박원
순 시장이 2016년 11월 발표한 서울-평양 도시협력방안 3대 분야 10대 과제
를 중심으로, 관광협력을 포함한 다방면에서 협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3대
분야 10대 과제는 남과 북의 대표 도시인 서울과 평양 간의 도시협력체계를 구
축해 두 도시 간 사회문화교류를 촉진하고 개발사업 분야의 협력사업을 추진하
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에는 ‘남북 평화관광 자문단’을
구성해 관광협력 활성화에 대비하기도 했는데, 남북간 긴장이 완화됐을 때 가
장 활기를 띨 수 있는 산업이 관광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자문단은 서울지역
평화관광자원 발굴, 서울-평양-개성 간 관광 교류협력사업 발굴, 남북 관광 관
련 신규 추진사업 발굴, 남북 평화관광 주간 운영 프로그램 기획 및 자문 등의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231)
서울시의 남북협력 활성화에 대한 의지는 2020년에도 이어졌다. 서울시 남
북협력추진단은 ‘2020년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서울-평양 교류 활성화를 통
한 한반도 평화 견인’이란 목표를 내세웠다. 또한 ‘과감한 교류협력’, ‘포용적
대북지원’, ‘시민소통 공감 확산’, ‘국제사회 비전 공유’를 4대 추진전략으로 내
세우고, 이와 관련된 9개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232)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추진과제 중 남북 관광협력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부분은 [표 4-15]의 서울평양 관광루트 ‘평화의 길’ 개척과 관련된 내용이다.

231) ｢서울시, 남북 대화동력 이어간다…평화관광자문단 결성｣(2019. 3. 1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2. 20).
232) 서울특별시 남북협력추진단(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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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서울-평양 관광루트 ‘평화의 길’ 개척
구분

주요 내용

추진 방향

- 남북관계를 고려한 외국인 대상 상품개발, 이후 남북한 주민까지
확대
- 서울-평양 간 통행로 개척으로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유치
견인

외국인 대상
‘서울- (DMZ) -평양’
연계관광코스
개발ㆍ운영

추진
계획

서울시민 대상
북측 주요 관광지
연계상품 개발로
남북 통행로 개척

- (기본구상)
* 서울in→개성/DMZ→평양out 또는 평양in→개성/DMZ→서울out
- (추진방법)
* 서울시-북측-여행사 간 MOU 체결을 통한 역할 분담
* 서울-평양 관광상품 개발, 팸투어, 시범운영 등 단계별 확대
- 평양ㆍ금강산ㆍ백두산 등 주요 관광지 연계 관광상품 개발운영 등
협력기반 구축
- 육로, 직항로, 해로 등 다양한 루트 개발로 서울-평양 간 활발한
인적ㆍ물적 이동 촉진
- 문화유산답사, 수학여행 등 특화상품 운영, 교통ㆍ관광 인프라 연계
개발 등
-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외국인 비자발급 시행, 유관기관 참여 동
기 유발 등

사업 추진의
지속가능성 확보

향후 추진 일정

- ‘관광’이 제재 예외인 점을 활용, 국내외 공감 및 지지 여론 확산
추진
* 미대사관, 유엔사령부 등과 사전조율하여 도라산-개성CIQ 통행에
대한 안전성 확보
- 북측 의사(관광 추진) 확인 및 유관기관 협의: ’20년 상반기
- 상품 개발 및 팸투어 진행: ’20년 상반기
- 시범상품 및 정규상품 운영: ’20년 하반기

자료: 서울특별시 남북협력추진단(2020).

(5) 인천시
인천시는 정책비전으로 ‘동북아 평화번영의 중심지 인천’을 제시하면서 남
북협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인천은 그동안 연평도 포격 및 서해 5도의
NLL 문제 등 남북간 무력충돌이 잦던 지역인 만큼, ‘국제적인 평화도시’로 성
장한다는 목표와 연계해 다양한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인천시는
2019년 9월 발표된 ‘남북ㆍ국제 분야 2030 미래이음’에서 이 같은 구상을 제
시하였다.233) ‘남북ㆍ국제 분야 2030 미래이음’에는 남북교류의 전진기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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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동북아 평화번영의 중심지 인천’을 위한 4대 추진전략 및 11개 추진과제

자료: 인천광역시(2019), p. 6.

민들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평화, 국제평화도시 위상 강화, 평화경제 협력기반
구축이라는 4대 전략과 11개 세부 추진과제가 포함되었다. 이와 함께 인천시
는 서해평화 및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 ‘서해평화협력청’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기도 하다.234) 인천시는 서해평화협력청 설치를 위해 ｢정부조직법｣ 및 ｢접
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개별법 제정 추진 등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인천시가 2020년에 남북 관광협력 관련 중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은 ‘개
별관광’일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 남북교류협력담당관 관계자는 한 인터뷰에
서 인천시가 2020년 중점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가 금강산 혹은 개
성 지역에 대한 ‘개별관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여행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지만 남한사람은 참여할 수 없는 북한관광 상품들이 존재

233) 인천시는 자체 설정한 남북국제 분야의 중장기 종합계획을 반영해 ‘남북ㆍ국제 분야 2030 미래이
음’을 발표한 바 있다. 인천광역시(2019).
234) 인천시의 구상에 따르면, ‘서해평화협력청’은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서해권역의 남북경제협력 및 교
통인프라 구축 등을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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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러한 관광상품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연결해주는 사
업 형태도 고안 중이다. 인천 지역에서 1년간 1,000여 명 정도의 단체관광을
꾸릴 수 있다면, 북한에서도 규모적으로도 경제적 이익이 충분할 것이라 예상
하며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일이라 예상하고 진행 중에 있다”며 계획을 밝혔
다.235) 또한 인천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남북을 연계한 (평화)크루즈 산업 활
성화를 모색하고 있다. 크루즈가 남북한을 동시에 관광할 수 있는 새로운 상품
으로서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북한 당국, 중국 선사 등과의 협력을 통해
‘인천-남포-중국(다롄, 산둥지역 등)’ 항로 개설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236)

(6) 부산시
부산시는 2019년 ‘남북 공동번영과 한반도 평화시대 선도’라는 목표 아래,
‘PEACE 2019 추진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PEACE는 Prosperity(남북 공동
번영), Exchange(남북교류를 통한 상호이해), Association(시민단체, 관련
기관, 기업 등과 연대 추진), Cooperation(남북협력으로 공동목표 달성),
Effectiveness(실질적인 사업 추진으로 사업효과 창출)의 앞글자를 딴 것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부산시는 ‘바다, 미래, 문화, 세계’라는 네 가지 테마를 정해
남북협력을 추진할 방침이며, 이를 통해 유라시아 관문도시로의 도약을 목표로
한다. 남북 관광협력과 관련하여 주목할 추진사업은 ‘바다’를 활용한 교류 사업
이다. 부산시는 남북간 ‘항만개발, 해양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지난 2004년 5
월 28일 남과 북이 체결한 남북해운합의서의 복원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237)
이를 통해, 남과 북의 해양도시가 참여하는 ‘한반도 항만물류도시협의체’ 구성
을 추진하고, 남북 7개 항만(남측 - 인천, 부산, 군산, 울산, 여수, 포항, 속초, 북
235)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2020).
236) 인천광역시 해양항만과(2020), p. 10.
237) 남북은 ‘6.15 공동선언(2000년)’에 따라, 남북간 선박이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기항하는 내용
을 골자로 한 ‘남북해운합의서’를 2004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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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 원산, 남포, 나진, 흥남, 청진, 고성, 해주) 간 항로 복원 및 물동량에 따른 추
가 항로의 확대를 모색한다. 특히 해양관광과 관련해서 부산항을 출발해서 원
산항 등 북측 항구도시를 경유하는 환동해권 크루즈 북한 기항을 추진한다.
부산시는 2020년에도 ‘한반도 신경제시대’에 대비해, 남북협력을 추진한다
는 계획이다. 부산시는 ‘2020년 업무보고’를 통해 광역지자체 지역거점센터인
‘(가칭)평화통일미래센터’를 유치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단계적으로 확대하
는 등 남북협력 본격화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238) 특히 부산시는 정부의 ‘한
반도 신경제구상’과 연계해 철도ㆍ항만 인프라 등을 구축함으로써, 남북 관광
협력은 물론 북방국가들과의 협력 확대도 준비하고 있다. 부산시는 1월 1일자
로 ｢부산역 및 부산신항역의 유라시아 철도 출발역 추진에 관한 조례(이하 ‘유
라시아 철도 조례’)｣를 공포하고 부산을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잇는 관문
도시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239)

다. 남북 관광협력 경험
금강산관광 등 기존에 남북 사이에 진행됐던 관광사업은 단순한 관광에 머
물렀던 것이 아니라 대규모 물적ㆍ인적 교류를 통해 남북간 신뢰 형성의 계기
를 제공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당국간 대화가 쉽지 않았던 상황에서 민간의 관
광ㆍ경제 협력 등을 통해 형성된 화해 분위기는 남북관계 진전,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기반 조성 등에 기여하였다. 특히 금강산관광을 계기로 성사된 평
양교예단의 서울 공연, 남북통일농구대회 등은 각종 국제대회의 동시 입장과
응원으로 연결,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 확대의 지평을 열었다. 상호간 형성된 신
뢰는 2000년 시드니올림픽과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 동시 입장
과 공동응원을 비롯하여, 각종 종교ㆍ체육ㆍ문화 행사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238) 부산광역시(2020).
239) 부산광역시 온라인 보도자료(2020. 1. 1, 검색일: 2020.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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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강산관광
금강산관광은 1998년 11월 현대 금강호가 남한 관광객 900여 명을 싣고 동
해항을 출발하면서 시작되었다.240) 2008년 7월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연간 40
만 명의 남북 관광시대 개막을 앞에 두고 중단된 이후, 10여 년이 경과한 지금
까지도 재개되지 못한 상황이다.

표 4-16. 연도별 금강산관광객 추이
(단위: 만 명)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7

연도별

1

15

21

6

9

7

27

30

24

35

19

누적

1

16

37

43

52

59

86

116

141

176

196

자료: 이해정(2014), p. 1.

금강산관광은 관광 중단 전까지의 누적 관광객이 196만여 명에 달할 정도로
활성화되었는데, 이는 관광방식의 다변화, 관광일정의 다양화, 관광코스 확대
등에 기인하였다. 1998년 해로관광으로 시작했던 금강산관광은 육로관광
(2003년), 승용차 관광(2008년) 등을 실시하면서 관광 접근성이 높아지기 시
작하였다. 또한 2004년부터 당일관광은 물론 1박 2일 관광, 2박 3일 관광 등
으로 관광일정이 다양화되면서 관광객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했다.241) 이와 함
께 관광코스도 확대되었는데, 초기의 구룡연, 만물상, 삼일포 등에 한정됐던 코
스에 해금강, 동석동~세존봉~구룡연의 순환코스 등이 추가되면서 관광객 유
입이 촉진되었다.242)

240) 1998년 10월 29일, 현대그룹은 북한 측 조선아태평화위원회(아태)와 ｢금강산관광사업에 관한 합의
서｣를 체결하고, 금강산 관광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241) 이해정(2014), p. 1.
242) 2007년부터 내금강관광이 실시되면서 관광코스가 추가로 확대되었다.

194 • 북한의 관광정책 추진 동향과 남북 관광협력에 대한 시사점

2) 개성관광 및 백두산관광 사업 추진
금강산관광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개성 및 백두산 지역에 대한 관광사업도
추진되었다. 현대아산은 2005년 개성시범관광을 3차례 실시(8. 26, 9. 2, 9.
7)한 이후, 2007년부터 개성관광을 실시하였다. 개성관광은 1일 300여 명 규
모로 실시됐는데, 중단될 때까지 약 11만 명이 다녀갔다. 한편 현대아산은 한
국관광공사와 함께 백두산관광에 대한 시범관광을 준비하기도 했으나, 남북관
계가 악화되면서 백두산 시범관광은 끝내 추진되지 못하였다.

표 4-17. 개성관광 및 백두산관광 사업 추진 경과
일시

주요 내용

1998. 6

- 故 정주영 명예회장이 소떼 1,001마리와 함께 방북

2000. 8

- 정몽헌 회장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4차 면담 후 7대 합의서 체결

2003. 3

- 현대아산, 개성관광사업 협력사업자 승인

2005. 7

- 현대아산과 한국관광공사, 북한의 조선아태평화위원회(아태)와 백두산관광 합의
* 관광도로 및 삼지연 공항 활주로 포장을 위한 자재 제공, 현지 기술협력 및 시범관
광을 실시하기로 합의

2005. 8

- 개성시범관광 3차례 실시(8. 26, 9. 2, 9. 7)
* 1,600명의 관광객이 박연폭포, 선죽교, 고려성균관 등 관람

2007. 10

- 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 ‘10.4선언’ 합의서 발표, 백두산관광 실시 및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 합의

2007. 11

- 현정은 회장, 김정일 국방위원장 2차 면담(백두산 및 개성관광 합의)
* 서울-삼지연공항 직항로를 이용한 백두산관광을 2008년 5월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합의
* 현대아산, 한국관광공사 및 통일부 등 관계부처 합동조사단 구성, 백두산지구의 관
광자원 현황 및 관광시설 상태 확인, 삼지연공항의 항행안전시설과 활주로 상태 점
검 등 백두산 현지 사전답사 실시

2007. 12

- 현대아산, 아태와 ‘남북 관광협력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개성관광을 실시
* 2007년 12월 5일부터 1일 300여 명 규모로 개성관광 실시, 2008년 10월 15일 기
준, 개성 관광객 누계 10만 명 돌파

2008. 11

- 금강산관광객 피격사망사건 여파로 2008년 11월 29일부터 개성관광 중단

자료: 현대아산, 북측 관광,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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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관광(평양, 남포, 묘향산 일대)
금강산 관광사업의 성공적 추진은 제한적이지만 관광 범위를 북한 내 다른
관광지로 확대하는 성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2003년 8~9월에는 9차례에 걸
쳐 1,000명의 남한 관광객이 평양, 남포, 묘향산 일대를 방문하였다. 시범관광
의 성격을 가졌던 이 관광상품은 북한 당국의 요청으로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
는데, 북한 당국은 북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염려한 것으로 보인다.

