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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소견으로서 소속기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님을 밝힌다.

미국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북핵정책 
전망*

이상현 | 외교통상부 정책기획관 | leesh65@gmail.com 

I. 서 론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북핵문제는 새로운 형국에 접어들고 있다. 북한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핵실험과 같은 도발이 북한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하며 미사일방어

(Missile Defense: MD)체제의 강화 및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을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시험발사와 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미국 오바마 2기 행정부가 출범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이어지는 북한의 도발 행태는 

한반도 안보기류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다. 한국이나 미국에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어김없이 

이어지는 북한의 ‘길들이기’식 도발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물론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도 큰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 

오바마 차기 정부 대외정책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불확실한 대내외적 환경 속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재건해야 하는 것이며, 이의 핵심은 아시아로의 전략적 재균형정책이다. 아시아로의 

전략적 재균형정책은 오바마 행정부 초기부터 장기 전략으로 마련된 정책이며, 2기 정부에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아시아 내 전진전략은 단순히 군사력의 

재배치뿐 아니라 무역과 가치관 전파라는 전략적인 목적을 포함하고 있다. 지역 내 안정을 

위해서는 법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인권, 경제협력 등의 가치관 증진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재균형정책은 중국을 겨냥한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아태 지역 내 평화와 번영을 

구축⋅발전시키고자 하는 미국이 동맹국 및 우방국들과 협력하는 체제이다. 미국 고위 당국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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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설명에 따르면 군사력은 재균형정책의 한 요소일 뿐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이 아태 

지역을 장기적으로 중시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는데, 이는 파트너십(partnership), 존재

(presence), 힘의 투사(power projection) 그리고 원칙(principle)이라는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태 재균형정책의 핵심은 역시 군사력인바, 국방예산 삭감으로 인해 

미국의 작전 및 전쟁계획 수립과 실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미국의 

아태 지역 동맹국들에 대한 관심과 공약이 약화될 가능성은 점증하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 

및 한국에 대한 거친 위협과 잘 대비된다. 이하에서는 미국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북핵정책을 

중심으로 그간의 추세를 분석하고 향후 정책을 전망하고자 한다. 

II. 북한 정세와 핵실험 강행의 배경

최근 북한의 정세는 3차 핵실험(2013. 2. 12) 이후 내부결속 도모 및 추가 도발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다. 북한당국은 핵실험 이후 전국적 군민대회 개최, 핵실험 유공자에 대한 대대적인 

포상 등 축하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김정은 업적 선전 및 체제결속 도모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는 한편 핵실험 정당성을 강조하고, 2⋅3차 대응조치 가능성을 거론하며 추가도발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및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비난을 지속하는 한편, 비정치적 

대외교류는 지속하고 있다. 김정은은 미국 VICE Media, 케이블방송 HBO 측의 주도로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전 미 NBA 농구스타 데니스 로드먼과 그 일행을 평양에 초청해 

함께 농구경기를 관람하는 등 대외적으로 개방적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풍기기 위해 계산된 

듯한 행보를 이어 가고 있다. 그러면서도 지난 3월 8일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남북 간 불가침합의 폐기,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동선언 백지화, 남북 간 판문점 

연락통로 폐쇄 등을 천명했다. 그리고 다음 날 외무성 담화는 “미국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도용하여 반공화국 제재결의를 조작해낸 대가로 우리의[북한의] 핵보유국지위와 위성발사국지

위가 어떻게 영구화되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선언해 핵보유와 미사일 개발을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편, 핵실험 이후 중국이 북한을 대하는 시각에도 변화가 엿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북중 

접경지역을 통한 소규모 교역은 지속되고 있지만 핵실험 이후 중국 세관 검열이 다소 강화된 

동향이 포착되고 있다. 접경지역 대북사업가들에 의하면 핵실험 이후 중국당국의 북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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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에 대한 검색이 더욱 강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언론, 네티즌, 학계를 중심으로 

북한 핵실험에 대한 반대여론이 확산되는 추세이다. 최근 덩위원(Deng Yuwen) 중앙당교 

학습시보 부편집심사는 파이낸셜타임스(Financial Times)에 “China should abandon 

North Korea” 제하의 기고문을 게재하기도 했다(2013. 2. 28). 이러한 추세로 보건대 과거에는 

중국 학자들이 북한 관련 비판 입장을 표명할 경우 내부적으로 통제를 받았으나, 최근 중국정부

가 학계의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 것을 조용히 방치하고 있는 것 같다는 평가가 제기되기도 

한다. 

이처럼 갈수록 심해지는 국제사회의 제재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의 

의도는 무엇인가? 우선 핵실험 직후 발표된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북한은 “제3차 핵실험은 

미국의 대조선적대행위에 대처한 단호한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하며 핵실험의 목적을 “미국의 

날강도적인 적대행위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치솟는 분노를 보여주고 나라의 자주권을 

끝까지 지키려는 선군조선의 의지와 능력을 과시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발표된 북한의 공식입장 표명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김정일이 사망하고 

김정은 체제가 등장하였지만 선군적 시각에서 국제정치 상황을 분석하고 생존전략을 모색하는 

것에 큰 변화가 없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다만, 과거와 다른 한 가지 차이는 이번 핵실험을 계기로 자주권과 함께 경제발전을 강조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북한은 “자위적인 핵억제력에 

의거하여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힘을 집중하려던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지적했는데, 

이는 지난 1월 한 달 동안 두 차례 발표된 김정은의 연설내용과도 일맥상통한다. 1월 26일 

국가안전 및 대외일군 협의회 지도연설에서 김정은은 “자위적 전쟁억제력에 토대하여 이제는 

인민들이 더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도록 경제건설에 집중하려던 우리의 노력에는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었다.”고 평가함으로써 핵능력을 비롯한 전쟁억지력의 구축이 애초에 경제발전

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뒤이어 1월 29일 당세포비서대회 연설에서 김정은은 

“이제는 우리가 제국주의자들과의 대결에서 주도권을 더욱 확고히 틀어쥐게 되었으며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에서 전환을 일으키게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결국 북한 

김정은 체제는 ‘핵 자주권에 기반한 경제발전권의 추진’이라는, ‘자주’와 ‘발전’의 두 마리 

토끼 잡기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핵 자주권과 경제발전권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북한이 경제발전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혁⋅개방을 통한 외부지원이 필수적이지만, 핵을 보유하고 있는 한 전면적으로 북한을 

지원할 국가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다만 지역정세 안정을 추구하는 중국이 북한정권 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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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최소한의 지원만을 해줄 수 있을 뿐이다. 결국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전면적인 지원과 투자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핵포기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하지만 핵실험 이후 최근까지 북한의 행태는 오히려 국제사회와 한국에 대한 비난과 공세의 

수위를 높여 가고 있다. 북한군은 지난 3월 5일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에서 한미합동군사연습

과 우리 군 고위 당국자의 발언을 거론하며, △정전협정 백지화, △판문점 대표부 활동 중지 

및 북미 군 통신선 차단, △강력한 실제적인 2, 3차 대응조치 등을 강행할 것이라고 위협했다.1) 

이날 성명을 읽은 사람은 김영철 정찰총국장인데, 김영철은 천안함 폭침과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암살조 남파 등 북한이 2009년 이후 자행한 대부분의 대남 도발을 기획⋅실행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로 직접 TV에 나와 협박 성명을 읽은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북한은 일단 한미 키리졸브 연습에 대응한 대규모 군사훈련으로 맞불을 놓는 것으로 

보이지만, 제2의 천안함 같은 국지도발 가능성은 상존한다. 그 외에도 4, 5차 핵실험, 탄도미사

일 시험발사 지속 등 북한의 도발 카드는 다양할 것으로 전망된다. 

III. 미국의 대북정책 입장

오바마 2기 행정부의 한반도정책과 관련해서는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

다. 오바마는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 이른바 ‘리셋 외교’의 연장선상에서 북한 지도자도 기꺼이 

만날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2008. 7). 하지만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시설 원상복구

로 대응했고(2009. 4), 2차 핵실험(2009. 5)과 뒤이은 유엔안보리 결의안 1874호 채택(2009. 

6)으로 북미관계는 정체국면에 들어섰다. 북한의 이러한 도발은 미국의 ‘전략적 인내’ 접근을 

초래했고, 천안함⋅연평도 도발 이후 한미 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를 합의(2010. 

6)하는 계기가 되었다. 2011년 각각 두 차례에 걸친 남북, 북미 간 비핵화 회담에서 미국과 

북한은 비핵화 협조와 영양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윤달의 합의(Leap Day Deal)’에 

도달했지만 2012년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이행은 무산되었다. 재선 확정 후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미얀마를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 지도부를 향해 핵을 

버리고 평화와 진전의 길을 택하라고 촉구했다. 미얀마정부에도 북한과의 군사관계 단절과 

이를 위한 구체적인 조처를 요구했다. 그러한 입장을 바탕으로 최근 오바마 정부는 대북정책을 

포함한 한반도정책에서의 연속성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한국정부에 알려 온 것으로 전해졌다. 

1) 『연합뉴스』, 2013.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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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 12월 12일 북한이 또다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함으로써 미북관계에는 오바마 

2기 시작부터 암운이 드리워지게 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금년 2월 13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2013년 새해 국정연설을 했다. 

동 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 전날의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 “북한 정권은 국제 의무를 

준수함으로써 안전과 번영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도발 행위는 자신만 더 고립시킬 뿐”이라고 

언급했다. 미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미사일방어(MD)시스템을 강화하는 동시에 동맹국 

및 주변국들과 공조하여 핵확산 방지 및 북 위협 대처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의 강력한 조처를 

주도하겠다고 경고했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오바마 2기는 1기의 대외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민주당 정강에는 향후 오바마 행정부가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위해 추진해야 할 

세 가지 정책적 목적이 제시되고 있다. 국제적 경제발전과 개발 촉진, 막강한 군사력 유지 

그리고 보편적 가치의 추진이다.2) 오바마 2기는 다양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과 파트너십

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국제기구를 활성화하여 다자적 접근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체로 

미국의 2기 행정부는 현 대통령의 레거시(legacy, 유산)를 중요시하고, 동시에 현재 경제상황이 

좋아지고 있는 측면을 감안하면,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외정책은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3)

대북정책과 관련해 금년 1월 15일 뉼런드 미 국무부 대변인은 “대북정책 재검토 계획이 

없다.”고 밝혀 당분간 오바마 1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오바마 1기의 대북정책 행보를 되돌아보면 2기에는 어떤 형태로든 정책의 변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오바마는 취임 전부터 북한과의 직접협상을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

고 공언했지만, 취임 직후 이루어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2009. 4)와 핵실험(2009. 

5) 이후 대북제재 결의안을 주도하며 ‘전략적 인내’라는 소극적 정책으로 전환했다. ‘전략적 

인내’는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명시적 선언과 행동이 있기 전까지는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전략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미국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외문제에 개입할 

여력이 없는 오바마 행정부가 선택한 고육지책이라 할 수 있다. 전략적 인내는 결국 ‘선(先)핵폐

기⋅후(後)대화’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봉쇄정책으로, 본질에 있어서는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

책과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일단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2) The Democratic national Commitee, “Moving America Forward: 2012 Democratic National Platform,” 2012(http://www.democrats.org/ 
democratic-national-platform).

3) 김현욱,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외정책과 한반도｣, 2012년 정책연구과제 Ⅰ,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3, pp.13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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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하고 있다. 북한에 관한 한 여전히 미국은 북한 핵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CVID)를 정책목표로 추진할 

것이며, 이를 위해 대화와 제재의 투트랙(two track) 방식을 유지할 전망이다. 즉, 북한이 

핵폐기의 진정성을 보인다면 대화를 재개하고 북한이 요구하는 사안들(경제원조, 관계 정상화 

등)을 수용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제재로 일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CVID 원칙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분위기가 존재하며, 북한 비핵화 추진보다는 상황 악화를 방지하는 

쪽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오바마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북핵 폐기를 추진했으나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현재 대북제재를 통한 강경책을 구사하고 

있다. 따라서 오바마 행정부는 현재 북핵문제의 해법이 없는 상태이며 향후 대북정책에 유연한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는 대신 

당분간 한국정부의 대북 강경책에 편승해 북한문제를 한국 및 일본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한편, 나아가 중국 견제에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오바마 2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결정자 교체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미국의 대외정책을 사실상 결정하는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북한과의 직접대화를 

지지하는 협상파로 교체된 것은 그러한 가능성을 시사한다. 국무장관에 임명된 케리 상원 

외교위원장은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비판하며 대북 직접대화를 주문했다. 

