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과제명: 북한의 대외경제협력 제약요인 분석

▣ 연구책임자

조명철 선임연구위원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이명박 정부 신북방 정책의 핵심의제는 국익에 기초한 자원외교임.

- 일방적인 에너지 수입에서 우리의 개발경험과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자원 보유국

과의 장기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자원외교 정책이 필요함.

- 이명박 정부는 최근 식량난 해결에 대한 방안으로 연해주 지역에서의 남-북-러 농업

협력 계획을 발표함.

□ 자원공동개발문제는 한-러간 주요 경제현안으로 부상

- ‘자원외교’를 중시하는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9월 러시아 메드베데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한국 정부가 러시아로부터 1,020억 달러 규모의 천연가스를 도입하는 것에

합의하였음.

- 2008년 9월 29일 한국가스공사와 러시아의 국영 가즈프롬은 2015년부터 러시아가 30

년 동안 매년 100억입방미터의 천연가스를 한국에 도입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

결하였음.

- 이는 국내 최초의 파이프라인 천연가스 수입으로, 그 양은 국내 소비량의 20%에 달

할 것임.

□ 따라서 남-북-러 3국간의 자원외교를 통한 경제협력의 잠재력을 평가하고 이에 수반

되는 과제를 연구하는 작업이 필요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 주요 연구내용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과제명: 2007년 남북한 농업협력 평

가와 2008년 전망

-연구자(년도): 권태진(2008)

-연구목적: 2007년 남북한 농업협력 

추진실태를 조사하고 향후과제를 제

시함.

-문헌조사 및 통계분석 -2007년 남북한 농업협력 추진 실태

 (정부, 민간 차원)

-2007년 남북한 농업협력 평가

-2008년 남북한 농업협력 전망과 과제

  (2008년 전망 및 향후과제)

2

-과제명: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발전 

심화 요인 분석: 에너지 자원협력을 

중심으로

-연구자(년도): 이용권, 이성규(2006)

-연구목적: 러-중 간의 자원외교를 통

한 관계발전 방안을 모색함

-문헌조사, 통계분석

-기타 현장 조사 및 전문가 의

견수렴

-자원 협력의 필요성과 당위성

-러시아와 중국의 대외에너지 정책 

-러시아와 중국의 대외에너지 협력

3

- 과제명: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러

시아의 자원 민족주의: 러시아 EU의 

새로운 에너지 협력 방안 모색

- 연구자(년도): 이경완 (2007)

- 연구목적: 신자유적 세계화를 조망

하고 러시아 정부의 에너지 자원 정

책을 분석함

- 문헌조사, 통계분석 -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러시아의 자

원 민족주의

- 러시아 자원 민족주의의 행보

- 러시아-EU의 새로운 에너지 협력 방

안 탐색

본 연구

-남북러 3국간의 자원외교를 통한 경

제협력의 잠재력을 평가하고 이에 

수반되는 정책과제를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문헌조사, 통계분석

-현장방문 및 전문가 면담을 통

한 남-북-러 자원협력의 잠재

력 평가와 과제 발굴

- 한국, 북한, 러시아의 자원개발 정책

- 남-북-러 간의 경제협력 현황 

- 3국간 자원외교의 경제적 타당성 분

석

- 자원외교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제

시

     - 한국, 북한, 러시아의 자원개발 정책

     - 남-북-러 간의 경제협력 현황 

     - 3국간 자원외교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 자원외교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제시

   ▣ 연구추진방법

  
  - 남-북-러 3국의 자원정책 관계자 면담 및 세미나 추진
  - 선행연구 조사
  - 자원외교를 경험한 다른 국가들의 사례조사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기획재정부, 통일부

▣ 기대효과



 
 - 남-북-러 3국의 자원외교정책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협력 및 경쟁을 위한 전략 수립

▣ 연구기간

  - 2009. 1 ～ 12

▣ 추진일정

 - 2009. 2. 연추심 개최 
 - 2009. 7. 연중심 개최 
 - 2009. 11. 연결심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