라. 남북 사회ㆍ문화 교류243) 경험
남북 사회ㆍ문화 교류는 1989년 이후 시작된 이래, 정권에 따라 부침이 있
어왔지만, 지난 30여 년간 지속되어왔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활성
화된 남북간 사회ㆍ문화 교류는 체육, 종교, 교육학술, 언론출판 등 다양한 분
야에서 추진되었으며,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해왔다.244) 또한 남북간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하다. 대표적
으로 스포츠, 문화ㆍ예술 분야의 교류는 관광상품화할 수 있는 소재가 다양해
향후 남북관계 진전 시 남북 연계상품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1) 스포츠 분야
스포츠 분야는 종교 분야와 함께 가장 활발하게 교류가 진행된 분야로, 축구
ㆍ농구ㆍ탁구 등 다양한 종목에 지속적으로 남북간 왕래가 이루어졌다. 스포츠
분야의 교류는 남북 당국의 의지만 표명되면 비교적 쉽게 추진이 가능했기 때
문에, 그동안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수행해왔다. 주요 행사로는

243) 남북 사회ㆍ문화 교류란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합의 또는 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ㆍ
체육ㆍ학술 등에 관한 제반 활동을 의미한다. ｢남북 사회문화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2012. 7.
26, 개정): 제3조(용어의 정의)에 근거한다.
244) 이해정, 이용화(2018), p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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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서울에서 개최된 ‘남북통일축구대회’와 1991년 ‘세계탁구선수권대
회’, 2002년 부산하계아시안게임과 2003년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에 북측 선
수단과 응원단 참가, 2005년 인천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참가, 2018년 평
창동계올림픽 북한 참가 등이 있다. 스포츠 분야의 협력은 문화예술 분야의 협
력으로 확대되기도 했는데, 2003년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행사의 일환
으로 남북청년공동문화행사 개최, 2003년 류경정주영체육관 개관 행사로 남
북통일음악회가 개최된 사례가 있다. 또한 ‘경평축구대항전’245) 등 스포츠 교
류를 통해 남북 도시 간의 협력이 추진된 바 있다. 스포츠 분야에서의 교류협력
경험은, 향후 관광 분야에서 남북협력이 본격화될 시 다양하게 활용될 가능성
이 높다. 특히 앞서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경제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와 관광을 결합한 관광상품 개발을 독려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스포츠 분야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하
고 있다. 북한에서 스포츠 분야는 교육 및 의료와 같은 국가적 사업에 속하며,
대내ㆍ외적으로 각각 내부결속을 다지고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
한다. 김 위원장은 2012년, 체육 분야를 ‘사회주의 문명국을 위한 요소’라고
강조하며 ‘체육강국 건설’을 국가적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또한 북한은 국가
차원에서 체육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체육지도위원회’를 설립하는 한편, 우수
선수 육성ㆍ체육시설을 건설하는 등 국가적 차원에서 스포츠 분야 발전을 뒷
받침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 당국이 스포츠 분야 육성을 위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면서, 스포츠와 관광이 결합된 ‘스포츠관광’ 역시 성장하고 있다. 북한
은 체육시설을 현대화하는 한편 ‘평양국제마라톤대회’를 개최하는 등 관광객

245)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부터 한반도의 양대 도시였던 경성(지금의 서울)과 평양을 대표하는 축구팀
들이 1년에 한 번씩 두 도시를 오가며 벌인 친선전을 의미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2018년, 최
휘 북한 국가체육지도위원장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에게 경평축구대항전을 부활시키자고
제안하면서 주목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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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편의증진 도모,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관광상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또
한 북한전문 여행사들은 평양국제마라톤여행, 스키여행, 서핑(파도타기)여행,
평양시자전거여행 등 스포츠와 체험형 여행을 결합한 상품을 잇달아 출시하고
있다.
남북 관광협력의 관점에서, 스포츠 관광산업에 대한 북한 당국의 관심은 남
북 관광협력을 위한 기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남북 관광협력을 도모
하는 과정에서 스포츠 분야에서의 교류 경험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관광
협력을 모색하는 단계에서는 ‘마라톤’, ‘수상스키’, ‘낚시’ 등 체험형 관광상품
을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고, 관광협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는 서울ㆍ평양 등
남북 주요 관광 거점과 연계한 상품개발을 도모할 수 있다.

2) 문화ㆍ예술 분야
문화ㆍ예술 분야는 남북 사회ㆍ문화 협력 가운데 가장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분야이다. 1985년 고향방문예술단의 서울-평양 공연을 시작으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성사된 남북예술단의 상호 방문공연에 이르기까지 다양
한 쌍방향 교류행사가 추진된 바 있다. 남북 관광협력의 관점에서 문화ㆍ예술
분야는 관광객을 매료시킬 수 있는 관광매력이 상당하다. 범위도 넓고, 소재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관광객들은 남북이 같은 소재를 다르게 접근한다
는 점에 대한 호기심을 가질 수 있다. 대표적으로 고(故) 윤이상(1917~95) 선생
을 테마로 한 관광상품,246) 민족 전통문화를 활용한 체험형 관광상품 개발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246) 고(故) 윤이상(1917~95) 선생은 남북 문화ㆍ예술 교류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다. 윤이상 선생은
독일에서 활동한 세계적인 현대 음악가로, 1990년 10월 평양에서 열린 ‘범민족 통일음악제’의 준비
위원장을 맡는 등 남북 예술교류 활성화에 공헌하였다. 남북은 공동 윤이상음악제 개최(금강산
2006년), 윤이상의 첼로 협주곡 남북 협연(평양 2008년) 등 윤이상 선생의 음악을 매개로 교류협력
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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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북 관광협력 위협요인
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현재 남북 관광협력 추진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
치고 있는 외부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유엔 대북제재, 미국의 독자제재는
금강산관광 등 관광사업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별도의 조항을 통해
관광사업 재개 여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제사회와의 협의를 통해 관광사
업과 관련된 제재의 유연성을 확보하지 않는 한, 남북 사이의 관광협력뿐 아니
라 앞서 살펴본 주변국과의 초국경 관광협력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
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북한에 개별관광 추진 의사를 전달하는 등 현재 단계에
서도 추진을 도모해볼 만한 관광협력이 존재하는 만큼, 대북제재 완화와 남북
관계 개선을 염두에 두어 단계적인 관광협력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1) 대북제재 유형
대북제재는 크게 유엔 대북제재, 미국의 독자적 대북제재, 한국정부의 독자
적 대북제재, 기타 국가의 독자적 대북제재(일본ㆍ중국ㆍEU 등)로 구분할 수
있다. 유엔 대북제재는 ｢유엔 헌장｣ 제7장을 근거로 한다. 침략행위, 평화에 대
한 위협 등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응과 관련된 조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
다.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 등을 위해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그 내용을 이행하고 준수해야 할 헌장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법적
성격을 가진다.247)
미국의 독자적 대북제재는 의회 입법을 통한 법률과 행정부의 규정, 대통
령의 시행명령 등을 통해 중첩적으로 적용되고 있다.248) 미국의 대북제재는
247) 손현진(2018), pp. 19~22.
248) 김슬기(2016), p.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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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제재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제4차 핵실험(2016년) 이후에 본격화되
었다.
한국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 문제와
관련한 유엔 및 미국의 제재 공조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010년 3월에 발생
한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계기로 이명박 정부에서 취해진 5ㆍ24 조치, 박근혜
정부가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취한 ‘3ㆍ8 제재’가 대표적이다.
이 밖에 유럽연합(EU)ㆍ중국ㆍ일본 등 각국은 독자적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과
의 경제협력, 교류 등을 대폭 축소하였다.

2) 대북제재와 남북 관광협력
대북제재가 관광사업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유엔 대북제
재, 미국의 독자적 대북제재,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는 관광사업의 재개
와 확대를 제한하고 있다.

가) 유엔 대북제재
유엔 대북제재는 제재 조치의 종류에 따라 포괄적 제재(comprehensive
sanctions)와 맞춤형 제재(표적제재, targeted sanctions)로 구분된다. 포괄
적 제재란 제재 대상국의 상품거래 및 무역관계 제한을 통해 불특정 전체를 제
재 대상으로 삼는 것을 의미한다. 맞춤형 제재는 해당 행위에 책임이 있는 단체
및 개인 등을 특정하여 이들에게 직접 제재를 부과하는 것으로 금융제한, 여행
금지, 무기금수조치 등이 주로 활용된다.249) 유엔의 대북제재는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전후로 성격이 변화하였는데, 2016년 이후 맞춤형 제재를
넘어 포괄적 제재 방식으로 변화하게 되면서 북한경제에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
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250) 북한의 핵ㆍ미사일 실험에 기인한 유엔 안보리의

249) 임갑수, 문덕호(2013), pp. 46~47.
250) 박지연(2016), pp.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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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결의안은 2020년 현재, 포괄적 제재(북한의 수출 제한, 해외 노동자
파견 제한, 외국산 핵심 품목의 수입 제한 등)와 함께 맞춤형 제재(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개발과 관련된 주요 인사, 단체 등을 대상)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 당국 관계자 등에게 적용되고 있는 유엔의 대북제재는 남북
관광협력은 물론이고 사실상 대부분의 남북협력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금강산
관광을 포함한 남북 관광협력사업 추진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유엔
결의안은 ‘2375호’(남북합작사업 포함 경협 금지), ‘2094호’(대량현금 유입 금
지)라고 할 수 있다. 기존에 진행됐던 금강산관광 방식은 제제의 영향력으로부
터 벗어나기 어렵고, 신규 경협사업 추진이 제한된 상황에서 새로운 남북 관광
협력모델을 발굴하는 것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유엔의 대북제재가 남북 관광협력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주의적
제재 유예’ 조항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엔 안보리는 결의안 ‘2087호’를 통해
부과되는 제재가 북한 주민들의 인도주의적 조건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해서
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2321호’를 통해서 유엔대북제재위원
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제재결의안이 부과하고 있는 조치들을 사안별
로 면제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하였다.251) 실제 유엔대북제재위원회는 ‘우리
민족 서로돕기 운동’의 개풍 양묘장 현대화 사업,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의 평
양 만경대어린이종합병원 지원사업 등 민간 차원의 남북협력사업은 물론 ‘산림
협력’, ‘개성만월대 공동발굴’사업 등 우리 정부 차원에서 추진한 남북협력사업
에 대해서도 제재 면제 승인을 한 바 있다. 이는 인도주의적 목적의 남북협력
추진 성사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서, 남북 관광협력이 인도주의적 목적을
가지고 추진될 시, 사안에 따라 ‘면제 승인’이 가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
이기도 하다.

251) 유엔제재위원회는 유엔 안보리결의 1718호에 따라 구성된 15개의 안보리 국가가 참여하는 위원회
를 말하며, 동 위원회는 유엔 안보리결의 1874호에 따라 설립된 전문가 패널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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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8. 유엔 대북제재와 남북 관광협력
유엔 결의안
(결의 채택일)

주요 내용

2087호
(2013. 1. 22)

제재가 북한주민들의 인도주의적 조건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는 점을 강조

2094호
(2013. 3. 7)

북한으로 향하는 대량 현금(bulk cash)의 유입을 금지

2321호
(2016. 11. 30)

1718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제재결의안이 부과하고 있는 조치
들을 사안별로 면제 가능

2375호
(2017. 9. 11)

북한과의 합작사업 설립ㆍ유지ㆍ운영 전면 금지

2397호
(2017. 12. 23)

(25조) 제제면제절차 규정. “제재위원회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의 상기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들의 업무를 촉진하거나 관련 결의의 목표와 일치하는
어떤 목적을 위해 면제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위원회는 관련 결의들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로부터 어떠한 활동도 사안별로 면제할 수 있음을 결정한
다”고 명시
(27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상황의 평화적 해결과 긴장완화 노력이
필요함을 규정

자료: 김광길(2018), pp. 10~13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나) 미국의 대북제재
미국의 독자제재는 미국 국내법 등에 따라 미국 지역과 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그 범위가 광범위하다. 또한 미국인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세컨더
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으로 미국의 제재를 따를 것을 강제하고 있다
는 점에서 남북 관광협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252) 미국의 대북제재 관
련 가장 대표적인 법률은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H.R.757)｣,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성국들에 대한 대응법(H.R.3364)｣, 행정명령 13810호, 행정명령
13722호 및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의 규정 등이 꼽힌다.253)
252) 세컨더리 보이콧은 일반적으로 제재 대상 국가와 거래를 하는 제3국의 금융기관, 기업 또는 개인(단
체)을 제재함으로써 해당 국가에 영향 또는 압력을 미치는 규제를 의미한다. 2005년 ‘방코델타아시
아(BDA) 사건’은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자로 지정되면, 조사 개시만으로도 제재 효과가 발생함을 보
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53) 서보혁 외(2018), p.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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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미국은 다양한 법률적 근거를 통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지속해왔지
만, 한편으로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사안별로 제제를 면제할 수 있는 절차
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제재강화법｣에서 언급되고 있는 제제면제규
정은 남북 관광협력 추진을 위해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제재강화법｣은
“북한으로의 정보 유통증진, 민주주의적 한반도 평화적 통일 기여 증진 등에 필
요한 경우”에는 제재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비핵화 촉진’
등 궁극적으로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제재 면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따라서 남북 관광협력이 수반하는 대규모
인적ㆍ물적 교류가 북한 사회 및 북한 주민의 의식 변화를 견인하는 촉매제로
서 기능할 것이라는 논리로 대북제재 면제 적용을 촉구하고, 남북 관광협력을
단계적으로 시도할 필요가 있다.

표 4-19. 미국의 대북제재 예외 및 면제 조항과 남북 관광협력
구분

주요 내용

제제면제
(대북제재 강화법
9928조)

민주주의적 한반도 평화적 통일 기여 증진, 북한으로부터 또는 북한으로의 정보
유통증진 등에 필요한 경우

제제 예외
(대북제재 규정,
제510.213조)

정보의 수출입, 우편과 통신, 개인용 용품 및 용역의 구입 등 여행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거래 등

일반 면제
(대북제재 규정,
제510.501~518조)

유엔 주재 북한인의 일상적인 활동, 긴급의료구조, 비정부기구(NGO) 활동[음
식 등 인도주의 지원, 전염병 예방, 민주주의 지원, 개인 송금과 휴대(1년에
5000달러까지 가능), 멸종위기생물 보호와 환경오염 회복 등 환경보호 활동,
단 미국 수출관리규정(EAR) 품목이 아니어야 함], 통신장비 거래가 아닌 통신
을 위한 거래, 지적 재산권 관련 거래와 지급 및 영수 허용(출원 등), 제3국의
외교활동을 위한 자금 이체, 비교통 정박이나 긴급 정박의 경우

자료: 김광길(2018).

다)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정부는 북한 당국에 금강산 개별관광 의사를 타진
(인도적 차원의 개별관광, 제3국 경유 개별관광, 외국인의 남북한 연계관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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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0.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와 주요 내용
일시

2016. 3. 8

계기

주요 내용

- 외환ㆍ금융 거래 금지 및 국내자산 동결, 금융제재 대상 추가
지정
북한의 4차 핵실험
- 북한 편의치적 선박의 남북항로 운항 금지, 북한 기항 180일
(2016. 1. 6) 및
이내 외국 선박 및 북한 편의치적 선박의 국내 입항 금지
장거리미사일 발사
- 북한 감시 대상 품목 목록 작성 및 관련국ㆍIAEA와의 협의,
(2016. 2. 7)
위장반입 차단 활동 강화
- 우리 국민과 재외동포의 해외 북한 영리시설 이용 자제 계도

- 금융 제재 대상 확대: 최룡해, 황병서 등 고위인사, 노동당 등
북한정권의 주요 기관, 단둥 훙샹실업발전유한공사 및 관계자 4
북한의 5차 핵실험
명 포함(기존 34개, 43명+신규 35개, 36명 → 총 69개, 79명)
2016. 12. 2
(2016. 9. 9)
- 수출, 해운통제 강화
- 출입제한 강화: 국내 거주 외국인 중 북한 방문 WMD 관련자
국내 재입국 금지, 우리 금융제재 대상 제3국인 국내 입국 금지
자료: 통일부(2017), pp. 53~56.