케리는 인준청문회(2013. 1. 24)에서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은 제재와 대화의 투트랙 정책”이

라고 밝혀, 이란 및 북한 등 핵개발 국가들에 대한 제재를 지속하되 대화 창구도 열어 놓을 

것임을 시사했다. 국방장관에 지명된 척 헤이글 전 상원의원 역시 북한 고립 시도에 반대하며 

대북 직접대화를 지지하는 협상파로 분류된다. 이처럼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을 결정하는 

국무⋅국방 장관이 대북 협상파로 교체됨으로써 우리 정부가 대북 대화를 시도할 경우 호응할 

가능성이 유력해졌다. 문제는 한국과 미국이 아무리 신뢰프로세스를 시도해도 북한이 받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점인데, 북한은 최근 도발을 지속하면서 한반도 정전협정 백지화를 

위협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는 지난 3월 7일 ‘미국의 대북정책(U.S. Policy toward North Korea)’ 

제하의 청문회를 개최해 대북제재 강화 및 대중국 설득 강화 노력과 더불어 미국의 대북정책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동 청문회에는 글린 데이비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스티븐 보즈워스 전 대북정책 특별대표, 로버트 조지프 국가공공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그리고 

조지프 디트라니 전 DNI 산하 국가비확산센터 소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북한 정세 분석과 

더불어 다양한 정책조언을 개진했다. 데이비스 특별대표는 그의 증언에서 미국은 북한에 



동향과 분석
미국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북핵정책 전망

9

대해 핵 포기 시 관계 개선, 국제사회로의 진입 등의 유인을 제공했으나 북한은 이러한 

대안을 모두 거부하고 위협을 지속 중이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미국은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진정하고 신뢰 가능한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지만, △북한 핵보유국 

인정 불가, △나쁜 행동을 하지 않거나 대화에 복귀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보상 불가, △북한의 

이웃 국가들에 대한 도발 용납 불가, △남북관계 및 북한 내 인권상황 개선 없이는 미북관계의 

근본적 개선 불가라는 원칙이 변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했다. 그는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는 

오바바 행정부의 이중전략(dual-track policy)은 초당적 지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 비핵화의 진전을 위한 전망을 가능케 할 것이나 북핵문제의 진정한 진전을 위해서는 

북한의 전략적 계산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4) 

또한 동 청문회 참석자들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중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자신이 

직면한 선택을 정확히 인식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과거 동북아 

내 핵확산을 우려하여 북핵문제 해결에 협력한 적이 있으며, 미국은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위해 압력을 행사하는 등 복합적인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로버트 메넨데즈 

위원장은 중국이 할 수 있는 역할로는 제재 동참, 대북 식량 및 중유 지원 감소 등이 있는데, 

후자가 훨씬 유효하다는 생각을 밝혔다.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압박 중 가장 최근의 것으로 주목할 것이 유엔안보리 결의안 2094호이

다.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해 유엔안보리는 3월 7일 안보리 공식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고, 유엔헌장 제7장 제41조에 따라 화물, 선박, 항공기 검색 및 차단, 

금융제재, 금수조치 강화 등 기존의 제재를 한층 강화한 대북제재 결의 2094호를 채택했다. 

동 결의안은 유엔헌장 제7장 제41조(비군사적 조치)에 따른 제재조치를 채택했는데, 우선 

1718호(2006. 10. 14), 1874호(2009. 6. 12), 2087호(2013. 1. 22) 등 기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에 대한 핵 포기 요구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이 유엔안보리 결의에 위반된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했다. 제재대상

과 금수품목도 확대됐다. 2개 단체 및 개인 3명을 추가 제재대상으로 지정했고, 핵(우라늄 

농축), 미사일, 화학무기 관련 8개 품목을 금수품목에 추가했다. 그리고 유엔 차원의 사치품 

예시 목록을 최초로 지정했다. 이에 따르면 보석류, 요트, 고급 승용차 등이 사치품에 해당한다. 

제재대상뿐 아니라 제재조치도 강화⋅확대되었다. 우선 북한 관련 화물 및 선박, 항공기에 

대한 검색⋅차단이 강화되었다. 또한 북한 금융활동 규제, 대량 현금 이전 통제 등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도 대폭 강화되었다. 용도와 최종 목적지를 가리지 않고 대량살상무기 관련 

4) Glyn Davies, “Ambassador Davies’ Congressional Testimony on the U.S. Policy Toward North Korea,” Testimony before the Senat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March 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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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를 강화한 이른바 ‘캐치-올(catch-all) 조치’ 시행을 촉구했고, 제재 회피 및 결의 위반 

지원 개인 및 단체가 제재대상이 된다는 점도 밝혔다. 그리고 6자회담에 대한 지지 재확인 

및 재개 촉구, 9⋅19 공동성명 이행노력 강화 촉구, 북한의 추가도발 시 안보리의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further significant measures)’가 예정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2094호 결의안에서 과거와 다른 점은 북한 행⋅발 의심화물에 대한 검색을 

의무화하고 검색대상에 북한이 중개 또는 알선한 화물도 포함되었다는 사실이다. 이에 의하면 

공해상에서 선박이 기국의 검색 동의에도 불구하고 검색에 불응하는 경우 및 북한 국적 

선박이 검색에 불응하는 경우, 회원국 항구에의 입항이 금지된다. 또한 북한 관련 의심화물 

적재 항공기에 대한 이착륙 및 영공 통과 불허조치도 촉구되었다. 그리고 회원국들에 대한 

제재 회피 및 결의 위반에 관련된 북한 항공⋅선박 관련 정보 제공 요청도 포함됐다. 더 

나아가 북한 외교관들이 외교관의 특권을 이용해 핵 및 미사일 관련 불법적 행위를 하는 

것에도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5) 

토머스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뉴욕 아시아소사이어티 연설에서 동맹에 

대한 확고한 공약 의지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원칙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혔다. 그는 미국의 

아시아 동맹은 미국 전략의 기반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며, 이 동맹관계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강하다고 확신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방위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전달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현대화하고 다양한 지역적⋅세계적 

현안에 대한 협력노력을 지속하는 데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표했음을 지적했다. 그와 함께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는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고 

동맹국들을 보호하는 것뿐 아니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뜻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이 미국을 목표로 삼을 수 있는 핵미사일을 

개발하는 동안 이를 방관하지도 않을 것임을 강하게 경고했다.  

도닐런 보좌관은 미국의 대북정책이 4대 주요 원칙에 의거한다고 밝혔다. 첫째, 일본 

및 한국과의 긴밀하고 확대된 협력이다. 북한의 도발에 맞선 3개국 간 결속은 전쟁억지만큼이나 

외교적 해결책의 모색에도 중요하며, 북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 전망은 또한 새로운 중국 

지도부와 미국 간 긴밀한 공조를 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둘째, 미국은 북한의 악행에 보상하기

를 거부한다. 로버트 게이츠 전 국방장관의 표현처럼 같은 말[馬]을 두 번 사지는 않을 것이지만, 

동시에 미국은 북한과의 진정한 협상에 나설 용의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셋째, 미국은 미국 

5) Susan E. Rice, “FACT SHEE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094 on North Korea,” U.S. Mission to the United Nations, New York, 
March 7, 2013(http://usun.state.gov/briefing/statements/205698.htm); Susan E. Rice, “Remarks by Ambassador Susan E. Rice, U.S. 
Permanent Representative to the United Nations, At the Security Council Stakeout,” U.S. Mission to the United Nations, New York, March 
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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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와 동맹국들의 방위에 대한 의지를 분명하게 재확인했다. 미국은 북한이 미국과 그 동맹국에 

제기하는 위협으로부터 이들 국가를 방어하고 그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인바, 

여기에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사용뿐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이 뚜렷하게 밝힌 것처럼 다른 

국가나 비국가 단체로의 핵무기나 핵물질 이전 또한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북한이 

더 나은 길을 택하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할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적대적인 대미정책을 

포기하는 이들에게 기꺼이 손을 내밀겠다는 자세로 대통령직을 시작했다. 미국은 북한이 

경제를 개발하고 주민들을 먹여 살릴 수 있도록 도울 준비가 되어 있지만, 우선 북한이 

현재의 노선을 수정해야 한다. 미국은 북한 지도부가 기존의 약속과 발언을 지키고 국제법을 

존중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진정성을 입증하기를 기대하고 

있다.6) 

최근의 추세 중에서 무엇보다도 그동안 유엔안보리에서 대북제재 결의에 미온적이었던 

중국이 결의안 2094호에 동의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정권 교체기를 맞은 중국은 

동북아의 복잡한 정세, 북한 내 여건 등을 감안해 북한 핵실험 전부터 각종 채널을 동원하여 

과거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대북 자제 설득노력을 전개해 왔다. 핵실험 후 중국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핵실험 반대와 비핵화 입장을 재확인하는 한편, 추가 상황 악화 방지를 

위한 각국의 자제 당부, 향후 출구로서 6자회담의 조속 개최를 주장하는 등 1, 2차 핵실험시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매우 절제된 모습을 보였다. 그런 상황에서 안보리 결의안 2094호가 

이처럼 신속히 채택된 것은 중국의 대북정책에 있어 변화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서 

주의를 끈다. 환구시보 등 일보 언론 및 중국 내 SNS는 북한문제와 관련해 과거에 전혀 

전개하지 못했던 주장을 전개하고 과격한 용어도 거침없이 사용하면서 대북 원조 축소, 중북 

단교 지지, 북한 지도자 비난 등 전례 없이 강경한 모습을 보였다. 물론 최근 중국 지도부의 

여론중시 경향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의 대북정책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지는 않으리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중국 내에서 대북정책 재검토를 주장하는 학계 및 관계 인사들의 

입지를 강화시킨 측면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6) Thomas Donilon, “The United States and the Asia-Pacific in 2013,” Remarks as prepared for delivery, The White House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New York: The Asia Society, March 11, 2013(http://seoul.usembassy.gov/p_gov_03111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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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북한 핵문제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향

박근혜 정부의 북핵에 관한 기본 입장은 확고하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 용납할 수 없으며,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감행할 경우 단호히 대응하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인도적인 대화와 협력의 창은 계속 열어 두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최근 상황은 오바마 1기 행정부 출범시기와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 오바마 1기 행정부가 출범(2009. 1)한 직후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2009. 

4)에 이어 핵실험(2009. 5)을 실시해 미국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초래했다. 이번에도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2012. 11)하자 북한은 장거리미사일을 발사(2012. 12)했으며 미국을 

겨냥한 3차 핵실험을 단행(2013. 2. 12)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미국정부도 대북 대화 재개 

명분을 찾기 어려워 당분간 기존의 대북 강경책 지속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박근혜 정부가 견지해야 할 대북정책의 기본 원칙은 자명하다. 무엇보다도 북한이 

핵선군 생존전략 논리에서 벗어나 비핵안보 번영체제를 모색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김정은 체제의 지배논리인 핵선군정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북한은 선전 매체를 통해 핵선군이 “민족의 자주적 운명 개척의 길을 힘 있게 열어 주는 

위력한 힘”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상 북한의 핵은 ‘만능의 보검’이 아닌 북한 체제를 반드시 

붕괴시킬 ‘암세포’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던져주는 군사적⋅경제적⋅정치적 조치들이 필요하

다. 그와 함께 군사적으로 억지력을 강화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핵과 재래식 전력의 적절한 

조합을 통한 확장 억지는 물론 MD도 포함된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 제기하는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이나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선택지이다. 경제적으로는 

대북 금융제재와 무역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BDA 스타일 제재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적으로는 북한이 핵선군에서 비핵안보 번영체제를 선택해 체제 진화의 길로 나설 수 

있도록 신호를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대응을 위해서는 국방⋅통일⋅외교부가 유기적으

로 협력하는 정책체계를 구상해야 한다.7)

박근혜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북핵문제의 진전을 위한 동력 강화’를 위해 북한 핵실험에 

대한 엄중한 대응과 함께 남북 간 협의 및 미국, 중국 등 6자회담 관련국들과의 조율을 

거쳐 큰 틀에서 비핵화 해결을 모색한다는 방향을 설정했다.8) 우선 북핵 실험 대응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는 가운데 북한 핵실험에 대한 유엔안보리 대응과정에서 비상임이사

7) 동아시아연구원, ｢3차 북핵실험과 한국의 대북정책: 군사⋅경제⋅정치의 3중 복합대응책 모색｣, EAI 논평, 제28호, 2013. 2. 25.
8)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2013, p.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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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으로서 주요 역할을 수행하고, 안보리 결의 등 북한의 국제의무 준수를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그와 함께 비핵화 프로세스 재개여건 조성을 위해 미국, 

중국 등 관련국과의 조율을 거쳐 비핵화 협상여건 조성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간 실질적 협의 추진을 통해 6자회담 등 비핵화 협상에 동력을 새로이 

주입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박근혜 정부는 중국의 역할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특히 한⋅미⋅
중 3자 전략대화의 단계적 가동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 확대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한⋅미⋅중 3자 전략대화를 단계적으로 가동하여 3국 간 신뢰 구축이 북핵문제 해결에 추동력으

로 작용할 수 있도록 활용하고, 유엔, EU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국제공조의 여건은 과거에 비해 매우 우호적이다. 한국은 금년 2월 한 달간 유엔안보리의장국을 

수임했기 때문에 핵실험 11시간 만에 안보리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등 북한 핵실험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했다.

최근 국내의 한 세미나에 참석한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빅터 차 교수는 북한의 현 상황을 

‘예측 불가능성이 새로운 일상(Unpredictability is the new normal)’이 된 것으로 평가했다. 

현재까지 북한 정세를 평가하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3대 세습 권력이양이 표면적으로

는 비교적 안정되게 진행되고 있지만 장기적인 체제 안정성 문제는 지속적인 관찰 및 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김경희⋅장성택 등 김정은 일가의 권력위상과 향배, 

당⋅군⋅정 국가통치기구 간의 갈등 여부, 김정은 통치체제를 뒷받침할 경제적 토대 마련 

등 몇 가지 관찰 포인트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외부세계로 드러나는 김정일의 

통치 스타일 변화가 긍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그러한 제스처가 정책 변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다. 또한 통치 경험이 부족한 김정은의 장래가 더욱 큰 불확실성으로 휩싸인 현 

상황에서 북핵문제의 출구를 찾기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 현재의 상황은 미국과 중국, 일본 

모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이는 역설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커졌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박근혜 정부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심오한 전략적 마인드를 갖고 북핵문제 해결의 단초를 이번 정부 임기 

내에 반드시 찾는다는 각오로 북핵문제 해결에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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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3차 핵실험과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

박병광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bkpark555@daum.net

Ⅰ. 들어가는 말

북한은 작년 12월 12일 장거리 로켓 발사 실험에 이어 금년 2월 12일 함북 길주군 풍계리 

실험장에서 핵실험을 실시했다. 금번 북한의 핵실험은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과 2009년 

5월 25일 2차 핵실험에 이은 세 번째 핵실험이다. 북한의 핵실험 직후 국제사회는 유엔(UN)안보

리를 소집해 대응책 논의에 착수했으며, 그 결과 만장일치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 2094호를 

채택했다. 그동안 북한이 핵실험으로 지역의 안정을 위협할 때마다 국제사회는 유엔안보리를 

통해 대북제재 결의안(1차-1718호, 2차-1874호)을 채택해 왔다. 그러나 유엔안보리를 통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얼마나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낙관보다도 비관적 

전망이 우세한 편이다. 이러한 회의적 시각은 과거 중국의 참여가 적극적이지 않아 대북제재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중국은 그동안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등 각종 도발행위를 할 때마다 외교부 

성명을 발표해 국제사회의 비난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그러나 실상으로는 북한의 

도발을 애써 외면하면서 ‘북한 감싸기’를 계속했고, 한국은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에서 좌절을 

맛보아야만 했다. 이는 중국이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하면서 북한과 “얼굴을 붉힐 

수는 있어도 아예 등을 돌릴 수는 없다(變臉不翻臉).”는 입장을 고수하였기 때문이다. 다행히 

중국은 지난 12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조치로 대북제재를 확대⋅강화하는 유엔 

결의안 2087호에 찬성했다. 또한 시진핑(習近平) 총서기가 박근혜 당선인 특사 면담 시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북한의 무력도발 및 국제사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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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해서도 중국은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뒤,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대북제재를 위한 유엔안보리 논의에 참가하여 큰 이견 없이 결의안을 

만들어 내는 데 일조했다. 뿐만 아니라 결의안 채택 이후에는 각 정부 부문과 지방정부에 

지시를 하달하여 대북제재 결의안의 엄정한 집행을 요구하였다. 중국의 이러한 입장과 태도는 

시진핑 시대에 들어서 중국의 대북외교가 보다 객관적이고 국제규범과 조응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감을 높이는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시진핑 체제는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계기로 대북정책의 유의미한 변화 또는 

북한에 대한 전략적 노선 변화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번에도 표면적으로만 

북한을 비난하는 데 그치고 실질적인 대북정책의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인가? 만일 

북한이 이번에도 기존의 대북정책을 답습할 수밖에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 글은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계기로 앞에서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북중관계의 차원에서 해답을 

추구해 보도록 하겠다.

Ⅱ. 중국의 북한에 대한 전략적 가치판단

중국의 북한에 대한 전략적 가치판단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중국의 

대북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북한에 대한 전략적 가치판단 및 그에 기초한 국가이익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일회성 사건에 의해 쉽사리 변질되거나 결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더욱이 중국의 대외전략문화에 근거해 볼 때 특정 국가에 대한 정책은 상대방이 적대국가의 

범주에 들거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변화’보다는 ‘지속’의 측면이 강하다.1) 그렇다면 

중국은 자국의 국가이익과 관련하여 북한의 전략적 가치(strategic value)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먼저 중국은 전통적으로 북한을 일종의 ‘전략적 자산(strategic assets)’으로 간주하고 

있다.2) 특히 중국은 북한의 존재가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세력과의 대립 및 충돌 시에 자국의 

1) 중국의 대외전략문화에 관해서는 Andrew Scobell, China and Strategic Culture, U.S. Army War College Report, May 2002; Huiyun Feng, 
Chinese Strategic Culture and Foreign Policy Decision-Making, New York: Routledge, 2007 참조.

2) 물론 북한의 핵실험과 군사도발 등 국제규범을 무시한 행동들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입장이 난처해지고 결과적으로 북한에 대한 ‘전략적 
부담론(strategic burden)’이 대두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중국 지도부는 북한을 ‘전략적 자산(strategic assets)’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한편 최
근에는 ‘전략적 함정(strategic trap)’ 개념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기도 한데, 이는 중국이 북한이라는 함정(trap)에 빠져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국제사회에서 이미지 손상의 부담만을 지고 있다는 것이다. 上海國際問題硏究院 한반도 전문가 인터뷰(上海, 2012.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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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완충지대(buffer zone)’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본다.3) 과거 

명(明)나라가 조선을 도와 ‘임진왜란’에 개입한 것이라든지 또는 청(淸)나라가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놓고 일본과 벌인 ‘청일전쟁’ 그리고 가까이는 한국전쟁 당시 중공군의 개입 역시 

북한(한반도)이 지니는 완충지대로서의 전략적 자산에 대한 보호를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21세기에 들어선 오늘날에도 중국에 있어서 북한이 지니는 전략적 자산으로서의 전통적 

가치는 변함이 없으며 그것은 특히 한반도의 고유한 지정학적 위치에 근거한다.

다음으로 중국은 북한의 존재를 미국 등 서구 세력과의 경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일종의 

‘전략적 카드(strategic card)’ 또는 ‘전략적 지렛대(strategic leverage)’의 하나로 판단한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종합국력이 증대되면서 미국과의 패권경쟁이 치열해지고는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중⋅미 양국은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안보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전략적 

협력’을 추구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 및 특수관계를 미국과의 

협상에서 일종의 ‘카드’ 또는 ‘지렛대’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일례로 중국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서의 주도적 역할을 통해 북한(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 

하는 것은 이러한 의도와도 맞물려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중국은 북한에 대한 지지와 

지원을 통해 영향력을 확보하고 특수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의 세력균형에 영향을 

미치고 미국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목표 달성에 유리한 수단으로 활용하려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세 번째로 중국은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이른바 ‘한⋅미⋅일 3각 

동맹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항전선의 일원’으로서 북한의 존재를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중국은 과거 중국, 소련, 북한 등이 유지하던 ‘북방 3각’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날 한국, 일본, 미국 등의 ‘남방 3각’은 여전히 유지될 뿐 아니라 더욱 강고해지는 

것으로 인식한다. 또한 중국은 한⋅미⋅일 3국이 최근 들어 북한의 위협을 이유로 동맹관계를 

강화할 뿐 아니라 군사력을 증강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안보위협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중국의 인식은 과거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및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우려 및 반발로 나타나기도 했다.4) 때문에 중국은 냉전의 유산이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의 국제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북중동맹을 개정하거나 폐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

고 보고 있다.5)

3) Shen Dingli, “North Korea’s Strategic Significance to China,” China Security, Autumn 2006, pp.19~21.
4) 이명박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 및 한⋅미⋅일 안보협력이 한중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박병광, ｢한⋅미⋅일 안보협력과 한중관계｣, 『KDI북

한경제리뷰』, 2011년 8월호, pp.21~40 참조.
5) 일례로 2011년 7월 11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은 ‘북중동맹 50주년’을 맞아 서로 축전(祝電)을 주고받았으며, 중국의 장더장

(張德江) 부총리와 북한의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부위원장이 이끄는 대표단이 교차방문해 성대한 기념활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동향과 분석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

17

끝으로 중국은 북한의 전략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국제정세는 급변하고 있으며 북한의 

정세 역시 과거에 비해 불안정성이 증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특히 북한의 핵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압박과 북한 자체의 폐쇄성 및 경제난의 심화는 북한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북한의 ‘불안정사태(contingency)’에 대한 

대비를 논의하는 것이 “북한 지도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중국 등 외부세계가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공식적인 언급은 

최대한 삼가고 있다. 오히려 중국 지도부는 북한과의 ‘전통우호관계’를 지속하고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북한의 안정에 유리한 것으로 본다.6) 즉, 북한의 핵개발과 군사적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전통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고위층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경제 원조를 지속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는 것이다.7) 그러나 중국의 

이러한 인식과 행동은 국제사회로 하여금 북한의 핵개발과 무력도발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나 압박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을 야기하기도 한다.

Ⅲ. 중국의 대북정책기조에 대한 이해 

중국의 대북정책을 이해하는 것은 3차 핵실험을 포함한 북한의 무력도발행위에 대한 중국의 

대응행태는 물론이고 향후 북중관계를 파악하는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시진핑 시대의 

북중관계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관전 포인트의 하나는 후진타오(胡錦濤) 시기에 형성된 

북한에 대한 인식 변화가 과연 유의미한 대북정책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일단 후진타오 시기에 중국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표명된 언술들을 정리할 때, 

대북한정책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과의 ‘전통우호협력관계’를 중시하고, 장쩌민(江澤民)이 제시한 북중관계의 

‘16자방침’을 계승하며,8) 북중경제관계에 있어서는 후진타오 체제의 ‘12자 원칙’을 근간으로 

경제교류와 협력을 증진한다는 것이다.9) 또한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합리적 

안보우려 해소와 대화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에 대한 권리를 

6) 2010년 5월 김정일 방중 시 북중 양국 지도부는 이른바 ‘5개 협력방안’에 합의했으며, 그중 하나로서 “내정 및 외교문제 등 중요 공동 관심 사안
에 대한 전략적 소통 강화”를 약속한 바 있다(『人民日報』, 2010. 5. 7).