는 등 남북 관광협력 추진을 위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이고 지
속가능한 관광협력을 정부 차원에서 선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무엇보다
도 관광협력 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현재 ‘5ㆍ24 조
치’, ‘3ㆍ8 제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남북 관광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정책
추진을 위한 동력 확보가 어려울 뿐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 차원에서 문제가 제
기될 소지가 있다.

나. 법ㆍ제도
금강산관광, 개성관광 등 남북 사이에 진행됐던 관광협력은 한반도의 긴장 완
화를 견인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현재 남북 관광협력이 중단된
현실에서 볼 수 있듯이, 구조적인 한계점이 존재한다. 특히 법ㆍ제도적 장치의 미
흡은 중장기적 차원에서 남북 관광협력의 발전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다. 2008년
금강산관광객 피격사건으로 인해 금강산관광 등 남북 관광협력이 중단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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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법ㆍ제도적 기반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지속가능한 남북 관
광협력을 위협하는 요인을 법ㆍ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출입 및 신변안전보장 강화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히 신변
안전 보장 문제는 과거 우리 정부가 요구한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3대 선결조
건과도 관련된 것으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다.254) 북한 지역에서 우리
국민의 출입, 체류, 거주 규정이 불분명한 점에 비춰볼 때, 남북 관광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국제적 수준의 출입 및 신변안전 보장 강화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남
북 당국이 2004년 체결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255)의 신변안전 보장 전반(제10조), 지구와 지구 밖 사이의 출입(제11
조), 공동위원회의 구성(제12조 2항) 등에 대한 조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남북간에 신속하고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는 ‘통행 합의서’, 제3국 경유 내국인 북
한관광 등을 고려해 ‘다자간 통행합의서’를 체결할 필요가 있다.256)
둘째, 투자자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ㆍ제도적 장치 마련이 선행되어
야 한다. 북한 당국은 금강산에 투자한 우리 정부와 현대아산의 자산을 2011년
에 몰수 및 동결했으며, 2019년에는 금강산지구 내 현대아산의 시설물 철거를
요구하기까지 하였다. 투자자의 자산과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금강
산관광을 포함한 남북 관광협력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남북 관광협
력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2013. 8)를 개
정하거나 부속합의서를 체결할 필요가 있다.257) 이 밖에 남북간 분쟁 발생 시,
254) 우리 정부는 금강산관광 재개의 3대 조건으로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신변안전 보장의 제도화,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재
조사는 필요하지 않고, 신변안전 보장과 재발 방지는 2009년 8월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현대그룹
회장에게 구두로 직접 보장한 만큼 추가 논의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255) 남한 통일부와 북측 내각이 2004년 1월 29일 체결한 합의서를 말한다. 총 16개조로 구성되어 있으
며 신변안전보장에 관련된 내용은 제10조에 기술되어 있다.
256) 다자간 통행합의서 내용은 다자간 통행 국제협정ㆍ합의 사례를 참고해 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
시안하이웨이ㆍTKR-TSR 등 다자간 협력사업 및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국제철도화물운송협
정(SMGS) 등과의 연계 가능성을 염두하여 구성될 필요가 있다.
257) 투자보호규정에 통상의 양자간 투자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최소기준대우, 차별금
지규정을 추가하고, 대우에 관한 규정에 사후적으로 불리한 조치금지규정 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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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의 자산보호와 경협활동 지원을 위한 ‘남북상사 중재위원회’를 설치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관광객 교육 등을 관광객의 신변보장과 불필요한 분쟁 발생을 사전에
막을 필요가 있다. 금강산 등 남북관광에 참여하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철저
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북한 지역이 해외 지역으로서 우리 법률이
적용되지 않음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으며, 방북 승인 대상자 선별 시 현행법상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분쟁 방지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258)
넷째, 남북 관광협력 추진에 있어서 과학기술, ICT 분야의 중요성을 반영해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향후 남북이
중장기적으로 ‘스마트 관광’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협력사업에 ICT 등 과학기술이 명시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
본 것처럼, 북한이 ‘지식경제시대’ 담론을 통해 ‘과학기술강국 건설’이라는 발
전전략을 제시하면서 ICT 기술 등 지능정보기술과 결합된 관광협력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논의만 되고 있을 뿐 ICT를 비롯한 과학기술이 협력
분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관광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ㆍ
번영시대’를 대비해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의 개정, ‘스마트 관광’ 협력
확대를 위한 제도 마련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 감염병 등 위생ㆍ보건 요인
감염병을 비롯해 위생ㆍ보건과 관련된 현안도 관광협력을 비롯한 남북협력
진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북한은 보건의료실태가 열악하고, 감염병에 대한
예방ㆍ대응체계가 취약해 감염병 문제를 안보위협으로 인식하고 국가적 차원
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왔다. 북한 당국은 ｢전염병예방법｣과 ｢보건법｣을 통해
감염병 예방과 방역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전염병예방법｣에는 감염
258) 통일부는 북한 지역 개별 관광 실시 시, ｢교류협력법｣상 남북 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방북을 불허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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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북한 ｢전염병예방법｣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개념
(제2조)

전염병은 병원성 미생물에 의하여 사람이 앓거나 그것이 사람에게 옮겨 퍼지는
병을 말한다.

국제협력
(제8조)

국가는 전염병 예방 분야에서 국제기구, 다른 나라 등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
킨다.

비상방역위원회
(제13조)

국가는 전염병의 돌림상태에 따라 비상방역위원회를 조직하며, 비상방역위원회를
조직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중앙통제
(제39조)

전염병 예방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 지도 밑에 중앙보건지도기관이 한다.

자료: 김호홍(2020), p. 1.

병의 개념과 차단, 적발ㆍ격리, 지도통제, 예방접종 등 전반적 사항이 구체적으
로 규정되어 있다.259)
북한 당국이 과거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에볼라 바이러스 등
에 강도 높게 대응했던 것은 그만큼 전염병에 대응할 보건 인프라가 취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사스가 한창 유행이던 2003년, 평양-베이징
항공 노선을 차단하고 신의주 세관을 상당 기간 폐쇄한 바 있다. 사스 차단을 위
해 금강산관광도 2003년 4월 25일부터 62일간 중단됐으며, 제7차 이산가족
상봉행사(2003. 6. 27~7. 2, 금강산)에 참여한 남측 가족들도 상봉에 앞서 사
스 검역을 받아야 했다. 북한 당국은 2014년, 아프리카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창궐하자 외국인 입국을 통제하기도 하였다.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전면 금
지하고 사업 목적의 외국인 입국자뿐 아니라 외교관들에게도 21일간의 격리ㆍ
관찰 조치를 엄격히 시행하였다. 당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외
국을 다녀온 북한 고위급 인사에게도 격리조치는 동일하게 시행되었다.260)
전염병에 대한 북한 당국의 강도 높은 대처는 2020년 현재, 전 세계에 창궐
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에도 동일
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남북협력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지난 1월
259) 김호홍(2020), p. 1.
260) ｢중국 관광객 입국 막은 북한, 사스ㆍ에볼라 때도 국경 통제｣(2020. 1. 2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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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북한은 위생방역체계를 국가비상방역체계로 전환한 상황이다. 특히
중앙과 도, 시, 군에 비상방역 지휘부를 조직ㆍ가동하는 등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총력대응에 나서고 있다. 국외에서 평양으로 들어오는 모든 열차, 항공기
등의 운행을 막고 연일 대규모 방역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각국 외교관들의 출
입국을 통제하는 한편, 평양 시내 상점과 호텔의 외국인 상대 서비스를 잠정 중
단하는 등 강도 높은 대책들도 시행하고 있다.261) 특히 북한은 국경을 봉쇄하
고 지난 1월 21일, 관광수입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
의 북한 입국을 무기한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262)
북한 당국이 중국인 관광객의 입국까지 막은 상황에서 남북협력은 당분간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우리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북한 지역 개별관광 추진
역시 지체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감염병 등 위생ㆍ보건 현안이 남북협력 진전
을 가로막는 위협요인으로 작용한 셈이다. 다만 코로나19 사태가 경색된 남북
관계에 활로를 제공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북한 당국은 현재까지 자국 내 감염
자(확진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코로나19 검진을 위해 ‘진단키트’ 수요
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263)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진단 키트, 방호복
제공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인도적 목적의 대북지원을 통해 남북접촉을 도
모할 수 있다. 감염병 분야에서 남북협력이 이루어진 선례도 존재한다.264) 특
히 남북 정상이 2018년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전염병 유입 확산 방지를 위한 방
역 및 보건의료 협력 강화를 약속한 바 있는 만큼, 코로나19 대응을 기회로 삼
아 남북협력의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61) 김호홍(2020), p. 2.
262) ｢[단독] 北 “중국인 관광객 입국 무기한 중단”｣(2020. 1. 22),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1. 29).
263) 북한은 자체적으로 코로나19 검진 능력을 갖췄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WHO는 북한이 중국으로부
터 유전자 증폭(PCR: Polymerase Chain Reaction) 진단검사에 필요한 염기서열 조각을 공급받
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함께 러시아 외무부는 북한의 요청으로 코로나19 진단키트 1,500개
를 제공했다고 지난 2월 26일 밝힌 바 있다. ｢WHO “北, 중국산으로 709명 코로나 검사…확진자 0
명 보고”｣(2020. 4. 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4. 9).
264) 구제역, 신종플루 등 감염병의 경우 비록 우리 정부가 북한을 직접 지원하지 않고 국제기구를 통해
이루어졌지만 2000년대 감염병 방역을 위한 협력이 진행되었다. 또한 산림병 해충 방제, 수해 지원
등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례가 있다. 임예준, 이규창(2017), pp. 12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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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반도 평화ㆍ번영 시대의 남북 관광협력을 설계하
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우선 관광산업 메가트렌드
에 대한 우리 정부와 북한 당국의 적극적 관심을 접점으로 협력을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여행객 수요 변화를 고려해 노년층과 젊은 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상품을 개발하고, 지속가능한 관광의 성장 추세에 맞게 성공적인 생태관광 모
델 및 생태관광지를 육성해야 한다. 기술의 진보가 ‘스마트 관광’을 촉진하고
있는 만큼 스마트 관광 생태계 구축을 시작으로 점진적인 협력 확대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행 이동성 증대에 대한 남북의 정책적 공감대를 크루즈 관
광 활성화를 위한 동력으로 삼을 수도 있다.
남북 관광협력 확대를 견인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때, 기존 남북협력 경험
은 향후 남북 관광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초국경관광
에 대한 우리 정부와 북한 당국, 그리고 한반도 주변국의 관심은 소다자협력을
중심으로 한 ‘초국경 관광협력’ 추진을 견인할 수 있다. 각국이 지역경제 활성
화를 위해 관광산업과 산업발전을 연계하고 있는 만큼, ‘초국경관광’ 추진을 위
한 긍정적인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남북관계 진전을 전제로 추진되
고 있는 북방경제협력위원회, 통일부 등 중앙부처와 각 지자체의 관광 분야 남
북협력 구상 역시 남북협력이 확대될 수 있는 주요한 기회요인이다. 특히 통일
부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지
자체의 역할이 확대된 만큼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남북 거점 간의 관
광협력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265) 그리고 무엇보다도 금강산관광,
개성관광 등 기존의 남북협력 경험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금강산관광을
265)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각 부처 및 지자체들의 남북협력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전략
적인 접근, 추진체계 정립 등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특히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을 통해, 일관적이고 지속가능한 남북협력을 추진하는 등 대북협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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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남북협력이 본격화되었듯이 금강산관광 재개를 통해 남북간에 엉킨 실타
래를 풀어야 한다. 통일부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금강산 등 북
한 지역 개별관광 추진에 대한 의지를 밝힌 까닭도, 기존에 합의되고 추진되었
던 금강산관광 재개가 가장 먼저 실행 가능한 사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남북이 민족동질성에 바탕을 두고 지속 추진해온 사회문화교류협력 경험은 개
별관광 본격화를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 고(故) 윤이상(1917~95) 선생을 테
마로 한 관광상품 등을 개발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시범관광을 진행
함으로써 개별관광 추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북 관광협력이 본격 추진되기 위해서는 선결과제가 남아 있다. 대
외적으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유엔 대북제재,
미국의 독자제재는 관광사업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관광사업
을 포함한 남북협력 재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개별관광은 유엔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
지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을 부인하긴 어렵다. 따라서 독자적으로 개별
관광을 추진하는 것과 함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
에서의 ‘관광협력사업’ 추진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제사회의 제재가
‘인도주의적 제재 유예’, ‘제재 면제’ 규정 등을 통해 조건부로 남북협력을 가능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편 대내적
으로는 관광협력 추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
해 북한 당국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3대 선결과제’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
고, 지속가능한 남북 관광협력을 위해 법ㆍ제도 개선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투
자자의 자산과 권리 보장, 관광객의 안전 담보는 남북 관광협력의 본격화를 앞
두고 고민해야 할 과제이다. 또한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새로운 남북 관광협력
을 위해 관련 법ㆍ제도 개선 노력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남북이 중장기적으로
‘스마트 관광’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에 규정
된 협력사업에 ICT 등 과학기술이 명시될 필요가 있다. 향후 대외여건 개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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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기술 등 지능정보기술과 결합된 관광협력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
큼, 이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2020년 현재 전 세계에 창궐하고 있는 코
로나19 등 감염병을 비롯해 위생ㆍ보건 현안도 남북 관광협력 진전을 가로막
는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남북정상이 2018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전염병 유입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및 보건의료 협력 강화를 약속한 바 있는
만큼, 코로나19 대응은 기회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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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북 관광협력 비전과 기본구상
본 연구는 ‘관광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ㆍ번영 시대’를 위해 남북 양자 및
남북을 포함한 다자간 관광협력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앞서 2~3장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정은 시대의 북한은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발전
을 도모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이를 위해 관광 인프라 구축, 관광지 개발, 제도
적 기반 마련, 조직체계 정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ㆍ러시아 등 전통 우방국뿐만 아니라
유럽 등 서방 세계와의 관광협력도 일정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 비록 관광 개방
지역과 상품은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특성이 반영되어 여전히 제한적이지만, 조
금씩 개방성이 확장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특히 대부분의 경제
개발구에 관광부문 개발계획을 마련해놓은 것은 향후 대북제재 완화 등 대외환
경이 개선될 시,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의 외자를 유치해 관광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해나가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신북방정책을 중심으로 북방 국가와의 협력을 도모하고 있는 우리 정부 입
장에서도 북한의 관광산업에 대한 관심은, 경제ㆍ생활 영토를 북방 지역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4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정부는
2020년을 ‘신북방협력의 해’로 만들겠다고 선언하는 등 북방 지역을 ‘번영의
축’으로 삼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국제여건이 조성될 경우 남북
은 물론 중국ㆍ러시아 등과 초국경 연계관광 프로그램(‘환동해 크루즈’, 두만강
국제관광특구 공동개발 추진 등)도 계획하고 있다. 북한 역시 동북3성, 극동 지
역을 중심으로 중국ㆍ러시아와의 관광협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있는
만큼, ‘초국경협력’에 대한 정책적 공감대가 남북간에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소다자협력을 골자로 한 ‘초국경 관광협력’의 활성화가 인프라 구축
등을 포함한 ‘초국경 경제협력’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주변국과
의 정책 연대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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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남북 관광협력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선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대내적으로 관광협력 추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보가 선행되어
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 당국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3대 선결과제’에 대
한 해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변안전 보장을 제도화해 관광객의 안전
을 담보해야 하며, 상사분쟁 해결방안 구축ㆍ공동관리 기구 출범 등을 통해 유
사 사태 재발 방지와 관광사업자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보조를 맞춰 단계적으로 협력 범위를
확장해나갈 필요가 있다.
본 장은 이와 같은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남북 관광협력 구상’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대북제재’라는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함과 동시에 미래지향성도 견
지함으로써, 우리 정부가 한반도신경제구상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시사
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유엔 대북제재, 미국의 독자제재가 관광사업을 포함한
남북협력 재개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조항으로서 ‘관광사업’ 자체를 명시적