7) 林利民, ｢朝核危機管理與中國的外交抉擇｣, 『現代國際關係』, 2006年 8期, p.38.
8) 중국의 북한에 대한 ‘16자 방침’은 2001년 9월 장쩌민(江澤民)이 북한을 방문했을 당시 김정일과의 정상회담에서 제시한 것으로서 양국간 “전통

계승(繼承傳統), 미래지향(面向未來), 선린우호(睦隣友好), 협력강화(加强合作)”를 내용으로 한다(『人民日報』, 2001. 9. 4).
9) 북중 경제협력의 ‘12자 원칙’은 2006년 1월 김정일 방중 시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제시한 것으로서 ‘정부인도(政府引導), 기업참여(企業參與), 

시장운용(市場運作)’의 원칙을 중심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人民日報』, 2006.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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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하는 한편, 북한의 핵(核)무기 보유와 6자회담 탈퇴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와 같은 중국정부의 입장 표명과 대외전략 및 한반도정책을 고려했을 

때, 중국의 대북정책은 크게 다음의 몇 가지 핵심 기조를 중심으로 정리될 수 있다.10)

첫째, 북한체제의 붕괴 방지이다. 중국은 탈냉전기 북한과의 현실적인 관계 변화와는 별개로 

북한체제의 붕괴에 대해서는 자국의 ‘근본적 이익’이 걸린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북한체제의 

안정을 대북정책의 핵심 기조로 두고 있다. 중국이 북한의 붕괴 방지를 추구하는 것은 북한 

붕괴에 따른 한반도 불안정이 직접적으로 중국의 국가목표인 ‘지속적 경제발전’과 ‘주변지역 

안정’에 부정적 파급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은 전통적으로 북한을 지리적 

‘완충지대’ 및 일종의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안정에 정책의 주안점을 

둘 수밖에 없으며, 북한 붕괴 및 체제 혼란에 따른 대규모 난민 유입과 국제개입에 의한 

무력충돌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의 안정과 붕괴 방지를 대북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는 한편 김정은 정권이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나가도록 지원하고자 

하고 있다.

둘째,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이다. 중국은 북한이 경제 개혁과 개방을 통해서 경제난을 

극복하고 독자적 생존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북핵문제는 물론 북한문제를 

해결하는 선결과제라고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북한의 경제 개혁⋅개방 견인을 주요 정책기조

로 설정하고 있다. 중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 개혁⋅개방 견인은 북한의 안정뿐 아니라 중국 

동북지방의 경제발전과도 연계되는 종합적 지역발전전략의 일환이며,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통일 이후까지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중국의 대북정책기조가 과거 북한에 대한 

‘전통적 이익’, 즉 미국과의 대결구도에서의 적대적 세력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유용성 개념으로

부터 ‘전략적 이익’, 즉 중국식 개혁⋅개방모델의 이식이라는 보다 근원적⋅장기적 목표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준다.

셋째, 북한의 각종 군사도발 억제이다. 중국은 2010년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

을 통해서 북한의 군사도발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칠 뿐 아니라 미국의 

강력한 개입을 자연스레 유도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북한의 군사도발과 긴장 고조 억제를 

대북정책의 주요 기조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군사도발은 남북한관계 자체뿐만 아니라 

한중관계 및 미중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며 

따라서 중국은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해소하여 대외 군사도발을 일으키지 않도록 의도하고 

있다. 때문에 중국 지도부는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 

10) 박병광, ｢후진타오시기 중국의 대북정책 기조와 북핵 인식｣, 『통일정책연구』, 제19권 제1호, 2010, pp.62~70; 金燦榮, ｢東北亞新變局與後金正日
時代的朝鮮半島｣, 『現代國際關係』, 2012年 1期, pp.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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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의사를 전달했으며, 북한 측에 냉정과 자제를 당부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함을 강조해 왔다. 

넷째, 북한에 대한 영향력 유지이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 강화를 통해 동아시아 

역내에서 ‘책임 강대국’의 국가이미지를 창출하기를 원하며 미국, 한국 등과의 협상에서도 

유용한 레버리지(leverage)를 확보하고자 의도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두 차례 북한 핵실험에서 

보았듯이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은 제한적인 측면이 있으며, 오히려 중국은 북한 핵실험 이후 

더욱 대북 영향력 확보에 힘을 기울이는 추세에 있다. 2011년 12월 중국 최고지도부(정치국 

상무위원) 전원이 김정일 사후 베이징 주재 북한대사관을 찾아 조의를 표하고, “조선 인민은 

김정일 동지의 유지를 계승해 김정은 동지를 지도자로 하는 조선노동당 주위에 단결해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이룩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조전(12. 19)을 보낸 것도 결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 

유지의 일환이었다.

다섯째,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이다. 중국은 북핵문제로 인한 한반도의 긴장상황이 

자국의 한반도정책에서 최우선 목표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근본적으로 위배될 뿐 아니라 

주변국들의 핵확산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중국의 안보에도 직접적으로 위협이 된다고 인식한다. 

또한 중국은 북핵문제를 방치할 경우 역내 안보위기가 고조될 뿐 아니라 이를 빌미로 동아시아에

서 미국의 군사력이 증강되고 영향력이 확대되어 미국과의 직접적인 대결구도를 피할 수 

없게 된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중국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제재나 압박이 오히려 

북한의 극단적 조치를 자극하거나 혹은 북한정권의 붕괴를 야기하여 상황을 더욱 불안정하고 

불확실하게 만들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때문에 북한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움직임에 대한 중국의 기본 입장은 “징벌을 제재의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협상과 대화의 방식에 의한 해결”을 주장해 왔다.11)

이와 같은 중국의 대북정책기조에서 발견되는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후진타오 집권 초기에 

비교적 우선순위에 놓여 있던 북핵문제 해결이 집권 후반기로 가면서 후순위에 놓이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후진타오 시기에 이미 두 차례나 북한의 핵실험이 실시된 상황을 고려한 현실적 

대응이라 할 것이다. 결국 이는 중국이 시간이 흐르면서 북핵문제의 ‘해결사’보다는 ‘관리자’의 

입장으로 전환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정책기조는 시진핑 시대에 들어서도 

큰 변화 없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11) 이러한 중국정부의 입장은 제1차 북한 핵실험 직후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2006. 10. 12)에서 공개된 이후 지금까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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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진핑 집권 이후 북중관계

돌아보면 중국 지도부에게 있어서 북한문제로 인한 갈등과 고민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2002년 10월 제2차 북핵위기가 불거지고 곧이어 같은 해 11월 제16차 당대회에서 

총서기에 오른 후진타오에게 있어서 북핵문제는 집권기간 내내 그를 골치 아프게 만든 외교사안

중 하나였다.12) 후진타오는 집권 초기부터 북한에 대해 당 대 당 특수관계가 아닌 국가 

대 국가 관계라는 ‘정상국가관계’를 강조해 왔으나 이는 북한의 거부로 인해 실현되지 못했다. 

무엇보다 후진타오 집권기간 동안 계속된 만류와 설득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두 차례의 핵실험을 

단행했으며,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을 일삼음으로써 중국의 입지를 난처하게 

만들었다. 

후진타오 집권기간 내에 이루어진 북한의 두 차례에 걸친 핵실험은 중국으로 하여금 직접적인 

‘분노’와 ‘실망’을 표출하게 만든 일대 사건이었다. 2006년 10월 북한이 1차 핵실험을 단행하자 

중국정부는 “북한이 제멋대로 핵실험을 실시했다.”면서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한편, 대북제재내

용을 담은 유엔안보리 결의안 1718호 통과에 가세했다. 이는 중국이 동맹조약을 맺고 있는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공개적으로 강압적 조치에 편승한 첫 사례였으며, 중국은 2009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제2차 핵실험 당시에도 같은 입장을 취하였다. 특히 북한의 

2차 핵실험 직후 중국에서는 네티즌을 중심으로 북한에 대한 비판여론이 확산되기 시작했으며, 

북한의 핵실험을 중국에 대한 ‘배반’으로 규정하고 북한을 ‘불량배’ 등의 모욕적인 표현으로 

언급하는 사례가 발견되기도 했다. 

이러한 중국의 반응은 ‘한반도 비핵화’와 ‘북중 협력관계’의 유지라고 하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한편, 중국은 북한에 대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대북제재에는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한반도의 안정과 사태 악화 

방지를 내세우면서 북한을 다독거리는 가운데 대북 영향력 유지에만 매달렸다. 이는 북중관계의 

역사성과 북한의 안보적⋅전략적 가치를 고려할 때, 대북 포용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여전히 중국의 국가이익에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서, 이른바 ‘전통파’와 ‘국제파’의 

논쟁 속에서 ‘전통파’의 주장이 힘을 얻은 결과였다. 아울러 이와 같은 중국의 태도는 마치 

한 발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흐름에 담그고, 다른 한 발은 궁지에 몰린 북한이 붙잡을 

수 있도록 내주어야 했던 후진타오 지도부의 곤혹스런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다.

요컨대 후진타오 시기의 북중관계와 대북정책은 그 이전 시기에 비해 커다란 ‘인식의 변화’는 

12) 박병광, ｢후진타오시기 중국의 대북정책 기조와 북핵 인식｣, 『통일정책연구』, 제19권 제1호, 2010, pp.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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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으나 의미 있는 ‘정책의 변화’로는 연결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13) 따라서 향후 북중관계를 

관찰할 때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 중 하나는, 시진핑 시대의 북중관계가 ‘대북인식의 

변화’를 뛰어넘어 유의미한 ‘대북정책 변화’의 시대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시진핑은 2012년 11월에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8차 당대회에서 후진타오의 뒤를 이어 

당 총서기로 선출되었으며, 금년 3월에 개최된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가주석에 

임명되면서 중국의 당⋅정⋅군을 통솔하는 최고 지도자 지위에 올랐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시진핑이 중국공산당의 최고 지도자에 오르자마자 2012년 12월 북한은 장거리 로켓 발사로 

동북아의 안보를 흔들었다. 또한 3월 시진핑의 국가주석 취임을 앞둔 2월에는 3차 핵실험을 

실시하여 중국의 체면을 여지없이 구겨버렸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행위와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은 국제무대에서 다시 한 번 중국의 대북 외교력을 시험하고 있다. 또한 아이러니하게도 

시진핑은 후진타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집권 초기부터 북한문제로 인한 곤경에 빠져들게 

되었다.

시진핑으로서는 정권 출범 초기라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정적인 주변국 정세가 

긴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한반도와 지역의 안정을 뒤흔드는 북한의 핵실험은 시진핑 체제의 

출범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뒤이은 

3차 핵실험은 ‘아시아로의 귀환(Return to Asia)’을 외치고 있는 미국에 동북아 지역에 대한 

개입 빌미를 제공함으로써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 심대한 손상을 입힐 수도 있다. 때문에 

중국 내에서는 정치적⋅경제적⋅군사적으로 급성장을 거듭하면서 몇 년 안에 미국을 따라잡을 

수도 있는데, 이웃한 북한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따라서 

시진핑 지도부로서는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계기로 기존의 북중관계를 재검토하고 대북정책 

전환에 대해 재고(再考)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북한 핵실험 직후 발표된 미외교협회(CFR)의 한 보고서는 “북한 핵실험 이후 북한에 

대한 중국의 인내심이 소진되고 있으며 북중관계가 복잡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새로 표면화한 긴장관계로 중국 새 지도부의 대외정책 결정이 어려워지고, 2012년 12월 

이후 북중 고위급 협의가 정체상태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 보고서는 “핵실험 

등으로 북중관계가 악화될 것이고, 중국의 새 지도부는 북한에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고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에 나서지 않도록 차단해야 하는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으며, 이 때문에 

동북아에서 미국과 중국이 동참하는 지역협의체를 가동하는 게 최상의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13) Ibid., p.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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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14)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이를 비난하고 대북정책의 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중국 내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일었다. 중국의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은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을 ‘미친 

개’에 비유하면서 미온적 반응을 보인 중국당국을 비난하기도 했다. 중국의 소셜미디어 사용자

들은 중국을 무시한 북한에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는 외교부 성명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보복’이나 ‘제재’를 언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15) 

중국의 네티즌들 역시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은 북한을 버려야 한다.” “북한의 

핵실험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이다.” 등의 목소리로 인터넷을 달군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일단의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항의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시위는 광저우(廣州), 선양(瀋陽), 

베이징(北京) 등 중국의 남부에서 북부까지 폭넓은 지역에서 이루어졌으며, 선양의 북한 

총영사관과 베이징의 북한대사관 앞에서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16) 비록 시위의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피로 맺어진(鮮血凝成)’ 북중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이는 매우 충격적이고 