그림 5-1. 남북 관광협력 비전과 기본구상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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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특히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인도주의적 제재 유
예’, ‘제재 면제’ 규정 등을 통해 남북 협력사업 재개를 조건부로 가능케 하고
있다. 통일부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이산가족 및 사회단체 등
의 개성ㆍ금강산 방문 등 북한 지역 개별관광 추진계획을 밝힌 것도 이 같은 상
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앞서의 분석을 바탕으로 [그림
5-1]과 같은 남북 관광협력 구상을 제시한다.

2. 추진사업 제안
가. 대북제재 틀 내에서 가능한 ‘관광협력사업’ 적극 추진
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일부는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북
한 지역 개별관광 추진과 관련된 세부 이행계획을 밝히는 등 남북 관광협력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관광사업을 명시
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상황에서, ‘관광협력’을 매개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동
력을 마련하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유예
및 면제 규정을 통해 사안별로 제한적인 범위의 남북협력을 허용하고 있다. 개
별관광 추진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인도주의적 성격’, ‘학술교류 목적’의 교
류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개별관광 연계사업도 적극 추진해 국제사회의 지지
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1) 개별관광 여건 조성사업
가) 볼런투어리즘(Voluntourism) 개념의 협력사업 추진
볼런투어리즘은 관광의 한 형태로, 자원봉사(volunteer)와 관광(tourism)
이 결합한 것을 의미한다. 자원봉사에 초점을 맞춘 관광으로, 참여하는 관광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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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방문한 곳의 환경과 사회에 실질적인 기여를
한다. NGO 주최의 투어가 많으며, 수해 등 환경재해를 입은 곳의 자연복원 활
동,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주민을 돕는 활동 등이 포함된다.
볼런투어리즘 개념의 협력사업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유예, 면제조항을 고
려할 때, 현 시점에서 개별관광 여건 조성을 위한 유용한 방안으로 활용될 가능
성이 있다. 북한을 방문하는 목적을 ‘인도주의적 차원’으로 한정해서, 유엔대북
제재위원회 측에 사안별 면제 요청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금강산ㆍ원산ㆍ개
성 등 북한 관광지역의 환경오염 피해 복구, 수질 개선을 목적으로 육로 혹은
해로 방문을 시도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을 활용해 북한을 방문한다면 추후 크루
즈 관광을 위한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다. 1998년 11월 금강산관광선인 ‘금강
호’가 출항함으로써 남북관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듯이, 남북관계 경색 국
면에서 선박을 통한 북한 지역 방문을 고려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266)
북한이 ‘생태관광’을 강조하며 주요 관광지역에 대한 환경보호를 강조하는
상황은 볼런투어리즘 개념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우호적인 배경이 될 수 있
다. 앞서 설명했듯이 북한은 생태관광을 ‘환경보호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진
하는 형태’라고 소개하며,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여건 조성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경험과 재원 부족으로 주요 관광지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북한 주요 관광지역에 대한 환경보호 목적의 볼런티어리즘은 국제사
회의 지지 확보는 물론, 북한 당국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
고 있다.

나) 북한 관광상품 박람회 개최
남한 주민들에게 북한 관광상품은 다소 생소하다. 2008년 남북 관광협력이
중단되고, 남북관계 경색으로 남북간 왕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북한
266) 1989년 1월 ｢금강산관광 개발의정서｣가 체결되고 10여 년간 답보상태를 보이던 금강산관광은
1998년 금강호가 출항함으로써 비로소 본격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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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북
한 지역 개별관광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북한 상품을 취급하는 ‘해외 여행사’들
에 대한 정보가 필수적이다. 특히 ‘우리 국민의 제3국 경유 개별관광’267)을 추
진하기 위해 해외 여행사가 진행하고 있는 북한 관광상품과 비용 등에 대해 자
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앞서 3장에서 살펴본 해외 여행사의 북한 관광상품을 활용하여 다양한 상황
에서 우리 정부가 이들 여행사와 북한 지역 관광상품을 연계할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할 필요가 있다. 북한 지역 관광에 관심이 있는 개인, 민간단체, 지자체 등
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차원이다. 또한 중앙정부
가 이 같은 행사를 기획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해외 여행사와 접촉하고 있는 상
당수의 지방자치단체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행사를 통해 해외 여행사와 지방자치단체 간 수요를 바탕으로 새로
운 북한 지역 방문 관광상품 출시가 도모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정부는 DMZ
등에서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북한 지역 개별관광의 함의가 ‘한반도 평화’에 있
음을 부각할 필요가 있다.
다) 관광 분야 학술교류 행사 개최
앞서 2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최근 북한의 관광 관련 연구들은 글로벌 관광
시장 동향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시장 동향, 관광산업의 수
요ㆍ공급 변화, 과학기술 발전과 환경보호 움직임이 관광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 당국 및 연구자들의 관심
사를 토대로 남북간 관광 분야 학술교류 행사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학술교류’ 목적의 남북협력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
는 점에서, 4장에서 살펴본 ‘관광산업 메가트렌드’ 등을 주제로 학술교류 개최
267) 우리 국민 중 관광 목적의 방북 희망자가 북한 관광상품을 판매하는 제3국 여행사를 통해 개별관광
을 신청ㆍ진행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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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대외적 여건 때문에 남북이 행사 개최에 부담을 느낀다
면, ‘초국경 관광’을 주제로 중국 등 제3국 주관으로 행사 개최를 도모하는 것
도 고려할 만하다. 실제로 북한은 남북관계와 무관하게 중국 등에서 개최되는
학술교류 성격의 행사에 관계자를 파견하고 있다. 특히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경색됐던 2019년에도 최상건 김일성종합대학 총장 등이
‘두만강 포럼’(중국 옌볜대학에서 개최)에 참석해 우리 측 인사와 교류한 사례
도 있다. 남북의 관광 분야 관련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학술회의를 통해 북한의
관광산업 인식이나 개발 현황, 수요 등을 파악할 수 있고, 보다 진전된 관광협
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 국제관광박람회 남북 공동 참가
국제관광박람회 등 관광홍보행사에 남북이 공동으로 참가하는 것도 개별관
광 추진을 위한 여건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남북이 공동으로 홍
보행사에 참가해 남북한 각각의 관광상품뿐만 아니라 남북 연계상품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한반도 관광에 대한 제3국 여행사 등 행사 참가자들의
관심을 돋우고, 남한의 ‘개별관광’ 추진에 대한 국제사회의 부정적 여론을 환기
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 또한 국제관광박람회 등의 홍보행사 참여
에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2장에서 살펴봤듯이 최근
북한 당국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조선관광’ 등 웹사이트를 개설하거나
2018년 대만 관광홍보설명회를 개최하고, 2019년 베트남 국제관광박람회에
참가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남북간 협력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2) 개별관광 연계사업 추진
가) 해외 한인 대상 이산가족 개별관광
해외 거주 한인을 대상으로 한 북한 지역 개별관광도 우리 정부의 북한 지역
개별관광 구상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에 가족을 둔 미국 내 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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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관광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미국 하원은 지난 3월, 미국 한인
들과 북한 이산가족들의 상봉을 돕도록 하는 법안과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
다. 2019년 10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외교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지 약 4
개월 만으로, 미국 하원이 2020년 들어 의결한 첫 한반도 관련 안건이다. 이 법
안과 결의안에는 미국 국무부가 법안 통과 90일 안에 상ㆍ하원 외교위원회에
화상상봉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미국 내 한인들의 북한 이산가족 상
봉 문제를 한국정부와 논의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268)
우리 정부는 미국 의회가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들의 이산가족 상봉을 제도
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상황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와 미국정부
가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는 것은 ‘인도주의적 목적’이란 공감대가 있기 때문
이다. 이산가족 대부분이 80, 90대의 고령임을 고려할 때, 이산가족 상봉은 인
류애적 관점에서도 지나치기 힘든 시급한 현안이기도 하다.269) 미국정부가 ‘인
류 보편적 가치’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가 이를 ‘개별관광’ 구상과 연
계시켜 국내 이산가족, 미국 내 한인의 북한 방문을 성사시킬 필요가 있다. 특
히 올해는 최초의 고향방문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진 지 35주년, 첫 대면상봉
이 이루어진 지 20주년인 해인 만큼, 이를 계기 삼아 이산가족 개별관광을 추
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270)

268) ｢美 한인-북한 이산가족 상봉법안, 미국 하원 통과｣(2020. 3. 1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3.
19).
269) 이산가족 고령화로 상봉을 희망하던 생존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연간 사망자는 급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인원 총 13만 3,365명(2019년 11월 현
재) 중 사망자는 8만 368명에 이른다. 2019년 11월 현재 생존자 비율이 40% 이하로 하락했으며,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0년에는 생존자 비율이 33.5%(4만 5,000여 명)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
다. 통일부(2019b), pp. 14~16.
270) 남북 당국이 제8차 적십자회담을 통해 이산가족 행사 개최에 합의하면서, 분단된 지 40여년 만에 처
음으로 남북 이산가족이 상봉할 수 있게 되었다. 합의에 따라 각각 151명으로 구성된 남북한 방문단
일행이 1985년 9월 20~23일에 걸쳐 서울과 평양을 동시에 방문하는 일이 실현되었다. 이후 남북
대립이 격화되면서 15년 동안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되지 못하다가 6ㆍ15 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
2000년 8월, 이산가족 간 첫 대면상봉이 성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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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회ㆍ문화 교류협력 경험을 활용한 ‘이벤트 관광’ 추진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시범관광 성격의 이벤트 관광을 추진해볼 수 있
다. 북한을 방문하는 해외 관광객은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북한의 이
질감을 독특한 여행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북한 지역 관광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례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관광
선진국 대비 관광 인프라 구축 현황, 보건 및 위생 정도, 대외 개방도, 관광시설
등이 열악해 관광매력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다.271) 사회ㆍ문화 교류협력 경험
을 활용한 이벤트 관광은 북한 지역에 대한 관광 의사를 가진 해외 관광객의 틈
새를 겨냥한 시도이다. 남북은 동일한 테마를 활용해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해
외 관광객은 이를 남북 교차관광의 형태로 향유할 수 있다. 앞서 4장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남북은 관광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ㆍ문화 교류협
력 경험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남북이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윤이상 선생
의 음악’을 테마로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 윤이상 선생의 고향인 경상남도
통영과 윤이상음악당이 건립되어 있는 평양에서 각각 ‘음악회’를 개최함으로
써, 해외 관광객들로 하여금 동일한 테마를 다른 방식으로 소비하게끔 유도한
다. 해외 관광객들은 남한에서 접근 가능한 관광(accessible tourism)의 장점
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이고, 북한에서는 남한에서 느껴보지 못한 특별한 경험을
가져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민족 전통문화도 관광상품화할 수 있는 여지가 충
분하다. 해외 관광객들은 연날리기, 윷놀이, 고리던지기, 제기차기는 물론 설과
추석, 단오, 정월대보름 등 민족 고유문화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남북
이 민족 고유의 명절을 공통으로 기념하고 있는 만큼, 외국인 대상으로 ‘전통문
화’를 체험할 수 있는 관광상품 개발을 모색해볼 수 있다.