이례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북한 핵실험 이후 중국의 반응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또 하나의 사실은 중국공산당 고위 

간부를 양성하는 중앙당교의 한 재직자가 해외 유수 잡지에 기고문을 통해서 북한을 비판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중앙당교가 발행하는 학습시보(學習時報)의 덩위원(鄧聿文) 부편심(副編

審)은 파이낸셜타임스(Financial Times) 기고문을 통해서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계기로 

중국은 북한을 포기하고 한반도 통일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정은 정권은 

개혁과 개방을 추진하지 않겠지만 일단 문이 열리면 정권은 전복될 것”이라면서 “조만간 

실패할 정권과 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느냐”고 했다.17)

시진핑 총서기가 국가부주석 시절 중앙당교 교장을 지냈고 중앙당교가 당 간부들을 위한 

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덩위원의 주장은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 가능성과 관련하여 미묘한 

파장을 낳았다. 그러나 중국의 적잖은 전문가들은 이를 중국 내 비중 있는 인사의 입장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무리이며, 그의 기고문은 당교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기보다는 개인의 

주장을 개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18) 그러나 중앙당교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고, 여기에 종사하는 자로서 외국의 언론에 기고하려면 반드시 

내부 심사와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적어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외국의 유수 언론에 기고된 

14) 자세한 내용은 Jayshree Bajoria and Beina Xu, “The China-North Korea Relationship,” CFR Report, 2013. 2. 21을 참조..
15) South China Morning Post, 2013. 2. 13.
16) 『연합뉴스』, 2013. 2. 19.
17) Deng Yuwen, “China Should Abandon North Korea,” Financial Times, 2013. 2. 27.
18) 『경향신문』, 2013.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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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이라면 이는 중국정부의 의중과 묵인이 어느 정도 작용한 결과로 보아야 옳지 않을까?

필자의 판단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대내외적 파문을 일으킬 수 있는 주장을 ‘통제’하지 

않고 오히려 자유롭게 ‘방치’하여 외부에 흘려보냄으로써 북한에 대한 압력의 일환으로 활용하고

자 의도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덩위원의 기고문은 북한 핵실험 이후 어느 특정 세력의 

주장이 대북정책에 관한 의견을 주도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쩌면 ‘비주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공간이 일시적으로 넓어진 결과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분명한 

것은 덩위원의 주장과 중국정부의 입장을 기계적으로 등치시키는 것은 분명 무리가 따른다고 

하겠다. 즉,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대북정책 전환에 관한 다양한 요구와 의견들이 개진되고는 

있지만 덩위원의 기고문과 같은 일회적 사건에 의존해서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예단하는 

것은 경솔하고 성급한 판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에서 흘러나오는 시그널은 상당히 다양하고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중국 교통운수부는 작년 12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제재 결의안 2087호를 포함하여 3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결의안 

2094호에 대해서도 엄격히 집행하라는 지시를 각 부문과 지방정부에 내려보낸 바 있다. 

또한 리바오둥(李保東)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대북제재 결의안 2094호가 채택된 이후 “결의안의 

완전한 실행이 중요하다.”면서 “제재를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관영언론

인 환구시보(環球時報) 역시 북한 핵이 중국의 이익을 해치는 세 가지 이유를 설명하면서 

북한정권의 ‘붕괴’를 거론하기도 했다.19) 그러나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은 제12기 전국인민대표

대회 기간 중 열린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제재는 북핵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방법이 아니다”라며 

“당사국들은 냉정과 절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20)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

는 이를 받아서 “중국은 절대로 북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해석하였다.21)

한편, 최근의 동향을 제외하더라도 시진핑의 집권을 전후한 시기에 북중관계는 그다지 

원만한 발전단계를 거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대표적으로 2012년 7월 캄보디아 프놈펜의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기간 중 열린 북중 외무장관 회담에서 북한의 박의춘 외상은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에게 환보시구의 “북한 핵보유 명시화 반대” 사설(2007. 7. 2) 게재와 관련하여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는 등 양측의 접촉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종료된 바 있다. 

또한 북한은 작년 한 해 최고위급 관리들이 인도네시아,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등 동남아 

국가를 잇달아 방문하면서 관계 개선과 외교적 고립에서 탈피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19) 『環球時報』, 2013. 3. 9.
20)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하라: http://www.fmprc.gov.cn/mfa_chn/zyxw_602251/t1019938.shtml.
21) “China Says It Won’t Forsake North Korea, Despite Support for U.N. Sanctions,” The New York Times, 2013.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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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였다. 그러나 중국에 대해서는 작년 8월 장성택의 베이징 방문 이외에는 별다른 고위급 

교류가 없었으며, 더욱이 김정은은 최고 지도자 지위에 오른 이후 현재까지도 중국을 방문하지 

않고 있다. 이는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북한이 중국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서기보다는 오히려 

외교행보를 다변화하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 심화를 탈피하려는 노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부분이다. 아울러 이러한 북중관계가 지속된다면 양측의 ‘불통’이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중국은 3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며, 여전히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북한 감싸기라는 양쪽 모두에 발을 담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장기

적으로 중국의 관리자 역할과 대북 포용정책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전략적 이해의 완전한 

수렴은 북핵 문제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북한은 결코 

핵보유국 의지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둘째 이 과정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상황은 

언제든 위기에 봉착할 것이며, 셋째 북핵문제와 별개로 북한이 개혁⋅개방에 있어서도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Ⅴ. 맺음말: 중국의 대북정책은 변화할 것인가?

북한의 3차 핵실험은 단지 한국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겨냥한 

것이었다. 북한의 핵실험은 한국, 미국, 중국의 새 지도자들을 향한 무력도발이었던 셈이다. 

때문에 한⋅미⋅중 3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신속하고 협조적으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도출에 합의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과거의 사례를 볼 때, 중국이 과연 얼마나 지속적이고 

실효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가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중국은 그동안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에는 동참해 왔지만 그것을 이행하는 데에는 

언제나 미온적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비판과 주장은 중국의 북한에 

대한 태도 변화와 관련하여 기대를 높이는 부분이다. 북한의 무력도발과 지역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가 지속될수록 중국 내의 반(反)북한 정서와 대북정책 조정에 대한 요구는 갈수록 증대될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중국정부는 북중관계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이데올로기’와 ‘전략적 

이익’이라는 기존의 잣대뿐만 아니라 ‘민심(民心)’이라고 하는 새로운 요소를 고려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가시적인 대북정책의 전환을 촉진하는 요소로 작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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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중국 지도부의 본심이 어디에 치우쳐 있는지 명확하지가 않다. 중국의 

새 지도부가 대북정책을 대대적으로 전환할지는 아직은 미지수에 가까운 것이다. 중국내에서 

발견되는 북한에 대한 다양한 반응과 주장들은 중국 지도부 내에서 대북정책 조정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어떠한 결정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22) 따라서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현재까지의 상황만을 놓고 보자면 중국이 대북정책을 바꾸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오히려 필자는 3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북정책은 

‘변화’보다는 ‘지속’의 가능성이 더욱 높을 것으로 판단한다. 왜냐하면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기대하기에는 아직도 변화의 ‘임계점’을 돌파할 만한 ‘충분조건’에 다다르지 못했다고 평가하기 

때문이다. 

중국이 당분간 현재와 같은 대북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보는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중국 지도부와 민중의 분노를 산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대북정책기조를 완전히 뒤바꿀 정도로 충격(impact)적인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북한의 

핵실험이 계속될수록 중국이 받는 놀라움과 충격 자체에는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중국은 이미 북한의 1, 2차 핵실험 이후 북핵문제에 대한 ‘해결사’가 

아니라 ‘관리자’의 입장에 선다는 내부 정책합의를 이룬 상태이며 세 번째 핵실험을 했다고 

해서 이러한 기조가 쉽사리 바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중국은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보유했고 그것을 포기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북중관계 관리에 치중하는 대응정책을 

마련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야 한다.

둘째,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해서 중국이 바라보는 북한의 ‘전략적 가치’에 

근본적 변화가 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무엇보다 현재의 미중 대결구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구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완충지대’, ‘전략적 카드’ 등으로서의 북한의 가치는 

큰 변화가 있을 수 없다. 물론 중국은 대북정책의 변화를 통해 김정은 정권의 변화(regime 

change)를 시도할 수 있지만 이 역시 미국과 중국 사이에 확고한 신뢰구조가 확립되지 못한 

상황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선택이다. 결국 시진핑 지도부로서는 대북정책의 급격한 변화에 

따르는 전략적 자산의 상실 가능성을 감수하기보다는 일단 김정은 체제를 다독이면서 양국 

신지도부 간 유대 강화에 주력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다. 

22)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ABC방송에 출연해(2013. 3. 13) 중국이 이전까지는 북한 정권의 붕괴를 우려해 지지를 계속해 왔지만 조금씩 생각이 
바뀌고 있다며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는 한편, 중국이 북한에 대해 “이제 손쓸 수 없게 됐다.”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자신하기도 
했다. 그러나 오바마의 이러한 평가는 다분히 희망적 사고(wishful thinking)에 가깝거나 또는 중국의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분
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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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중국은 기존의 대북정책 전환에 따른 ‘대북영향력 상실’을 심각히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이 북핵문제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유화정책을 지속하는 이유 중 

하나는 과거의 경험에서 터득한 ‘학습효과(learning effect)’의 측면이 작용한다. 즉, 중국은 

2006년 7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대포동 2호) 시험발사 이후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유엔안보리 결의안(1695호) 통과를 지지했고, 9월에는 북한의 생명선이라 할 수 있는 

원유공급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기도 했다.23) 그러나 북한은 중국의 의도와 달리 핵실험을 

강행했으며, 이는 북중관계의 심각한 훼손으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중국은 대북 영향력의 

위기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 체면이 구겨지는 수모를 맛보아야 했으며, 이를 수습하기 

위해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그해 10월 북한을 방문하기도 했다. 중국 지도부의 입장에서 

3차 핵실험을 이유로 대북 영향력 상실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북한정책의 전환을 시도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넷째, 시진핑 지도부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과제는 부패 척결 등 대내문제의 해결이 우선적이

다. 때문에 18차 중국공산당대회와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정부공작보고에서도 대부분의 

강조점과 향후 과제는 국내문제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외교에 관한 사항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 

특히 한반도문제에 관한 내용은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을 정도이다. 따라서 중국의 새로운 

지도부가 굳이 대북정책의 조정에 따른 북중관계의 불안정을 초래함으로써 주변국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당분간은 내치에 집중하면서 불안정한 

경제문제를 해소하고 대외관계에 있어서도 대미관계와 대일관계 그리고 남중국해에서의 영유

권 분쟁 등 핵심이익과 관련된 우선사항의 처리를 대외정책 어젠다의 우선순위에 놓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중국의 대북정책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까지나 요원하기만 한 것인가? 그렇지

는 않다고 본다. 현 단계는 중국과 북한 사이의 ‘상호 갈등과 모순이 축적되는 시기’라고 

규정할 수 있다. 금번 3차 핵실험은 이러한 모순의 축적을 심화시키는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북중 양국 간의 모순 축적이 ‘고착화’되고 ‘추세화’된다면 결국 

멀지 않은 장래에 중국의 대북정책은 변곡점에 다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북정책의 조정은 

중국 지도부에게 있어서 일종의 결단을 필요로 하는 사안이다. 만일 앞에서 전제로 한 조건이 

충족될 경우, 시진핑 지도체제가 공고화되고 독자적 정책결정권과 자율성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집권 2기에는 대북정책의 유의미한 변화가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23) 박병광, ｢후진타오시기 중국의 대북정책 기조와 북핵 인식｣, 『통일정책연구』, 제19권 제1호, 2010, 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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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북한은 2012년 12월 12일 5번째 장거리 로켓 발사를 전격적으로 감행하였다. 북한은 1998년 

이후 단행된 네 번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서는 모두 탑재물을 지구궤도에 올리는 데 실패하였으

나, 이번에는 1, 2, 3단 로켓이 정상적으로 분리된 후 탑재된 인공위성이 지구궤도에 진입하였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2009년 5월 북한의 제2차 핵실험 이후 통과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이하 안보리 결의) 1874호 위반이다. 북한은 장거리 로켓 발사는 소위 평화적 목적으로 

제작된 ‘광명성 3호’ 인공위성을 지구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국제사회는 

그 기술이 탄도미사일 기술과 같기 때문에 이는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안보리 결의 1874호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013년 1월 23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다시 안보리 결의 208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다. 

북한은 2011년 12월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미 2012년 

4월 13일 제4차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적이 있다. 당시 로켓 발사는 실패하였고 북한은 

미국과의 2⋅29합의의 파기로 인해 미국으로부터 30여 만톤의 식량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감수하였다. 북한의 지난 제5차 장거리 로켓 발사도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사전경고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졌다. 북한은 대북제재를 미국의 대북한 적대시정책의 

상징으로 거론하면서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북한의 제3차 지하핵실험은 이러한 북한의 

행태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지난 1월 23일 유엔안보리 결의 2087호가 통과되자마자 

북한은 외무성 성명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포기 선언을 한 뒤, 다음날에는 북한의 공식 

성명으로는 최고 수준인 국방위원회 성명을 통하여 “미국을 겨냥한 높은 수준의 핵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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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를 강력하게 시사하였다. 그 후 북한은 마치 미리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행동하듯이 

일련의 위기 고조과정을 거쳐 2월 12일 오전 제3차 지하핵실험을 강행하였다. 한편, 핵실험 

이후 북한은 자신들에 대한 제재를 또다시 강화한다면 준비된 후속 조치를 취한다면서 오히려 

한국, 일본 등 주변국을 위협하였다. 국제사회는 이에 안보리 결의 2094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대북제재를 또다시 강화하였다. 

일반적으로 경제제재는 외교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재를 가하는 국가(이하 ‘제재국’)

가 제재를 당하는 국가(이하 ‘제재대상국’)와의 통상적인 무역 및 금융 관계를 단절하거나 

단절할 것을 위협하는 정부 차원의 의도적인 행위를 지칭한다.1) 경제제재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수출 및 수입의 제한과 금융 및 자본 거래의 제한이 있다. 금융(자본)제재의 형태는 공적개발원조

(ODA), 기타 공적차관, 상업차관, 무역금융의 제한 등이며, 이는 제재대상국 국외자산의 

동결 및 압류를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무역의 제한보다 금융거래의 제한이 제재대상국 일반 

주민보다 지도층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제재의 효과를 극대화한다고 알려져 있다. 

북한은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87호(2013년) 및 2094호

(2013년)로 대표되는 다자간 경제제재 외에도 한국, 미국, 일본 등이 독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양자 간 대북경제제재를 이미 오랜 기간 동안 받고 있다. 양자 간 대북제재는 

제재국이 자국민을 대상으로 독자적으로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제재 참여국가 간 협력과 

조율이 필요한 다자간 경제제재보다 현실적으로 더 신속하고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반면, 다자간 대북제재는 참여국가 간 협력과 조율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제재대상

국이 제재국 이외의 다른 국가로 무역 및 금융 거래를 쉽게 전환할 수 있는 양자 간 경제제재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중에서 경제제재조치만을 추려서 그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전개과정을 전망해 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제재의 효과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경제제재가 ‘효과적’이라면 제재국은 제재를 계속하려고 할 것이고 

‘합리적인’ 제재대상국은 이를 피하기 위해 일정정도 양보를 할 것이며, 반대로 제재가 ‘효과적’이

지 않다면 ‘합리적인’ 제재국은 기존 제재를 철회하거나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되는’ 새로운 

경제제재를 고안해 낼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제재의 효과성에 대한 일반론을 

살펴본 뒤, 유엔안전보장이사회, 한국, 일본 및 미국의 대북경제제재의 목적⋅수단을 살펴보고 

각 경제제재의 효과성을 일정한 기준하에 분석한 뒤, 그 바탕 위에서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의 

향후 전개과정을 전망해 보기로 한다. 

1) Gary Clyde Hufbauer, Jeffrey J. Schott, Kimberly Ann Elliott, and Barbara Oegg, Economic Sanctions Reconsidered, 3rd edition, 
Washington, D.C.: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07,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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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대북경제제재 현황

1.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의한 대북경제제재

유엔은 안보리 결의 825호(1993년), 1540호(2004년), 1695호(2006년),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87호(2013년 1월) 및 2094호(2013년 3월)에 근거한 대북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이 중 안보리 결의 1718호, 1874호 및 2094호는 북한의 제1차 지하핵실험(2006년 

10월 9일), 제2차 지하핵실험(2009년 5월 25일)과 제3차 지하핵실험(2013년 2월 12일)에 

대한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로서 국제사회의 다자간 대북제재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유엔안보리 결의에 의한 대북제재의 조항들은 국제법적 구속력이 강한 의무조항과 구속력이 

약한 조항으로 나누어지는데, 안보리 결의에 사용되는 용어 중에서 ‘결정한다(decide)’는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서 회원국에게 법적으로 구속력을 부여하지만 이 외의 표현들은 법적으로 

구속력을 부여하지 못한다. 구속력이 없는 표현들을 그 강도 순으로 정리하면 요구한다

(demand), 요청한다(require), 촉구한다(urge), 촉구한다(call upon), 확인한다(affirm), 

강조한다(underline) 등의 순서이다. 물론 유엔안보리 결의가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하더라

도 어떤 국가가 유엔안보리 결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유엔 회원국으로서 도덕적 책임은 면할 

수 없을 것이다.2) 본 연구에서는 안보리 결의 중에서 무역제재, 금융제재 등 대북경제제재 

관련 조항의 내용을 그 구속력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본다. 

1) 안보리 결의 1718호에 의한 대북경제제재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에서 대북경제제재에 관련된 항목은 제8항과 이에 대한 예외조항인 

제9항 및 제10항이다. 유엔은 이들 조항에서는 회원국의 이행 의무규정인 결정한다(decide)라

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제8항 (a)는 “자국 영토를 통해서 또는 자국인에 의하거나 혹은 자국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으로 아래 사항을, 

그 원산지와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급, 판매, 이전하는 것을 방지한다. (ⅰ) 

유엔 재래식무기등록제도상 목적으로 정의된 모든 탱크, 장갑전투차량, 대구경 대포, 군용 

2) 장형수, ｢UN 안보리 결의 1874호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정책연구, 2010년 봄호, 통권 제164호, 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10, 
p.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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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공격용 헬기, 전함, 미사일 또는 미사일시스템, 또는 이와 관련된 부속품을 포함한 

물자, 또는 안보리 또는 본 결의 12항에 의해 구성되는 위원회(제재위원회, 이하 ‘제재위’)에 

의해 결정되는 물자, (ⅱ) 본 결의 채택 후 14일 이내에 제재위가 S/2006/816의 리스트를 

감안하여 그 규정을 수정하거나 완결하지 않는 한 S/2006/814와 S/2006/815에 명시된 

모든 품목, 물자, 장비, 상품 및 기술과 안보리 또는 제재위에 의해 북한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또는 여타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관련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 여타 품목, 물자, 장비, 상품, 기술, (ⅲ) 사치품”으로 규정한다. 

제8항 (b)는 “북한은 8(a)(ⅰ) 및 8(a)(ⅱ)상의 모든 품목의 수출을 중지해야 하고 각국은 

원산지에 관계없이 북한으로부터 또는 자국민에 의하거나 자국적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동 품목의 조달을 금지해야 한다.” 제8항 (c)는 “모든 회원국은 자국민에 의해서 또는 자국 

영토를 통해서, 상기 8(a)(ⅰ) 및 8(a)(ⅱ)에 포함된 물품의 제공, 제조, 보수, 사용과 관련된 

기술 훈련, 자문, 용역 또는 지원을 북한으로 이전하거나, 북한의 국민 또는 영토로부터 

이전받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제8항 (d)는 “모든 회원국은 각국의 개별적 법적 절차에 

따라서, 제재위 또는 안보리에 의해서, 불법적 방법을 포함하여 북한의 핵, 여타 WMD 그리고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에 연루되거나 지원하는 것으로 지정된 개인, 단체 또는 이들의 

대리인 또는 하수인들이 동 결의 시점 및 그 이후 직⋅간접적으로 보유 또는 통제하는 자국 

영토 내의 자금, 여타 금융자산 및 경제자원을 즉각 동결하고, 자국인 또는 자국 영토 내 

개인이나 단체가 상기 개인이나 단체들이 자금, 금융자산 또는 경제자원을 사용하게끔 하거나 

동 자원들이 이들에 이득이 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8항 (e)는 “모든 

회원국은, 동 조항이 자국인의 자국 입국을 거부하게 하지 않는 한, 제재위 또는 안보리에 

의해서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및 여타 WMD 관련 프로그램과 관련된 북한의 정책을 지원 

또는 촉진시키는 등 이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지정된 개인 및 그 가족의 자국 영토 입국이나 

경유 방지를 위한 필요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 

2) 안보리 결의 1874호에 의한 대북경제제재

유엔안보리 결의 1874호에서 대북경제제재에 관련된 항목은 제9, 10, 18, 19, 20항인데, 

유엔은 제9항 및 10항에서는 회원국의 이행 의무규정인 결정한다(decide)라는 표현을 사용한 

반면, 제18, 19 및 20항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표현 중 중간 이하의 강도인 촉구하다(call 

3) 외교통상부, ｢안보리 결의 1718호 비공식 번역｣, 서울: 외교통상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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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on)를 사용하였다. 

안보리 결의 1874호의 제9항은 “안보리 결의 1718호 8항 (b)호의 (제재)조치들이 모든 

무기와 관련 물품뿐만 아니라, 이러한 무기 또는 물품의 공급, 제조, 정비 또는 사용과 관련된 

금융 거래, 기술 훈련, 자문, 역무 또는 지원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결정(decide)한다.” 제10항은 

“안보리 결의 1718호 8항 (a)호의 (제재)조치들이 소형무기와 관련 물품을 제외한 모든 무기와 

관련 물품뿐만 아니라 이러한 무기의 공급, 제조, 정비, 사용과 관련된 금융 거래, 기술 

훈련, 자문, 역무 또는 지원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결정(decide)한다. 또한, 국가들이 북한에게 

소형무기를 직⋅간접적으로 공급, 판매, 이전하는 데 대해 주의하도록 촉구(call upon)하고, 

동 공화국에 대한 소형무기의 판매, 공급, 이전시 최소한 5일전에는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결정(decide)한다.”고 되어 있다.4) 

안보리 결의 1874호의 제18항은 “회원국들이 1718호 8항 (d), (e)호에 따른 의무 이행에 

추가하여, 자국 영토(자국 영토로, 자국 영토를 통해, 자국 영토로부터)에서, 자국 국민, 

자국법에 따라 조직된 단체들(해외지사 포함), 자국내 개인 또는 금융기관들에 의한 북한의 

핵⋅탄도미사일⋅여타 WMD와 관련된 프로그램⋅활동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금융서비스의 

제공이나, 어떠한 금융⋅여타 자산 또는 재원의 이전을 금지하도록 촉구(call upon)한다.”5) 

제19항은 “모든 회원국들과 국제 금융⋅신용기관들이 북한 주민들의 필요를 직접 해소하는 

인도주의 또는 개발상의 목적이나, 비핵화 증진의 경우를 제외하고, 동 공화국에 대한 무상원조, 

금융 지원, 양허성 차관 계약을 신규 체결하지 않고, 기존 계약은 줄여 나가도록 주의를 

강화할 것을 촉구(call upon)한다.”고 되어있다. 제20항은 “모든 회원국들이 북한의 핵⋅탄도

미사일⋅여타 WMD와 관련된 프로그램⋅활동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동 공화국과의 무역을 

위한 공적 금융 지원(자국 국민 또는 이러한 무역과 연관된 단체에 대한 수출신용, 보증, 

또는 보험 포함)을 제공하지 않도록 촉구(call upon)한다.”고 되어 있다.6)  

3) 안보리 결의 2087호에 의한 대북경제제재

북한의 제5차 장거리 로켓 발사 후 채택된 안보리 결의 2087호(2013)는 기존의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의 내용을 재확인(reaffirm)하고 몇 가지 새로운 경제제재의 개념을 

4) 외교통상부, ｢안보리 결의 1874호 비공식 번역｣, 서울: 외교통상부, 2009.
5) “여기에는 회원국들이 국내법적 권한과 입법에 따라 상기 프로그램⋅활동과 연관된 회원국들의 영토⋅장래 영토 내에 또는 관할권⋅장래 관할권 

내에 있는 금융⋅여타 자산 또는 재원들을 동결하고, 모든 여사한 거래들을 방지하기 위해 강화된 모니터링을 적용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되어
있다(외교통상부, ｢안보리 결의 1874호 비공식 번역｣, 서울: 외교통상부, 2009). 