271) ｢서방 관광객들, 인터넷 통해 북한 경험 공유…흥미롭다는 반응 속 일부 불편함 호소｣(2019. 11.
22),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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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연계상품 개발
남북이 세계관광시장의 트렌드를 반영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것은 남북 공
동번영을 도모하는 시도가 될 수 있다. 남북은 각각 ‘관광산업의 활로 모색’,
‘관광산업을 통한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남북의 정책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남북 모두의 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연계관광상품’을 개
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우선 남북 관광협력의 재개가 요구된다. 남북 관광협력이 재개
되면 연계관광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우선 외국인 관광객에
게는 남북이 분단된 상황이기는 하나 관광을 통한 협력을 이루어나가고 있다는
점을 홍보할 수 있다. 특히 남북이 갈등보다는 평화를 지향해나간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한반도 관광에 대한 흥미를 돋울 수 있다. 그리고 해외 여행사뿐만 아
니라 남북한의 여행사도 남북 연계 관광상품을 기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준다. 남북협력이 중단된 상황에서는 연계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은 해외 여행
사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나, 협력이 재개되면 남북한의 여행사가 보다 주도적
인 위치에서 상품들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남북 관광협력 재개와 함께 기존 남북 연계 관광상품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
해야 한다. 앞서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제3국 해외 여행사들은 남북
연계 관광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상품의 구성이 획일적이고, 이용의 불
편함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상품이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그리고 독특한 여행을 선호하는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의 성장이라는 관광
산업의 메가트렌드에 맞춘 다채로운 테마 관광상품의 발굴이 필요하다. 이 같
은 새로운 세대들은 기존의 대중관광(Mass Tourism)이 아닌 다양한 테마 관
광상품의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에게 한반도는 ‘동일한 역사와 문화를 공
유했지만 70여 년간 분단상태에 놓인’ 지역이라는 점에서 흥미를 불러일으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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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에 남북은 ‘같은 듯, 다른 듯’ 독특함이 묻어나는 관광상품들을 개발
함으로써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남북테마 관
광상품 개발 방안을 개성평화관광, 역사ㆍ문화관광, 해양ㆍ산악레저관광, 웰
니스관광으로 나누어 제안하고자 한다.
이 밖에도 남북은 동북아시아 역내 국가간 관광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초
국경관광협력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각각 동북 지역 및 극동
지역 개발을 위해 관광산업과 연계한 지역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크루
즈 관광’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여기에서는 동ㆍ서해 크루즈 관광상품 개발
및 기존 상품 활성화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기존 남북 연계 관광상품 활성화 방안
기존 남북 연계 관광상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광객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앞서 3장에서 살핀 바와 같이 2020년 해외 여행사의 남북
연계 관광상품은 남북간에는 직항로가 개통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
객이 남북을 모두 관광하기 위해서는 중국 베이징이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를 경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또한 중국이나 러시아를 2차례 거치도록 되
어 있어 관광객이 이동비용의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불편함과 비용부담
은 남북 연계관광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남한정
부 또한 이러한 점을 고려해 2020년 1월 20일 통일부의 ‘북한 개별관광 3대
제안’에서 육로관광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72) 남북 육로
관광을 위해서는 남북한 당국과 유엔군사령부 간 협의를 통해 남북한 주민뿐만
아닌 외국인 관광객이 군사분계선(MDL)을 통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속히 조성
할 필요가 있다.
향후 군사분계선을 통해 북한 개성 및 고성(북)과 남한 파주 및 고성(남) 등으
로 왕래가 가능해지면 기존보다 다양한 남북 연계 관광상품들을 만들 수 있을
272) ｢정부 ‘휴전선 넘는 남북 직접관광’ 카드도 꺼냈다｣(2020. 1. 2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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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기대된다. 2020년 현재 해외 여행사가 판매 중인 기존 연계상품은 대체
로 비슷한 관광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고 베이
징을 경유, 남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해 서울과 대구, 경주, 부산 등을 방문한
다. 즉 남한 관광은 경부선 노선을 따라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육로관광이 가능해지면 강원도로의 입국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강
원도에서 여타 지자체로 다양하게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이와 같은
여건 조성과 함께 남한의 각 지자체들은 지역여행사와 북한 관광상품을 다루는
해외 여행사 간 협력을 강화해 북한 관광과 연계한 상품들을 개발해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북한 당국이 원산갈마국제공항이나 어랑비행장, 삼지연비행장
등을 관광에 활용하고 있는 만큼, 남한 지자체들도 지방공항을 활용한 연계상
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획일화된 일정의 단순한 남북 연
계상품만 만들 것이 아닌, 남한을 방문한 외국인에게는 추가로 북한 관광상품
을 제시하거나, 북한을 방문한 외국인에게 추가로 남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남북 연계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테마 관광상품 개발
가) 개성평화관광
오랜 기간 남한의 경기도, 강원도, 인천시 등 남북접경지역에 위치한 15개
지자체들은 판문점이나 비무장지대 일대의 남북분단 관련 시설 및 지역을 통일
안보교육을 목적으로 안보관광에 활용해왔다. 하지만 2018년 ‘4.27 판문점 남
북정상회담’ 이후 기존의 ‘안보관광’을 ‘평화관광’으로 전환하고, 비무장지대
를 ‘평화관광지대’로 조성해야 한다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해 개성공업지구 또한 평화관광지대화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개성공업지구는 분단 이후 남북 최초의 산업과 경제를 아우르는 협력이 실현된
지역이라는 상징적 공간이다.273) 특히 공업지구 조성을 위해 해당 지역에 주둔
273) 박영정(2019),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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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던 북한 군부대를 3㎞ 후방으로 이전 배치했다는 점은 남북 분단 역사
에서 기념비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개성평화관광은 남북 분단이라는
‘과거’보다는 남북경협을 통한 한반도 번영과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목표로
한 ‘미래지향적’인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2020년 4월 현 시점에서 개성평화관광은 실현 가능한 방안으로 판단된다.
2016년 2월 개성공업지구 가동이 중단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조업 재
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관광을 목적으로 공업지구 일대를 둘러보는 것은 대북
제재의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 특히 남한정부가 2020년 1월 이산가족과 사
회단체의 개성ㆍ금강산 방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남북
관광이 이루어졌던 개성시내뿐만 아니라 개성공업지구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남북 당국 간 협의만 이루어지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성평화관광이 이루
어진다면 관광객들이 개성공업지구가 남북경협에서 갖는 가치나 조업 재개 필
요성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성공
업지구 2~3단계 개발계획 중 150만 평을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는
만큼, 향후 남북경협이 재개되면 부지 중 일부를 평화관광지로 조성하는 방안
도 고려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역사ㆍ문화관광
외국인 관광객은 남북한 연계상품에 과거에는 동일한 역사와 문화를 가졌던
지역이지만, 분단 이후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매력을 느낄 수 있
다. 역사ㆍ문화 관광상품은 외국인 관광객뿐만 아니라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
한반도가 하나의 역사와 문화를 공유해온 지역임을 자각시켜주고, 남북통일에
대한 당위성과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이다. 이는 역사탐방
상품과 음식관광상품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역사탐방상품은 한반도의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이어지는 남북
문화관광자원을 결합한 상품이다. 북한에는 상원군 검은모루, 나선시 서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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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선사시대유적이 분포해 있다. 또한 평양시와 개성시는 각각 고구려, 고려
의 수도로서 다양한 유적들이 보존되어 있으며, 우리에 비해 적지만 조선시대
유적들도 각지에 있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연천 전곡리,
공주 석장리, 장흥군 선사문화유적공원 등 선사시대 유적과 삼국시대의 백제
(서울ㆍ공주ㆍ부여ㆍ익산)ㆍ신라(경주)ㆍ가야 유적, 고려시대 사찰유적, 그리
고 서울을 비롯해 많은 지역에 조선시대 유적들이 있다. 이와 같은 역사유적의
분포를 봤을 때 한반도의 역사는 남북한 한 지역만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다. 따
라서 남북 관광협력을 통해 남북한의 주민과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반도 역사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미 남북은 2000년대 개성관광을
통해 북한 역사탐방상품을 내놓은 바 있고, 해외 여행사는 2020년 남북 연계상
품에서 우리의 서울과 경주 등을 방문해 조선 및 신라 시대 유적지 탐방을 계획
하고 있다. 향후에는 서울-개성-평양으로 이어지는 ‘조선-고려-고구려 수도관
광상품’이나, 경주-서울ㆍ공주ㆍ부여ㆍ익산-평양을 잇는 ‘삼국시대 관광상품’
등을 계획해볼 수 있다.
또한 북한의 사찰자원을 활용한 남북 사찰탐방도 개발할 수 있다. 현재 북한
은 묘향산 보현사, 개성 영통사, 정방산 성불사, 구월산 월정사 등을 관광자원
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금강산 신계사의 경우 관광상품에 등장하지는 않으나
남북협력으로 재건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묘향산 보현사 외의 대부분 사찰이
평양시 이남에 자리하고 있어 남한에서 도로로 접근이 용이한 편이다. 특히 북
한은 사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템플스테이’ 관광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북한 사찰을 방문했던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남한 템플스테이
상품을 기획해볼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남북 관광협력이 활성화되면 역사유적별 거리가 먼 것을 감안해 남북
당국이 함께 ‘한반도 역사스탬프 투어’ 제도를 만들어 관광객에 여러 가지 혜택
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음식관광상품이다. 음식관광은 남북한 모두 발전시켜야 할 관광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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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로 떠오르고 있다. 남북은 분단 이후 독자적인 문화가 발달해 식문화에서도
차이가 발생했는데, 이러한 차이를 바탕으로 남북 음식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음식관광은 음식과 관련한 특정 주제에 관심이 있는 여행
자들이 여행지역이나 장소의 ‘음식문화’를 직접 체험하기 위해 떠나는 음식문
화관광을 의미한다. 음식관광은 지역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식재료
산지를 찾아 체험하는 ‘자연관광’, 음식ㆍ와인ㆍ농산물 등을 주제로 열리는 지
역축제를 포함한 ‘이벤트축제관광’, 음식 관련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교육관
광’, 현지음식을 즐기는 ‘미식관광’ 등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274)
한국관광공사의 조사에 따르면, 2018년 외국인 관광객이 남한 방문을 선택
할 시 고려하는 요인(중복 선택)은 쇼핑이 63.8%로 가장 높고, 그다음은 ‘음식
ㆍ미식 탐방’(57.9%)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식ㆍ미식 탐방’은 2014년 41.1%
에서 2018년 57.9%까지 증가해 외국인 관광객들의 남한 음식에 대한 관심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75) 이에 남한 지자체에서는 음식테마거리,
한국전통음식문화체험관 등을 조성하고 음식관광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관광
을 펼치고 있다. 북한 또한 해외 여행사들이 음식관광 관련 상품을 판매하고 있
는데, 중국 여행사 Koryo Tours의 ‘북한 맥주 양조장 투어’와 러시아 여행사
Vand의 ‘북한 미식여행’ 상품이 대표적이다. 한편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평양시를 중심으로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 미래과학자거리의 ‘륭
성’(피자집), 만수교청량음료점 등 각종 식당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2012년
에는 ‘조선료리’라는 웹사이트를 개설해 북한의 식문화와 전국의 주요 식당들
을 홍보하고 있다.
위의 사례들을 종합해보면. 남북은 한반도 음식문화 홍보 차원에서 관광협
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한의 전통음식에서부터 현대음식
에 이르는 다양한 음식문화를 제공한다면 외국인 관광객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274) 김태희 외(2014), p. 7.
275) 한국관광공사(2019), 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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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이다. 특히 ‘맛집탐방’과 같이 단순히 먹는 행위에 그치지 않고, 다양
한 지역에서 펼쳐지는 음식축제 및 체험행사를 결합한 상품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남북 관계 당국이 협력해 ‘한반도 대표 음식’ 브로슈어를
제작해 관광객에 배포할 수도 있다. 이 브로슈어는 각 지역의 대표 음식과 관광
지들을 소개해 관광객들의 방문 의욕을 증대시키는 홍보효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다) 해양ㆍ산림 레저관광
해양ㆍ산림 레저관광은 남북한의 자연관광자원을 활용한 활동형 테마관광상
품(Activity-based Tourism)이다. 한반도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면적
의 70%가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해양ㆍ산림 관광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0년 북한 관광상품은 대체로 자연관광자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백두산ㆍ묘향산ㆍ금강산ㆍ칠보산ㆍ구월산 등의 산
림자원과, 동해의 송도원해수욕장, 마전해수욕장 등의 해양자원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자연자원이다. 특히 최근 북한 당국이 자체적으로 건설했거나,
추진 중인 마식령스키장(산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해안), 삼지연군 개발사
업(산림), 양덕온천문화휴양지(온천, 산림) 모두 자연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조
성하는 관광단지 개발사업이다. 이 사업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본보기 (관
광지) 개발사업’으로 명명하고 있는 만큼, 대북제재 완화 등 여건 개선 시 다양
한 지역에 관광단지가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신평관광개발구와 북중
접경지역에 위치한 대부분의 경제개발구들이 강과 하천을 중심으로 한 관광지
개발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레저관광지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3장에서 살펴본 관광상품 면에서도 북한 당국이 자체적으로 등산관광, 파
도타기관광, 산악마라손(톤)관광 등을 내놓고 있고, 해외 여행사들은 북한 동해
안 지역이나 마식령스키장 등지에서 3일 이상 체류하며 다양한 해양ㆍ산림 레
저를 즐기는 상품들도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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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또한 오래전부터 계곡, 강, 하천, 산림, 해수욕장 등지에서의 레저관광
을 육성해왔기 때문에 남북은 각각이 갖고 있는 자연자원과 그 특성을 활용한
연계 레저관광상품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과거 남북은 금강산
관광이 진행될 당시 금강산해수욕장에서 다양한 해양레저상품을 함께 운영해
본 경험도 있다. 향후에는 남북의 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협력뿐만이 아닌 지
역과 지역 간을 연계한 협력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동절기에는 남북
한의 스키장을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장비 무료 대여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다.
그리고 해안이 단조로운 북한의 동해 지역과 리아스식 해안의 특징을 가진 남
한의 남해안 지역을 연계해 한반도 지형의 다양함을 보여주고 각지에서 차별화
된 레저관광을 펼칠 수 있다. 혹은 갯벌이 발달한 서해 지역에서 남북 연계 갯
벌체험상품을 개발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라) 웰니스 관광
3~4장에서 살펴봤듯이 최근 남북 모두 의료관광이나 웰니스 관광 육성에 관
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남한의 문화체육관광부는 웰니스 관광 육성을
위해 2017년부터 한방, 뷰티(미용)ㆍ스파, 힐링(치유)ㆍ명상, 자연ㆍ숲 치유 등
4개 테마별로 웰니스 관광지를 선정해왔으며, 2020년 4월 현재 총 41개소를 지
원하고 있다. 한편 북한의 경우 온천을 중심으로 의료관광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다. 북한 지역에는 남포 룡강온천, 평안남도 양덕군 양덕온천, 함경남도 경성
군의 경성온천, 주을온천 등 유명한 온천들이 있다. 최근에는 양덕군에 양덕온
천문화휴양지가 조성되어 북한 온천관광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또한 북한
당국이 의료관광 육성에 나서기 시작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북한의 유경안과종
합병원과 유경치과병원, 평양산원유선종양연구소 등에서 백내장 수술과 임플
란트, 유선종양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하였다.276)
276) ｢북한, 의료관광 내세우지만, 최대 고객 중국은 ‘글쎄올시다’｣(2019. 12. 16),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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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남북한은 전국 각지의 온천 및 숲 자원과 한방, 힐링ㆍ명상, 뷰티ㆍ스파
시설 등을 활용한 웰니스 관광상품의 개발도 가능할 수 있다. 남한은 뷰티ㆍ스
파 시설과 관광상품 개발에, 북한은 온천이나 숲 등 자연자원에 강점을 갖고 있
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남한의 웰니스 관광상품은 한 지역에 체류하며 다양
한 웰니스 활동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남북 지역 간 연계를 어
떻게 이루어나갈 것인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동북아 크루즈 관광상품
동북아 크루즈 관광상품은 동북아시아의 역내 국가 간 관광협력을 이끌어내
고 세계관광시장에서 동북아시아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상품이다.
동북아 크루즈 관광상품 개발은 중국-북한-남한-일본을 잇는 환서해상품과
러시아-북한-남한-일본을 잇는 환동해상품으로 나눌 수 있다. 3장에서 분석한
32개 해외 여행사 중에서는 러시아 여행사 ‘Vand’가 유일하게 환동해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환서해상품은 개발 논의가 줄곧 이루어져왔으나 실제 성사되진 않았다.
2016년 중국 산둥성의 한 크루즈 선사가 4박 5일의 중국 칭다오-북한 남포(평
양)-남한 인천-칭다오 노선 상품을 내놓은 바 있으나 당시 남한정부의 불허로
실제 운항은 이루어지지 않았다.277) 다만 2019년 3월 북한 남포특별시 정부와
중국 해운사 보하이페리(渤海轮渡) 간 크루즈선 항로개통협약을 체결하기도 하
였다. 이 협약은 남포시가 “보하이페리에 중국 옌타이(烟台)-남포, 중국 다롄
(大连)-남포 해상항로의 독자운영권을 부여하고, 남포시는 다른 회사와 동일한
협력을 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278) 이와 같은
협약은 향후 남북간 서해 크루즈관광협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

277) ｢‘남포~인천 크루즈’ 기항… 인천항, 남북경협 과제로 추진｣(2018. 8. 13),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3. 18).
278) ｢북중 크루즈선 항로개통협약 체결｣(2019. 4. 12),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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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동북아 크루즈 관광상품 자체가 초국경관광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기존 북중협약을 남북중협력으로 발전시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환동해상품은 러시아 여행사 ‘Vand’의 상품을 통해 시사점을 유추해볼 수
있다. 이 상품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북한, 남한, 일본을 관광하도록 일정
이 잡혀 있으나 북한관광은 크루즈가 아닌 항공편으로 이동해 이루어지는 것
이 특징이다. 이는 북한의 동해안 항만이 해당 상품에 활용되고 있는 5만 톤급
크루즈선(Costa neoRomantica)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
다.279) 이에 따라 환동해 크루즈 관광상품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1~3만 톤급의 크루즈선을 활용한 관광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과거 금강
산관광 초기에는 9,000톤급 설봉호와 같은 페리 여객선을 활용했던 사례도 존
재한다. 혹은 남한이 금강산관광을 위해 조성했던 장전항(3만 톤급 선박 접안
가능)을 활용해 육로로 금강산과 원산 등을 관광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 장
기적으로는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태평양횡단 크루즈 상품 개발까지 염두에
두고 청진항과 원산항 등 동해안 항만의 수용능력을 확충해나갈 필요가 있다.

다.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협력 확대
글로벌 관광시장의 주요 화두인 ‘지속가능한 관광’은 남북 관광협력에서도
중요한 이슈이다. 관광산업은 세계시장에서 중요한 고용창출원으로 자리 잡았
으며, 국민의 삶의 질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요소로 인식
되고 있다. 하지만 각국의 관광개발이 하드웨어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천연자원
의 고갈, 유적지의 혼잡과 훼손, 환경오염 등 부작용 역시 속출하고 있다. 세계
관광기구(UNWTO), 유엔환경계획(UNEP) 등 주요 국제기구는 새로운 개발패
러다임으로서 지속가능 관광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각국의 노력은 진
행 중인 상황이다.
279) 원산항과 청진항의 접안능력은 각각 1만 톤과 2만 톤으로 추정된다. KDB 산업은행(2015), p.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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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에서 살펴본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한 남북의 관심은 ‘한반도 생명공동
체’ 구축을 위한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유엔환경계획(UNEP)의 보고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시피, 북한은 산림황폐화, 수질오염, 토질 저하 등 심각한 환경
문제에 직면해 있다.280)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 등 3대 핵심 관광개발 프
로젝트가 ‘속도전’ 식으로 추진되면서 환경오염 등의 부작용은 심화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생태관광지 육성은 환경오염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북한 당
국의 고민이 반영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지속가능한 관광은 국토환경 관리
를 위해 남북 모두에게 중요한 현안이 되었다. 남북이 지속가능한 관광의 추진
을 통해 경제ㆍ환경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
큼, 접점을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남북간 개발 공감대가 있는 지역ㆍ상품을 중심으로 ‘생태관광 시범사
업’은 물론 생태관광지 조성 추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선 남북 및 한반도
주변국의 생태관광자원을 연계해 내ㆍ외국인 대상의 생태관광 시범사업을 실
시하고, 향후 남북관계 진전 시 상품화를 도모한다. 특히 생태관광 시범사업을
통해 한반도 생명공동체 구축을 위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논리로, 시범사
업 추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후 점진적으로
DMZ, 금강산 등 남북의 개발수요는 물론 ‘경제성’도 담보할 수 있는 지역을 중
심으로 생태관광지 육성도 도모한다.281)

1) 남북협의체 구성
한반도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관광’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
‘남북 지속가능관광 협력위원회’ 등을 구성해 단기적 차원은 물론 중장기적인 관
280) DPRK, UNEP(2012).
281) 남북 정상이 2018년 발표한 ‘평양공동선언’은 생태관광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동력이 될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남북 정상은 합의문을 통해 자연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 추진을
합의한 바 있다. 남북은 ‘생태관광’ 성공모델 육성을 통해 관광협력의 범위를 환경협력으로 확대할
수 있다. 북한은 금강산의 생태관광자원을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우리 정부 역시 DMZ를 세계
적인 생태평화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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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남북협력을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첫째, ‘지속가능한 관광’과 관련하
여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경험 전수를 시작으로 남북간 협력을 추진
한다. 우리 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관광생태계 구축을 위
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가 핵심적인 글로벌 의제로 부각하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관광 분야에
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구축된 선진시
스템을 북한 당국과 공유함으로써 북한의 지속가능한 관광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생태관광’을 접점으로 남북협력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특히 생태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우리 지자체282)와 생태관광 육성을 시
도하고 있는 북한 지역 간 교류를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1980년대 후반부터 백두산ㆍ묘향산ㆍ금강산ㆍ칠보산ㆍ구월산을 ‘생물권보호
구’로 지정하고, 각지에 국립공원 및 자연공원, 천연기념물보호구, 동식물 및
서식지보호구 등을 설정해놓았다. 특히 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정은 국무
위원장 집권 이후 문덕과 나선의 철새보호구를 람사르 습지로 지정하기 위한
노력을 펼쳐, 2018년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또한 최근 북한의 관광 관련 연
구들도 생태관광에 많은 관심을 갖고 개발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우리 정부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태관광’ 활성화를 적극 도모
하고 있는 만큼, 북한과 협력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정부
는 2014년 ‘생태관광지정제’를 도입한 이후, 2019년 현재 26개의 생태관광
지역을 지정해 육성하고 있다. 양구 DMZ, 남해 앵강만, 밀양 사자평 습지와 재
약산, 광주 무등산 평촌 명품마을 등이 대표적인 생태관광 명소이다.283) 해당
282) 고창군, 광명시, 괴산군, 부안군, 서산시, 서천군, 순천시, 시흥시, 안산시, 양구군, 영주시, 완도군,
울진군, 제천시, 창녕군, 평창군 등 우수한 생태자원을 가지고 있는 16개 지자체는 2017년 9월,
‘대한민국 생태도시 지방정부협의체 협약식’을 개최하고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확대하기
로 합의하였다. ｢영주 울진 등 전국 16개 생태관광도시 협의체 구성｣(2017. 9. 12), https://www.
hankookilbo.com/News/Read/201709121532513065(검색일: 2020. 2. 12).
283) 한국생태관광협회(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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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지역 관광자원을 적극 활용해 생태관광을 추진한 만큼, 유사한 개발
방향을 가지고 생태관광을 육성하고 있는 북한 지역에게도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점진적으로 한반도 차원의 지속가능한 관광을 추진하기 위한 ‘로드맵’
수립을 도모한다. 남북의 실질적 수요에 부응하면서 남북간 여건변화를 고려한
중장기 차원의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수관리 보호지역에 대한 국제인
증(IUCN 녹색목록 등) 확대 등을 목표로, 잠재적인 우수 생태관광자원의 보전
ㆍ관리 부문에 있어서 남북협력을 확대한다.284) 또한 이를 위해 생태관광 성공
모델을 육성하는 한편, 한반도를 유형ㆍ권역별로 나누고 신규 관광자원 발굴
등을 모색한다.

2) 생태관광 성공모델 육성
가) 남북 생태관광 협력 확대
(1) 생태관광 시범사업 실시
생태관광 시범사업으로 우선 고려할 수 있는 생태자원은 ‘철새’와 ‘습지’라
고 할 수 있다. 국제사회는 지속가능한 개발, 생물다양성 보존, 환경보호 관점
에서 철새 보호와 함께, 철새 서식지인 습지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습지
와 습지의 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국제환경협약인 ‘람사르협약’이 대표적이다.
남북 역시 ‘철새’와 ‘습지’ 보호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습
지보전기본계획 수립, 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개최 등을 통해 철새의 서식지인
습지 생태계를 관리해오고 있다. 4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북한 역시 2018년 5
월 람사르협약에 가입하는 등 국제사회와 발맞춘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철새 서식지에 대한 관심을 적극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
다. 북한은 동아시아 철새들의 주요 이동경로인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경
284) IUCN 녹색목록은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WCC) 결의문 채택으로 추진된 제도로, 국제적으로
우수하게 관리되고 있는 보호지역을 발굴해 인증함으로써 보호지역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도입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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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East Asian-Australasian Flyway)’에 위치해 있는데, 철새 보호를 위해
북한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서쪽 해안과 접
해 있는 황해에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가 위치하고 있고, 지난 반세기
동안 황해의 습지가 70% 가까이 감소하였으며 이로 인해 철새들이 휴식하는
지역의 상당 부분도 함께 사라졌다. 북한 습지에 대한 보호 없이는 넓적부리도
요와 같은 멸종위기종들이 가까운 시일 내 멸종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미
일부 종의 개체수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285)
이 같은 배경은 생태관광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동력이 될 수 있다. 남북 관
광협력이 전 지구적 차원의 환경 보호와 연관되면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
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지지를 바탕으로 남북의 철새 서식지 등을 연계한 생
태관광 시범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철새’ 및 ‘습
지’ 관련 북한의 생태관광 유망지역은 함경북도 라선 철새보호구, 강령군 강령
철새습지보호구와 문덕군 문덕철새보호구라고 할 수 있다. 이와 연계할 수 있
는 남한의 유망 지역은 전남 순천시 순천만,286) 경남 창녕군 우포늪,287) 강원
철원군 천통리,288) 충남 서산시 천수만289) 등이다.
우리 정부는 국제적 협력 관점으로 접근해 생태관광 시범사업을 성사시킬 필
요가 있다. 북한의 습지가 군사적으로 민감한 해안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남북 양자간의 생태관광 시범사업 추진에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크
다. 따라서 남북을 포함한 다자간 관광협력 형태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4장에서 살펴본 ‘중ㆍ몽ㆍ러 초국경 생태회랑 건설’ 프로젝트

285) 한스자이델재단(2017).
286) 연안습지로서, 세계 5대 습지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으며 흑두루미의 주요 서식지이다.
287) 람사르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약 1억 4,000만 년 전에 생성된 원시 늪이 존재해, 관광자원으로
서 가치가 높다.
288) 겨울철에도 얼지 않는 15도가량의 온천수가 용출되는 등 겨울 철새들이 월동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
고 있다. 철새 보호를 위해 천통리 일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보호되고 있다.
289) 가창오리, 노랑부리저어새 등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300여 종 400만 마리의 철새가 찾아오는 동북
아 최대 철새도래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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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연계한 생태관광시범사업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남북을 포함한 초국경 소다
자 관광협력을 바탕으로 시범사업을 추진을 도모하는 셈이다. 한편 국제기구 및
국제 NGO를 중개자로 삼아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환경
분야의 국제적 협력을 목표로 북한 당국과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스위스개발협
력청(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 한스자이델재단,
저먼 애그로 액션(German Agro Action) 등과의 협력을 고려할 수 있다.
(2) 금강산지구 내 생태관광지 조성
북한의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개발 구상을 활용, 금강산 지구 내 ‘생태
관광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2~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은 원산~금
강산 일대를 다양한 관광특성을 지닌 ‘종합관광지구’이자 지속적 발전을 보장
하는 특색 있는 관광지구로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290) 지역특성에 따라
개발대상지를 금강산지구, 원산지구 등 ‘6개의 지구’로 구분, 다양한 휴양문화
시설과 생태환경이 조화를 이룬 세계적인 관광지구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다.291) 특히 금강산의 자연경승관광은 물론, 시중호 일대와 외금강 온정리 온
천을 연계해 국제적인 휴양지구로 개발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한 바 있다. 금강
산 일대의 석왕사, 동정호, 시중호, 삼일포, 외금강, 내금강, 해금강 등 생태관
광자원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도다.
금강산 관련 국제관광상품을 취급하는 북한의 ‘조선금강산국제려행사’292)
역시 금강산의 생태관광자원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2019년 3월 ‘금강산에서
의 생태관광’이라는 글을 게재하며, 금강산이 생태관광을 위한 최적지임을 내
290) 북한이 설정한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의 지리적 범위는 동해안을 따라 원산에서 해금강에 이르
는 연안 지역이다. 행정구역상으로는 강원도 원산시, 통천군, 금강군, 고성군, 천내군, 세포군, 고산
군 일부 지역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91) 6개 지구는 금강산지구, 원산지구, 울림폭포지구, 석왕사지구, 통천지구, 마식령스키장지구로 구분
된다.
292) 조선금강산국제려행사(전신은 금강산국제관광총회사)는 금강산 관련 국제 관광상품을 취급하는 북
한의 여행사이며, 2011년 7월 세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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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우기도 하였다. 조선금강산국제려행사는 금강산관광지구가 크게 외금강과
해금강, 내금강 등 3개의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천연 그대로의 자연생태
계가 생태관광자원이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향후 국제관광시장의 변화추
세에 맞게 금강산의 생태관광의 발전을 적극 장려하겠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금강산 생태관광지구 조성’은 북한 당국의 금강산개발계획 방향과 합치하
는 만큼 추진 동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 정부는 생태관광 추진을 위한
경험 공유, 재원 등을 지원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할 필
요가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금강산관광 사업자인 ‘현대아산’ 측과 긴밀한 협
의가 필요하다. 현대아산이 다양한 남북협력사업을 전개해온 만큼, 축적된 경
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나) DMZ 생태평화공원 조성
우리 정부의 ‘DMZ 생태평화공원 조성’ 구상에 북한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
할 필요가 있다.293) 우리 정부는 비무장지대를 군사적 개념에서 역사문화, 생태
ㆍ평화 자원과 연계한 미래 지향적 ‘Peace Life Zone’의 개념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294) 최근에는 남북 관광협력 확대를 고려하여
DMZ를 ‘한반도 생명공동체’를 위한 중심축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
고 있다. 중앙정부는 물론 강원도ㆍ경기도 등 접경지역 지자체 중심으로 생태관
광 인프라 구축, 관련 프로그램을 확충해나가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통해 DMZ를 중심으로 한 북한과의
협력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핵심구상이라고 할