6) 외교통상부, ｢안보리 결의 1874호 비공식 번역｣, 서울: 외교통상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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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하였다. 비록 회원국에 대한 강제성은 없지만 안보리결의 2087호는 처음으로 ‘대량의 

현금(bulk cash)’에 대해 언급하였고, 무기 개발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모든 품목에 대해 

회원국이 수출과 수입 모두를 통제할 수 있는 ‘캐치-올(catch-all)’ 조항도 도입하였으며, 

북한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에 대한 주의를 촉구(call upon)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 결의들과 

차이가 있다. 

안보리 결의 2087호 제6항은 “결의 1874호(2009) 18항을 상기하고(recall), 이러한 맥락에

서 회원국들이 자국 국민, 자국 영토 내 개인, 금융기관 및 자국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 

단체(해외지부 포함)가 북한 내 금융기관과 함께 또는 이를 대신하여 하는 활동, 또는 북한 

금융기관의 지점, 대표자, 대리인, 해외 자회사를 포함하여 북한 금융기관을 대신하거나 

이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자들의 활동을 감시하는 것을 포함하여, 강화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call upon).”고 되어 있다. 제12항은 “제재 회피를 위해 대량의 현금(bulk 

cash)을 이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결의 1718호(2006)와 1874호(2009)상의 조치들에 대한 

위반을 개탄하며(deplore), 결의 1718호(2006)와 1874호(2009)에 의해 금지된 활동들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떠한 물품이 북한으로 또는 북한으로부터, 또는 국가들의 영토를 통해 

공급, 판매 또는 이전되는 것에 대한 우려와 그리고 이와 관련한 국가들의 적절한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underscore).”고 되어 있다.7) 

4) 안보리 결의 2094호에 의한 대북경제제재

북한의 제3차 지하핵실험 후 채택된 안보리 결의 2094호(2013)는 이전의 안보리 결의를 

재확인하고, 기존 안보리 결의에서는 그 이행을 촉구하는 수준에 그쳤던 몇 가지 항목에 

대해 그 이행에 강제성을 부과하고 있다. 특히 선박 검색 분야와 제재대상 개인과 단체 

또는 그 대리인(단체)에 대한 제재는 이전보다 상당히 강화되었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제재조치를 도입하고 있어 이번 안보리 결의안은 그 분량이 상당히 길어졌다. 

경제제재에 관련해 안보리 결의 2094호는 이전의 결의안과 비교하여 두 가지 항목에 

있어 그 이행을 촉구하는 수준에서 강제성을 띠는 수준으로 강화되었다. 첫째, 안보리 결의 

2094호 제11항은 “회원국들이 결의 1718호(2006) 8항 (d)호와 8항 (e)호에 따른 의무 이행에 

추가하여, 북한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및 금번 결의상 금지된 여타 활동,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7) 외교통상부.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087호(2013) 비공식 번역｣, 서울: 외교통상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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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7호(2013) 및 금번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을 회피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 

또는 자국 영토에 대해, 자국 영토를 통해 또는 자국 영토로부터 이루어지거나, 자국 국민, 

자국법에 따라 조직된 단체(해외지부 포함), 자국 영토 내 개인 또는 금융기관에 대해 또는 

이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대량현금(bulk cash)을 포함한 어떠한 금융·여타 자산 또는 재원의 

제공을 방지할 것을 결정(decide)”하면서 권고사항에 그친 안보리 결의 1874호의 제18항, 

그리고 2087호의 제6항 및 제12항의 주요 내용을 이번에는 의무조항으로 강화하였다. 둘째, 

안보리 결의 2094호 제15항은 “모든 회원국들이 북한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또는 금번 결의상 금지된 여타 활동,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및 금번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을 

회피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북한과의 무역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이러한 무역과 연관된 

자국 국민 또는 단체에 대한 수출신용, 보증 또는 보험 제공을 포함)을 제공하지 말 것을 

결정(decide)”하면서 권고사항에 그친 안보리 결의 1874호의 제20항을 회원국의 의무조항으로 

강화하였다.8)

또한 안보리 결의 2094호(2013)는 금융제재 관련 새로운 권고사항을 도입하였다. 제13항은 

“국가들이 해당 금융 서비스가 북한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및 금번 결의상 금지된 여타 활동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를 제공할 정보가 있는 경우, 자국 영토 또는 자국 관할권 내에 있는 금융기관들

이 북한 내 대표 사무소나 자회사, 또는 은행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call upon)”하고 있으며, 제12항은 위 제13항과 같이 합리적 근거를 

제공할 정보가 있는 경우에 “금융 서비스의 제공을 방지하기 위해, 북한 은행들이 자국 영토에 

신규 지점, 자회사 또는 대표 사무소를 개소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call upon), 북한 은행들이 자국 관할권 내 은행과 신규 합작투자를 설립하거나, 자국 관할권 

내 은행의 지분을 매수하거나, 자국 관할권 내 은행과 환거래 관계를 설립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또한 촉구(call upon)”하고 있다. 한편, 이번 결의는 서론에서 “확산 관련 

선별적 금융제재에 관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신규 권고 7을 환영하고(welcome), 

(유엔) 회원국들이 확산 관련 선별적 금융제재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동 기구의 권고 7에 

대한 해석 안내서(Interpretative Note) 및 관련 지침문서들을 적용할 것을 촉구(urge)”하면서 

추후 이 분야로 제재를 확대할 여지를 남겨두었다.9) 

8) 외교통상부,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094호(2013) 비공식 번역｣, 서울: 외교통상부, 2013.
9) 외교통상부,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094호(2013) 비공식 번역｣, 서울: 외교통상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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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대북경제제재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2000년 6⋅15 공동선언과 2007년 10⋅4 정상선언에 대한 이행 

문제로 남북 간에 고조되기 시작한 긴장은 2008년 7월 금강산에서 관광객이 피살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최고조에 달하게 된다. 한국정부는 즉각적으로 금강산 관광을 중단시켰고, 북한도 

이에 대해 개성 관광 중단이라는 반격을 가하게 된다. 북한이 금강산 관광에서 들어오는 

외화를 상실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북한경제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에게는 북한의 개성 관광 중단 조치는 실로 의외였다. 북한이 자존심 때문에 처음에는 

강하게 나오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대남 유화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것이 당시 

한국의 대체적인 분위기였다. 

그런데 북한은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인근에서 순항 중이던 해군초계함정 ‘천안함’에 

대한 기습적인 어뢰공격을 자행한다. 피격된 ‘천안함’은 침몰하였고 47명의 인명이 희생되었다. 

한국정부는 약 2달 후 5⋅24조치로 불리는 매우 강력한 대북경제제재조치를 전격적으로 

시행한다. 5⋅24조치는 긴급구호 성격의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은 물론 개성공단의 

기존 투자를 제외한 남북 간 모든 경제 교류⋅협력과 일반 무역까지 금지하였다. 이는 개성공단

의 현상 유지를 제외하면 남북경제관계를 거의 1988년 노태우 정부의 7⋅7선언 직후로 되돌린 

매우 강력한 대북경제제재조치였다.10) 한국정부의 5⋅24조치는 5개월 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이어졌고 남북관계는 더욱 경색되었다. 

3. 일본의 대북경제제재

현재 일본이 시행하고 있는 대북경제제재는 2002년 9월 북일 정상회담에서 북한당국이 

일본인 납치문제를 인정하고 생존 일본인들을 일본에 송환한 이후에 오히려 공론화되었다. 

특히 2004년 11월 피랍자 중 한 명인 요코타 메구미의 유골이 일본에 전달되었으나 일본 

측의 DNA 검사 결과 다른 사람의 유골로 밝혀진 이후에 본격화되었다. 일본인 납치문제로 

시작된 일본의 대북경제제재는 2006년 일본 상공을 지나 태평양에 떨어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제1차 핵실험으로 더욱 강화되었다. 현재 일본은 평화 시에 취할 수 있는 대북제재조

치의 거의 대부분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북한과의 무역관계를 금지하고 있으며, 

만경봉호 등 북한 선박의 일본 항구 기착 금지, 일정 한도 이상의 대북 송금 제한 등 금융제재도 

10) 긴급구호 성격의 인도적 지원도 소규모 지원에 한정하였으며, 개성공단 기업들도 신설이나 시설 확장은 금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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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고 있다.11) 특히 일본은 2007년 북핵 6자회담 ‘2⋅13합의’에 따른 대북 중유지원에도 

5개국 중 유일하게 불참하여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에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4.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1) 미국의 기존 대북경제제재 현황

현재 미국이 시행하고 있는 대북경제제재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12) 6⋅25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수출통제법(Export Control Act)을 북한에 적용하여 대북 수출을 전면 

금지함으로써 대북경제제재를 시작하였다. 이후 미국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공산국가 

등 적성국에 대해 국외자산을 동결하고 행정부의 승인 없이는 교역 및 금융 거래를 금지하는 

적성국 교역법(Trading with the Enemy Act of 1917)을 북한에도 적용하여, 1950년 12월 

그 시행령인 외국자산통제규정(Foreign Asset Regulations for Exporters and Importers)

을 제정한다. 이후에도 대북경제제재는 데탕트와 냉전의 종식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화되어 

갔으며, 1987년 북한의 대한항공기 폭파로 인해 1988년 1월 북한이 미국 국무부의 테러지원국 

명단에 등재됨으로써 그 절정에 이르게 된다. 

한편, 1992년 시작된 제1차 북핵위기는 이후 1994년 제네바 북미합의로 봉합되었고, 이후 

1999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유예조치로 인하여 미국의 대북경제제재는 1995년 1월과 

2000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일부 완화되었다. 그 후 2006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제1차 핵실험으로 미국은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조치와 연계한 양자 간 제재조치를 취하였다. 

2005년 북핵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이 타결되고, 우여곡절을 거쳐 2007년 2⋅13합의로 

북핵 불능화조치가 시행되자 미국은 2008년 6월 북한을 적성국교역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

고, 10월에는 미국 국무부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도 삭제하였다. 이제 미국의 적성국교역법 

적용대상에는 쿠바만이 남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제재는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서 

적성국교역법과 테러지원국 관련 제재에서 해제되더라도 이는 상징적인 차원이지 실제로 

달라지는 것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11) 일본의 대북경제제재의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김상기(2007) 참조. 
12) 미국의 대북경제제재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양운철,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원인, 과정, 전망, 서울：세종연구소, 2001; 김상기, 대북경제

제재의 유효성 분석: 실태와 효과』, 서울：한국개발연구원, 2007; 스테판 해거드⋅마커스 놀랜드, ｢미국의 대북제재: 유엔안보리 결의안 1874호를 
배경으로｣, KDI북한경제리뷰』, 2009년 6월호,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09; 윤영관, ｢미국의 대북한 금융제재의 정치경제｣, 서울대학교 2010년 
통일학 기초연구 심포지엄 발표문, 20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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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를 발표하면서 핵확산 활동, 인권침해, 공산주의국가, 2006년 10월의 핵실험 등에 근거한 

대북제재가 19건이나 남아 있다고 밝혔다.13) 예를 들면, 북한이 ‘공산국가’로 지정되어 있는 

한 북한으로의 수출에 대해 미국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 지원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인도적 

원조를 제외한 개발원조는 북한에 공여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이 조항에는 예외조항이 

존재하므로 ‘공산국가’에 대해서 모든 개발원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예외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미국 대통령이 제재를 유보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되거나 

국가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서명한 문서를 미국 의회에 제출하여 이를 보증하여야 한다.14) 

2) 미국의 방코델타아시아(BDA) 방식의 새로운 대북금융제재 

2005년 9월 마카오 소재 금융기관인 방코델타아시아(Banco Delta Asia: BDA)에 대한 

금융제재는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금융제재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의 금융거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각국의 금융기관이 미국 달러화로 은행 간 이체를 하게 

되면 미국 중앙은행의 감시를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북한은 달러화보다는 유로화, 위안화 

거래를 선호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과 거래하는 은행이 북한과는 달러 거래를 하지 않더라도 

세계의 다른 국가와의 달러화 거래를 중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는 전 세계 금융거래의 

70% 이상이 달러로 거래되고 있고, 미국 은행과의 국제금융거래 없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은행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은 국내법(애국법 311조)에 의거하여 

마카오에 있는 BDA를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였을 뿐이었는데도 그 조치는 큰 파장을 

불러왔다. BDA와 거래하고 있던 대다수 은행들은 미국 은행과의 거래관계에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우려’때문에 BDA와의 거래를 즉각 중지하였고, 마카오 금융당국은 BDA에 개설된 

북한 계좌를 동결하는 조치를 자발적으로 취하게 된다. 미국은 국내법만으로 유엔 차원의 

대북경제제재 조치가 쉽게 해낼 수 없었던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2007년 북핵 2⋅13합의에 

따라 BDA에 동결된 북한 자금은 그해 6월에 모두 동결이 해제되어 다시 북한으로 전액 

송금되었지만 그 여파는 컸다.15) 미국은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금융제재를 실제로 단행하지는 

않았지만,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대북 협상에서 일종의 레버리지로 

활용하고 있다. 