293)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10월 피에트로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과의 만찬 자리에서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남북 2㎞씩 비무장지대를 만들었다. 많은 군인과 무기가 배치되어 있다.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비무장지대에서 병력과 무기, 지뢰를 제거하고 생태평화공원을 만들자고 합의했다”
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 “한반도 평화 이뤄질 예감”…교황청 “계속 잘될 것”｣(2018. 10. 18), 온
라인 기사(검색일: 2020. 1. 23).
294)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에는 남과 북, 유엔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적 파트너십
을 통해 DMZ에 생태평화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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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3대 경제협력벨트’ 구축에는 ‘DMZ 환경ㆍ관광 벨트’가 포함되어 있
다. 한강 하구부터 DMZ를 가로지르는 경기 북부 접경 지역을 남북한 상생협
력지구로 재구성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평양공동선언에 ‘자연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 추진’ 문구가 포함된 것 역시, DMZ에서의 남북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도가 포함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
이다.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이 우리 정부는 물론 북한 당국에게도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있다는 논리로 북한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우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강원도ㆍ경기도 지자체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이후 접경 지역의 주민들은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바 있고,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DMZ 관광’을 주목하고 있
다. 지자체는 물론 중앙정부가 접경 지역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집중하
고 있는 만큼, 국ㆍ내외 관광객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관광인프라 구축도 앞당
겨질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다. 북한 입장에서도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
성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관광수익모델을 창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
다. 특히 DMZ라는 지역에 국한하여 남북이 협력을 도모하는 것은 제한된 지역
에서의 관광을 선호하고 있는 북한 당국의 수요와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라. ‘스마트 관광’ 기반 구축
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능정보사회의 진전은 관광산업에 큰 영향을 미
치고 있고, 그 영향력은 향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의 관광서비스에
ICT를 융합한 ‘스마트 관광’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도 지능정보사회 본격화 추
세와 무관하지 않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스마트
관광’ 기반 구축을 위한 남북협력은 당장은 요원해 보일 수 있다. 특히 스마트
관광이 활성화되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 구축(공공와이파이, 개방형 플랫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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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타당해 보인다. 금강산관광 중단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남북 관광협력을 위해 기본적이라 할 수 있는 투자자의 재산권에
대한 보호, 관광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조차 미흡한 것이 현실
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북 관광협력이 ‘미래지향성’을 담보하기 위해 반드시
추구해야 할 것이 ‘스마트 관광’을 위한 협력 확대라고 할 수 있다. 세계인들은
스마트폰 하나로 예약부터 결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선진관광시스템에 익숙해
져 있고, 새로운 시대의 남북 관광협력이 추구해야 할 방향성 역시 이와 같다고
할 수 있다. 남북은 스마트 관광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력을 시작으로 ‘스마트
관광’ 기반 구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1) 스마트 관광 생태계 구축 협력
스마트 관광의 5대 요소(스마트 경험, 스마트 편의, 스마트 서비스,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 플랫폼)를 중심으로 남북협력을 확대한다. 기존 관광 개념에
ICT 기술 등 지능정보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관광을 준비하는 것은 남북 모두
에게 시급한 현안이다.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맞춰 ICT, 모바일기술을 접목
해 관광서비스 수준을 높여야 하고, 스마트폰 하나로 교통, 언어, 예약, 결제까
지 해결할 수 있는 스마트 관광 인프라 구축을 서둘러야 할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남북은 스마트 관광 관련 공동 연구는 물론, 대북제재 상황을 고려해 점
진적으로 기술 분야 협력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첫째, ICT 기술을 활용해 관광객들로 하여금 ‘스마트한 경험’을 체감할 수
있게 하는 ‘콘텐츠’를 제작한다. 스마트 경험의 핵심가치는 ‘관광 매력’이다. 남
북은 아리랑, 씨름 등의 민족문화 유산, 금강산ㆍ원산 등의 생태관광자원 등 관
광 콘텐츠화할 수 있는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있다. 특히 ‘평화’를 테마로 한
국전쟁 전적지 등을 대상으로 다크투어리즘도 기획해볼 수 있다. 실제 베트남
은 관광산업 기반을 구축하던 1970~80년대, ‘베트남 전쟁’ 전적지 등을 관광
상품으로 활용한 바 있다. 남북이 역량을 집중해 육성하고 있는 최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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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MR/AR/홀로그램)은 남북이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을 더욱 풍성하게 만
들 수 있다. 4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과학
기술에 의한 지식경제 육성’을 강조하며 북한사회 전반의 체질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북한 내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면서 SW개발 역량이 상당한 수준
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존재한다. 남북의 ICT 기술 역량을 활용해 관광자원을
다채로운 관광 콘텐츠로 변모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여행객들이 금강산
ㆍ원산 등 관광지를 방문하기 전 가상체험을 할 수 있는 이벤트를 개최하거나,
실제 관광지에서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실감형 콘텐츠가 제작될 수 있다.
둘째, 관광지 예약, 관광지에서의 쇼핑 등 ‘스마트 편의’를 제공하는 관광 인
프라 구축에 대한 협력을 확대한다. 스마트 편의의 핵심가치는 ‘관광일정 관리’
다. 관광객들은 편리한 체류를 위해 식당ㆍ숙박 등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얻기를 원하며, 스마트 기기와 연동된 편리한 예약 및 결제 시스템을 선호한다.
북한 역시, 초보적인 수준의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축(부분적이지만 북한 내에
서 가상화폐를 통한 결제ㆍ송금이 가능한 것으로 보임)함으로써 관광객의 편의
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295) 다만 남북간 관광 인프라 구축에 대한 실
질적 협력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북한이 다소 폐쇄적인
성격의 관광을 선호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마트 편의’가 상징하는 개방성을 수
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술교류 등을 통해 정보
를 교환하는 소극적 협력을 시작으로 금강산 등지에서 ‘스마트 관광 시범사업’
을 도모하는 등 협력의 범위를 확장해나가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셋째, 다국어, 짐 배송, 불편신고 등 관광지 현장의 불편에 대한 신속 대응 등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협력을 확대한다. 스마트 서비스의 핵심가치
는 ‘관광지원 서비스’다. 남북은 해외 관광객이 남북이 공동 개발ㆍ운영하고 있
는 관광지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챗봇 등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관광객
이 스마트폰 하나로 관광지에서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
295) 김민관(2018),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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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함으로써 ‘관광품질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 해외 관광객은 챗봇을 활용해
메뉴판/안내문 번역은 물론이고 실시간 문의ㆍ불편신고 등에 대한 해결을 기
대할 수 있다.
넷째, 관광지 내 이용 가능한 2차 교통수단 등 ‘스마트 모빌리티’를 위한 협
력을 확대한다. 스마트 모빌리티의 핵심가치는 ‘방문범위 확대’이다. 공유플랫
폼, 자율주행 등을 활용해 ‘관광교통’의 효용성을 증진시키는 것이 골자다. 북
한의 관광개발정책의 청사진을 살펴보면, 북한 역시 점진적으로 해외 여행객이
방문할 수 있는 지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4계절 관광이 가능한 ‘종
합관광지구’ 조성을 목표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의
개발 규모만 약 414.8㎢ 에 이른다. 철도ㆍ도로 등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이라
는 대전제가 필요하지만, 북한은 여행객의 이동편의 보장을 위해 ‘스마트 모빌
리티’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4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김일성종
합대학 첨단기술개발원 정보기술연구소, 평양정보기술국 등 북한 과학기술기
관들은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 ‘스마트 모빌리티’를 구현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남북 관광이 활성화되고 방문 지역에 대한 북한 당국의 개방성
이 확대될수록 ‘스마트 모빌리티’에 대한 협력수요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
력 교류, 공동 연구 등을 시작으로 협력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스마트 플랫폼’ 구축을 위한 협력을 확대한다. 플랫폼을 통해 관광객
들이 스마트 관광 기반이 구축된 관광지 내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며, 그
기록이 수집 및 공유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스마트 플랫폼의 핵심가치는
‘관광정보 공유’이다. 남북은 관광객의 빅데이터를 확보함으로써 이를 분석해,
관광상품 개발, 관광전략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사업자가 플랫
폼을 통해 사업기회를 창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익성 향상도 도모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금강산ㆍ원산과 관련된 관광상품을 중심으로 ‘스마트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DATA 구축 협력을 통해 한반도 전역의 관광상품
에 대한 정보를 수록한 가칭 ‘한반도 관광지도’의 구축을 시도해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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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스마트 관광의 5대 요소와 주요 내용
5대
요소

세부내용

연계
관광요소

연계
기술요소

핵심
가치

스마트
경험

최신기술(VR/AR/MR/홀로그램)을 활용,
자연문화 역사 등 관광매력 극대화

관광콘텐츠

AR, MR, VR,
홀로그램 등

관광
매력

스마트
편의

편리한 체류를 위하여 체험, 식당 등 정보
를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예약 및 결제 등
을 지원

관광인프라

디지털
사이니지, O2O 등

관광
일정
관리

스마트
서비스

불편신고, 다국어, 짐 배송 등 관광지 현장
의 불편에 대한 신속 대응

관광지원
서비스

로보틱스, 챗봇 등

관광
품질
개선

수요대응형 자동차, 공유자동차 등 도시간
스마트
이동 및 퍼스널 모빌리티 등 도시 내 이용
모빌리티
가능한 2차 교통수단

관광교통

자율주행,
공유플랫폼,
MaaS 등

방문
범위
확대

관광정보

Data
Analytics, AI 등

관광
정보
공유

스마트
플랫폼

스마트 관광도시 내 다양한 서비스를 등록,
이용하며 그 기록을 수집 및 공유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2020), p. 6, https://www.mcst.go.kr/kor/s_notice/notice/noticeView.jsp?p
FlagJob=N&pSeq=14990(검색일: 2020. 3. 17).

2) ‘스마트 관광’ 체험관 건립
DMZ에 남북 스마트 관광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체험관’ 건립을 도모한다.
유망한 ICT 기술을 체험하고, 남북이 공동으로 제작한 ‘관광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게 설계해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남북은 ‘스마트
관광 체험관’ 건립을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체험관 건립은 대북제재하에서도 추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안이다. 특
히 남북 당국 및 유엔사 간 협의만 진행되면 군사분계선 인근에도 건립 추진을
도모해볼 수 있다. ‘스마트 관광 체험관’ 건립은 DMZ를 평화의 상징으로 변모
시키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구상과도 맞닿아 있다. 남북협력의 미래지향성을
상징할 수 있는 ‘스마트 관광 체험관’을 DMZ에 건립함으로써, 한반도 평화ㆍ
번영 시대를 견인할 수 있다. 둘째, 남북의 스마트 관광 관련 다양한 콘텐츠를
소개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남북은 스마트 관광의 5대 요소(스마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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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스마트 편의, 스마트 서비스,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 플랫폼)를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하면서, 그 결과물들을 체험관에 전시, 일반 대중들과 공유한다. 주
요 관광지, 문화유산, 축제, 박물관, 전시장, 음식, 쇼핑, 교통 등과 관련된 실감
형 콘텐츠를 제작ㆍ전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DMZ 관광 인프라 구
축과 연계해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다. 4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
리 중앙 정부와 지자체는 DMZ와 연계한 관광 인프라 확충, 상품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강원도ㆍ경기도는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DMZ 일대의 관광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계획을 밝히기도 하였다. 관광객 유입을 목적으로 특색
있는 관광상품 개발이 모색되고 있는 만큼, ‘스마트 관광 체험관’을 건립하고,
상징성을 적극 상품화할 필요가 있다.

3) VR 투어 활성화
‘스마트 경험’과 관련된 남북협력을 ‘VR 투어’ 형태로 전개시킬 필요가 있
다. 지능정보화시대 본격화를 대비하고 있는 남북의 관심은 ‘VR 투어’ 추진을
위한 동력이 될 수 있다. ‘VR 투어’는 가상현실 기술을 적용해 다양한 관광 콘
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관광산업 활성화와 연계시키는 제반 활동을 의미한다.
VR의 최종 목표는 청각ㆍ시각ㆍ촉각ㆍ후각ㆍ미각 등과 같은 인간의 다양한 감
각을 자극해 ‘현실세계와 최대로 유사한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VR 콘텐츠는 소비자들에게 여행지에 직접 와 있는 것 같은 경험을 제공하
고, 관광욕구를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VR은 관광ㆍ여행 산업의
중요한 마케팅 요소로 자리 잡은 상황이다.
‘VR 투어’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남북 관광협력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선,
대북제재 국면에서도 ‘콘텐츠’ 제작이라는 형태로 남북이 협력을 도모해볼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협력을 ‘VR 콘텐츠’를 통
해 시작할 수 있다. 북한은 금강산 관련 사진ㆍ영상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남한은 이 콘텐츠를 VR 기술을 활용해 가공할 수 있다. 남북은 과거 3D 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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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션인 ‘게으른 고양이 딩가’ 및 ‘뽀롱뽀롱 뽀로로’ 합작 제작을 통해 콘텐
츠 공동개발 경험이 있는 만큼, 제반 여건이 마련되면 추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296)
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을 위한 준비 차원에서도 ‘VR 투어’가 활용될 수
있다. 남북 정상은 2018년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
동 개최를 합의한 바 있다. 남북관계 진전을 바탕으로 올림픽을 공동으로 개최
하고, 신한반도 체제를 견인하겠다는 구상이다. 올림픽 공동 개최, 신한반도체
제 시대 개막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지가 필수적이다. ‘VR 기술’은 남북이
구상하는 새로운 시대를 국제사회에 선보이는 통로가 될 수 있다. 남북관계 진
전을 전제로 구축될 다양한 관광 인프라, 관광상품을 ‘VR 기술’을 통해 구현하
고, ‘한반도 평화’가 주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런 측면에서, 남북 관광자원을 토대로 제작될 ‘VR 콘텐츠’는 미래 한반도의 청
사진을 제공하는 매개로 활용이 가능하다.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VR 투어’ 활성화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
다. 관광은 물론, 의료ㆍ건축ㆍ교육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VR 기술의 적용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특히 ICT 융합기술의 발달 및 차세대 이동통신기술인
5G가 성장하면서 VR 관련 사업은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부와 북
한 당국 역시, 이를 주목하고 VR 관련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관련 법ㆍ제도 정비, 산학연 연계 기술개발 등 VR 시장 육
성을 위해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북한도 최근 교육 부문에까지 VR 기술
을 도입했다고 선전297)하는 등 각 분야에 VR 적용을 가속화하는 분위기이다.
VR 기술의 도입과 경제성장, 산업발전이 긴밀히 연결되는 상황에서, ‘VR 투어’
추진은 장기적으로 남북 산업 다방면의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296) 남북은 2002년 3D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의 합작제작사업에 착수한 바 있다. EBS에서 방영
한 아동교육용 3D 애니메이션 TV 시리즈 ‘뽀롱뽀롱 뽀로로’는 2004년 평균 5%대의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였으며 캐릭터 상품 개발을 통해 성공적인 교류협력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297) 뺷로동신문뺸(2018.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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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남북 관광협력의 비전인 ‘관광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ㆍ번영 시대’를 달성
하기 위한 기본 구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관광협력사업’을 적극 전개한다. 개별관광 추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협력사업 도모, 개별관광 연계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필
요가 있다. 볼런투어리즘(Voluntourism) 개념의 협력사업, 북한 관광상품 박
람회 및 관광 분야 학술교류 행사 개최, 국제관광박람회 남북 공동 참가 등은
현 시점에서도 추진을 시도해볼 수 있는 협력사업이다. 또한 개별관광 연계사
업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시범관광 성격의 ‘이벤트 관광’, 해외 거
주 한인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한 개별관광도 고려해볼 수 있다.
둘째, 남북 공동번영을 도모하는 ‘연계상품’을 개발한다. 관광산업은 남북한에
있어 중요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남북 연계관광상품을 보다 다양화하
고, 독특한 경험을 중시하는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의 수요에 맞는 개성평화관
광, 역사ㆍ문화 관광, 해양ㆍ산림 레저관광, 웰니스 관광 등의 테마관광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한반도 차원을 넘어 중국ㆍ러시아ㆍ일본 등 동북아시아 국
가와의 초국경관광협력을 통해 세계관광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
셋째,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협력을 확대한다.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한
남북의 관심은 한반도 생명공동체 구축을 위한 시발점이 될 수 있다. ‘남북 지
속가능관광 협력위원회’ 등을 구성해 단기적 차원은 물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남북협력을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생태관광’을 접점으로 남북협력을
확대해나가야 한다. 남북간 개발 공감대가 있는 지역ㆍ상품을 중심으로 ‘생태
관광 시범사업’을 실시해, 생태관광 모범사례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생태
관광 시범사업을 통해 한반도 생명공동체 구축을 위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는 논리로,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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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스마트 관광’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지능정보사회가 본격화되면
서, 기존의 관광서비스에 ICT를 융합한 ‘스마트관광’이 주목받고 있다. 국제사
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스마트 관광’ 기반 구축을 위한 남
북협력은 당장은 요원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남북 관광협력이 ‘미래지향성’을
담보하기 위해 반드시 추구해야 할 것이 ‘스마트 관광’을 위한 협력 확대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스마트 관광의 5대 요소인 ‘경험’, ‘편의’, ‘서비스’, ‘모빌리
티’, ‘플랫폼’을 중심으로 스마트 관광 생태계 구축 협력을 점진적으로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스마트 관광’ 체험관 건립, VR 투어 활성화를 통해 협력의
폭을 확대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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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The Trends of North Korean Tourism Policy and the
Implications for Inter-Korean Cooperation
Haejung Lee, Seonghwan Kim, and Seonghyeon Kang

The trends of North Korean tourism policy and implications for
inter-Korean cooperation
Since Kim Jong-un has taken over as the leader of North Korea, North
Korea has been pursuing aggressive and open tourism policies to secure
stable means to earn foreign currency and improve its image. In March
2013, North Korea adopted a “Simultaneous Development Policy of
Economy and Nuclear Weapons” at the 23rd Plenary Meeting of the 6th
Central Committee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and called for the
revitalization of tourism by successfully creating various tourist areas,
including the Wonsan and Chilbosan districts. The Five-Year Strategy
for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2016–2020) announced at the 7th
Congress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in May 2016 also emphasized
the operation of economic development zones and revitalization of the
tourism sector. In particular, since 2016, economic sanctions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ve expanded and deepened, making it
difficult for foreign currency to flow in through foreign trade, and North
Korea has become more interested in the revitalization of the tou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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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y, which can als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national
image while bypassing sanctions. As if to reflect this, Chairman Kim
Jong-un's tours of tourist areas and on-site guidance of major tourism
areas have increased from only twice in 2016 and once in 2017, to 10
in 2018 and 11 in 2019. The major tour areas include Samjiyon City,
Yangdeok Hot Spring Culture Recreation Area, and Wonsan Galma
Coast Tourism Area, which are classified as the top three tourist areas.
Compared to other industries, the initial investment cost of the
tourism industry is relatively lower, and if a certain level of
infrastructure is secured, a reasonable amount of foreign currency can
be earned stably. In the case of socialist transition countries such as
Vietnam and Cuba, the acquisition of foreign currency through tourism
at the beginning of the transition was used as a driving force for
economic growth. North Korea is also believed to harbor intentions to
earn foreign currency to restore its poor industrial base by invigorating
the tourism industry using its relatively well-preserved natural
environment. The nation is also attempting to break away from its
closed-off image and create the image of a normal country through
more active tourism policies than in the past. The tourism industry is
relatively free from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aking it a promising channel for inflows of foreign
currency while bypassing sanctions. Above all, Kim Jong-un has
experience studying in Switzerland, which has a well-developed
tourism sector, and seems to have been trying to fortify the economy
and improve people's lives by revitalizing the tourism industry.
This study analyzes the trends in tourism policy promotion in North
Korea since Chairman Kim Jong-un took office in 2012, and prom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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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w Northern Policy such as multilateral tourism cooperation
including North and South and the New Economic Pla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intention is to provide the necessary policy implications
by grasping recent changes in North Korea's tourism policy, analyzing
North Korea's policy intentions, and establishing concrete and feasible
multilateral tourism cooperation plans including the two Koreas. Most
notably, to promote individual tourism on a humanitarian level
proposed by the government, as well as individual tourism via third
countries through travel agencies of third countries, and individual
tourism by foreigners in a form connecting the two Koreas, we have
analyzed in detail the major North Korean tourism products currently
being traded, and go on to derive important implications.
Chapter 2 examined the changes in tourism policies in North Korea
since Kim Jong-un took power as the leader of North Korea and
analyzed perceptions of the tourism industry through North Korean
literature. Amid international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due to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North Korea is struggling to come up with
measures to develop its economy by fostering its tourism industry. It
was judged that the government is trying to boost the economy by
revitalizing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in particular the development
of major tourism facilities, including the hot spring cultural resort in
Yangdeok-gun, which was completed in 2019, the Wonsan Galma Coast
Tourism Area, which is scheduled to be completed in 2020, and the
construction of Samjiyon City. North Korea has been pushing forward
with an all-round economic development zone policy, requiring 18 of
the 28 economic development zones to include tourism development
plans. In addition, the North Korean government has been showing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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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ingness to foster the tourism industry through the readjustment of
tourism-related physical and human infrastructure. North Korean
tourism products have diversified beyond the previous simple
sightseeing tourism products to experience- and life-oriented tourism
products, as the state becomes more active in promoting tourism to
attract tourists.
Due to the North Korean government's policy demand for tourism
industry development, North Korea's tourism industry-related
research has also increased significantly compared to previous times.
Recently, North Korean academics are focusing on areas of interest
such as exploring tourism industry development in line with trends in
the world tourism market, attracting foreign capital through tourism
development and eco-tourism development. Regarding the analysis of
trends in the global tourism market, the recent development of
information processing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has led to a growing number of tourists calling for more
convenient and comfortable trips, which provided a glimpse into North
Korea's demand when looking at the possibility of promoting smart
tourism between the two Koreas in the near future.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 through tourism development, tourism development areas
are also strategically approached by dividing them into mountain
tourism development areas and coastal tourism development areas,
urban tourism development areas and rural tourism development
areas, cultural and traditional tourism development areas, treatment
tourism development areas, resting tourism development areas and
comprehensive tourism development areas. Based on this analysis, It
was judged that South Korea and North Korea have the potential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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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 wellness tourism products using hot springs and forest
resources across the country, as well as Korean traditional medicine,
healing and meditation, and beauty spa facilities.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eco-tourism sites, North Korea has analyzed the need
for eco-tourism and emphasized the fundamental purpose of
eco-tourism, and makes a particularly interesting claim that
ecotourism is different from ordinary tourism and requires less
investment in establishing tourism volunteer facilities. Our review also
revealed the North should consider developing eco-tourism centers
mainly in areas that could guarantee economic efficiency, such as the
demilitarized zone (DMZ) and Mt. Geumgang.
Chapter 3 examined the current state of the tourism industry in North
Korea through tourism resources and infrastructure by region,
promotion of tourism development projects since Kim Jong-un has
taken over as the leader of North Korea, and analysis of tourism
products in North Korea by overseas travel agencies. As a result, it was
analyzed that the environment of the North Korean tourism industry
will change as follows. First, the two pillars of the North Korean tourism
industry are expected to be Pyongyang and Wonsan. As of 2020, most
of the North Korean tourism products started in Pyongyang, where
tourism resources and infrastructure were most concentrated, and
ended in Pyongyang. It was analyzed that if the development of the
Galma Coast tourism area in Wonsan is carried out smoothly, it will be
possible to develop products that encompass the full scope of
Pyongyang and Wonsan or Pyongyang and East Sea Coast area.
Secondly, as of 2020, tourism to North Korea is only conducted in
limited areas, but the open areas are expected to expand further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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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ar future. Areas that are likely to be further developed as conditions
improve are analyzed as Gangnyeong, Sukcheon in the West Sea, Eorang
in the East Sea, Sakju and Onseong in the northern part of the country.
Third, North Korea's leisure sports and tourism products are expected
to increase as well.
Since the early days of the Kim Jong-un administration, the
government has built or rebuilt recreational and tourism facilities
where people can enjoy a variety of leisure activities. Overseas travel
agencies are also selling products that allow them to enjoy the forest
and marine leisure in the East Sea region. It was judged that North
Korean authorities’ interest in leisure sports tourism will continue to
expand. Finally, it was expected that tourism products will be developed
in cooperation with the Northeast Asian region when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nditions improve. Overseas travel agencies sell tourism
products in cooperation with South Korea, China and Russia to North
Korea, and inter-Korean cooperation tourism is conducted using
flights and cruise ships. It was analyzed that if tourism to Mt. Geumgang
and Gaesong is resumed, various products will continue to be
developed.
Chapter 4 describes the megatrends in the tourism industry and
examines the tourism promotion environment in the North and South
by analyzing the opportunities and threat factors of tourism
cooperation between the North and South. First, in connection with
the megatrends in the tourism industry, it was possible to derive the
need to develop products tha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aged
and younger generations, taking into account the changing needs of
tourists. This also highlights the need to develop ecological tou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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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s and develop ecological tourism destinations that reflect the
growing trend of sustainable tourism. Considering the trend that
technological progress is promoting so-called “smart tourism,” the
need to build an ecosystem for smart tourism and gradual expansion
of cooperation can also be see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n the
increase in travel mobility, the necessity of activating cruise tourism
between the North and South was also derived.
The opportunity factors for inter-Korean tourism cooperation were
identified as the interest displayed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and the neighbouring countries of the
Korean Peninsula. The plan for inter-Korean cooperation in tourism
by central ministries and local governments such as the North-South
Economic Cooperation Commission and the Ministry of Unification,
which is being promoted on the premise of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was also analyzed as a major opportunity factor
for the expansion of inter-Korean cooperation. Above all, the
experience of tourism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such as
in Mt. Geumgang and the Gaesong Industrial Complex, was also
evaluated as an important opportunity factor. Along with this, the
experience of social and cultural exchange between the two Koreas
based on ethnic homogeneity is an important foundation for tourism
to gain momentum. However, there are still issues to be resolved before
full-scale tourism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can be
promoted. We had to consider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lthough U.N. sanctions and U.S. sanctions on
North Korea do not explicitly ban tourism, they are analyzed to have
an impact on the resumption of inter-Korean cooperation, inclu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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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rism. This is because the Korean government holds the view that
individual tourism is not subject to U.N. sanctions and can proceed
independently, but due cautions must be made. On the domestic front,
it was evaluated that it will be necessary to secure a national consensus
on promoting tourism cooperation with the North. For this reason, it
was decided necessary to create a solution to the three major issues to
be resolved before resuming Mt. Geumgang tourism with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and to discuss the improvement of laws and systems
for sustainable inter-Korean tourism cooperation. Coming into 2020,
the COVID-19 pandemic is spreading throughout the world and,
together with other health and sanitary issues, is acting as a threat factor
blocking the progress of inter-Korean tourism cooperation. However,
as the leaders of the two Koreas promised to strengthen cooperation
in the areas of quarantine measures, health and medical cooperation
to prevent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in the 2018 Pyongyang Joint
Declaration, the response to the COVID-19 threat was also considered
as constituting an opportunity factor.
Chapter 5 presents the opening of an “age of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tourism cooperation” as the vision
for inter-Korean tourism cooperation, therefore proposing a direction
for promoting multilateral tourism cooperation which includes both
inter-Korean approaches and multilateral projects involving the two
Koreas. First of all, South Korea will implement tourism cooperation
projects to the extent that they do not fall outside the framework of
sanctions imposed on North Korea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t
is necessary to promote cooperation projects to improve the
environment for promoting individual tourism while promo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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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vidual tourism cooperation projects at the same time. Cooperation
projects under the concept of “voluntourism” should be promoted, and
projects that can feasibly be conducted at this point of time should be
identified first, such as holding exhibitions of North Korean tourism
products and academic exchanges in the tourism field, and jointly
participating in international tourism exhibitions. We can also
consider “event tourism” projects which can serve as a form of
exhibition tours aimed at foreign tourists and conducted on an
individual basis, or individual tourism events for Korean separated
families living overseas. Second, the government will develop
“partnership products” that promote the joint prosperity of the two
Koreas. It is necessary to diversify existing inter-Korean tourism
products, developing theme tourism products along the lines of
Gaesong Peace Tourism, History and Cultural Tourism, Ocean and
Mountain Forest Leisure Tourism, and Wellness Tourism, which can
meet the needs of young people who place great value on unique
experienc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competitiveness to
a global level in the tourism market, through tourism cooperation with
Northeast Asian countries such as China, Russia and Japan. Third, we
should expand our cooperation in sustainable tourism. Mutual interest
by the two Koreas in sustainable forms of tourism can serve as the
starting point for establishing a “community of life” on the Korean
Peninsula.

A

South-North

Sustainable

Tourism

Cooperation

Committee should be formed to expand inter-Korean cooperation
from a mid-to-long-term perspective. In addition, inter-Korean
cooperation should be expanded with ecotourism as a point of contact.
It is necessary to develop eco-tourism model projects focused on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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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products that can be agreed upon for inter-Korean development.
Fourth, a foundation for promoting “smart tourism” should be built.
With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continuing, inter-Korean
cooperation to build a “smart tourism” base is likely to be a distant
prospect. However, we can conclude that the expansion of cooperation
for smart tourism must be pursued to ensure future-oriente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gradually expand cooperation in constructing a smart tourism
ecosystem centered on five major factors: experience, convenience,
service, mobility, and platforms. Also, the range of cooperation must
be expanded through the construction of smart tourism experience
halls and the promotion of virtual reality (VR) t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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