13) 윤영관(2010), p.6. 
14) Kenneth Katzman, U.S. - North Korean Relations: An Analytical Compendium of U.S. Policies, Laws & Regulations, Atlantic Council of 

the United States, 2007(장형수,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문제와 국제금융기구｣, 『KDI북한경제리뷰』, 2008년 6월호,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 
2008, p.10에서 재인용). 

15) BDA 금융제재의 내용과 그 해결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장형수(2010), pp.67~6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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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대북경제제재의 효과성에 대한 논의 

1. 경제제재의 목적과 효과성

일반적으로 경제제재의 목적은 대부분 제재대상국에 경제적 타격을 가함으로써 제재국이 

바라는 어떤 외교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즉, 경제제재의 성공 여부는 경제제재로 

인해 과연 처음의 목적을 얼마나 달성했는가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경제제재의 효과성 

분석을 위해서는 경제제재의 외교적 목적 달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필요한데, 객관적인 기준 

설정이 쉽지 않다. 경제제재로 인해 제재대상국의 무역이나 금융거래에 상당한 손실이 초래되었

더라도 이것이 경제제재의 외교적 목적 달성으로 이어지지 못하였다면 이는 성공적인 제재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제재국이 공식적으로 제재대상국에 요구하는 외교정책 또는 대외정책이 

제재국이 실제로 바라는 목적과 다를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경제제재의 목적이 

불명확한 경우도 있으며, 경제제재의 실제 목표가 단순한 경고용 또는 응징용일 수도 있다.16) 

따라서 경제제재의 효과성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설정한 뒤 그 효과를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북경제제재조치의 효과성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제재국 정부가 밝힌 공식적인 목적이 달성되었는지를 분석하는 것 외에도 

추정 가능한 경제제재의 경제적 목표 달성 여부도 분석하고자 한다. 그 판단기준으로는 경제제재

조치의 항목별 경제적 목표의 달성 여부, 경제제재에 대한 북한의 대응으로 인한 무역 및 

금융거래 전환 여부 등이 있다.17) 

예를 들면 북한에 대한 무역제재는 최소한 두가지 효과를 가져 온다. 첫째는 ‘당사국 효과’로서 

제재국과 북한간 무역거래의 위축을 가져온다. 그런데 북한은 제재국과의 줄어든 무역으로 

인한 피해를 제3국과의 무역 증대를 통해 최소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제3국 효과’라고 

지칭하는데, 이는 경제제재에 의해서 제재국과 북한의 거래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제재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나라와 북한의 거래 역시 동시에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당사국 

효과는 음(-)이지만 제3국 효과는 대부분 양(+)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경제제재로 인한 

북한의 제재국과의 무역 감소를 제3국과의 무역 증가로 상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 ‘제3국 효과’도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 첫째는 제재로 인하여 북한의 무역대상국이 

16) 경제제재의 일반론에 대해서는 특히 Hufbauer et al.(2007), 김상기(2007), 이재호⋅김상기(2011) 참조. 
17) 경제제재의 악영항을 제재대상국이 효율적으로 극복한다고 하더라도 경제제재로 인한 ‘불편함’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제재국(의 국민)도 

경제제재로 인해 다양한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불편함’의 정도는 비교하지 않고 분석대상에서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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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국에서 제3국으로 전환되어 단순히 ‘거래선 이전’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북한이 일본의 제재로 인해 수산물수출을 일본에서 한국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경우 일본의 대북제재의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는 

제3국 효과로 인해 북한의 무역구조가 바뀌는 경우이다. 북한이 일본의 제재로 인해 특정 

무역품목의 수출 대체국을 발굴하지 못하여 그 무역품목의 수출이 중단되거나 또는 제3국에 

다른 무역품목의 수출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는 제재에 

대한 북한의 대응이 보다 ‘고통스러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북무역제재의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18) 

2. 효과적인 경제제재의 조건

Hufbauer et al.(2007)은 1914년부터 2000년까지 전 세계 다양한 제재국들에 의해 실행되

었던 경제제재 사례 174개를 분석하였다.19) 경제제재가 효과적이기 위한 일반론은 자명하다. 

우선 제재국의 정책 입안자는 제재대상국의 약점을 잘 파악하여 경제제재의 방식과 강도를 

제재의 목적에 맞게 적절히 고안해야 한다. 이때 제재대상국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외에도 

제재대상국이 경제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경우에 제재대상국이 이를 얼마나 

잘 회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치밀한 분석도 필요하다. 제재국은 또한 제재가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광범위한 국제협력에 동참할 국가가 충분한지 아닌지도 고려해야 하며, 제재가 자국의 

기업이나 국민들에게 미치는 악영향도 고려하여 경제제재가 충분한 기간 동안 지속 가능한지도 

점검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일반론에는 구체성이 약간 결여되어 있어서 실제로 이를 현실상황

에서 적절하게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Hufbauer et al.(2007, pp.160~178)은 경제제재가 

제재대상국의 정책을 변화시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제재국은 다음의 원칙들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 “씹을 수 있는 만큼만 입에 넣어라.”: 제재국의 정책담당자들은 일반적으로 제재의 

효과에 대해 국민들이 과도한 기대를 가지도록 그 효과를 과장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

로 경제제재의 목표가 제재대상국의 군사적 능력에 타격을 가하거나 중요한 정책 변화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제재의 효과가 그리 높지 않았다. 경제제재 자체는 제재대상국에 

경제적 악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경제제재가 의도한 정치적⋅외교적 성과를 가져오기는 

18) 이석, ｢대북 경제제재와 북한 무역 – 2000년대 일본 대북제재의 영향력 추정｣, 한국개발연구, 제32권 제2호,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10, 
p.100. 

19) 이 외에도 2000년 이후 13개 경제제재 사례도 실증분석 없이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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훨씬 더 어렵다. 이처럼 제재의 목표가 매우 심대한 사항인 경우에는 제재대상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수반하면서 동시에 치밀한 국제협력이 병행되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2) “적대국보다 우호국에 대한 경제제재가 더 효과적이다.”: 적대국보다는 우호국이 제재국

과 경제관계가 더 밀접하기 때문에 제재에 굴복할 개연성이 높게 된다. 또한 제재대상국 

정부의 입장에서도 적대국보다는 우호국의 압력을 받아 주는 것이 국내정치적으로 

덜 치명적이기 때문에도 그러하다. 

(3) “독재정권 주의보”: 민주주의적인 정권이 전체주의적인 정권보다 경제제재에 더 쉽게 

굴복한다. 독재정권은 국민들의 불편 등 경제제재의 비용에 대해 둔감해도 되기 때문이

다.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호전적인 대외정책을 시행하며, 경제규모가 큰 독재국

가에 대한 경제제재를 시행할 때에는 제재국은 제재의 효과에 대해 그리 큰 기대를 

가지지 않는 것이 좋다. 

(4) “경제제재는 빅뱅 방식이 더 효과적”: 일반적으로 경제제재의 강도를 점진적으로 높여 

가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오히려 한 번에 가능한 모든 제재를 

퍼붓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그런데 이 방식의 단점은 짧은 시간에 특정한 

경제제재에 대한 주요국의 국제협력을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편, 경제제

재는 수출⋅수입⋅금융 제재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고 개별 제재 중에서

는 금융제재의 효과가 가장 컸다. 

3. 대북경제제재의 효과성 분석

1) 유엔 대북경제제재의 효과성 분석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하여 국제사회의 핵확산금지조약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체제가 와해되지 않도록 북한의 핵개발 포기와 

핵무기 폐기라는 국제사회의 외교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자간 제재조치를 담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북경제제재로서 북한 무기 거래 금지(소형무기 

제외)와 북한으로의 사치품 수출 금지를 회원국의 의무이행조치로 규정하고 있다. 2006년 

말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 이후 현재까지 6년 이상 시행된 유엔의 대북경제제재조치가 

원래 의도했던 대로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켰는지에 대해서는 국내외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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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이다.20)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유엔의 제재를 수용할 수 없다는 공식입

장을 밝히고, 안보리 결의 1874호에 의해 금지된 탄도미사일 기술로 전용 가능한 장거리 

로켓 발사를 2012년에 두 차례나 실행하였다. 북한은 2013년 1월에 통과된 안보리 결의 

2087호에도 격렬하게 반발하면서 2월 12일 제3차 지하핵실험을 감행하였으며, 3월 7일 

안보리 결의 2094호가 통과되려 하자 정전협정과 한반도비핵화선언의 무효화를 선포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현재까지 유엔 차원의 다자간 대북경제제재는 공식적인 목표 달성에는 실패했지만, 대북경제

제재조치의 항목별 내용을 살펴보면 경제적 측면에서 대북경제제재의 양적인 효과가 일부 

확인되고 있다. 이재호⋅김상기(2011)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무기 수출은 제재시

점(2006년의 1718호 및 2009년의 1874호) 이전에 비해 이후에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유엔의 제재하에서도 북한은 이란, 시리아 등 일부 국가들에는 무기를 계속 판매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안보리 결의 1874호에 의한 국제사회의 선박 검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일부 회피행위는 있겠지만21) 이전의 북한 무기 수입국들 대부분은 구태여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수입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유엔의 대북 무기 금수조치는 일정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22) 반면, 사치품의 경우에는 안보리 결의 1718호에 

의한 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이후 오히려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 1718호에 의한 제재효과는 

없었으나, 1874호에 의한 제재 이후 2010년의 사치품 수입이 2009년에 비해 어느 정도 

줄어들었다고 한다. 그렇지만 이재호⋅김상기(2011, pp.75~77)는 유엔 결의안 1874호의 

효과 분석 대상 연구기간이 1년 6개월 정도로 짧아서 비록 추정 결과를 통해 일정 정도의 

제재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기간이 지난 후의 상황을 분석할 

후속연구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안보리 결의 2087호(2013년 1월)와 2094호(2013년 

3월)도 아직 본격적인 시행 전이기 때문에 그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요약하면, 유엔의 대북경제제재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포기와 핵무기 폐기라는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또한 현 단계에서 경제제재는 중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유도하지 않는 이상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다. 유엔의 대북경제제재는 제재의 효과성을 

따지는 것보다는 북핵을 폐기하라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20) 이재호⋅김상기(2011); 홍순직(2009), pp.36~45; 정형곤⋅방호경(2009); Noland(2008); Haggard and Noland(2009); Nikitin, Manyin, 
Chanlett-Avery, Nanto and Niksch(2009).     

21) 2012년 6월 14일 유엔안보리에서 발간한 대북제재위원회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유엔의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단체와 개인을 대신
할 다른 단체와 인물을 계속해서 만들어 내고 있으며, 화물목록을 위조하거나 허위 라벨의 사용, 유명 해운회사의 이용, 여러 차례에 걸친 화물
의 교체선적 등의 수법을 사용하면서 유엔의 제재를 적극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한다.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UNSC), Report of the 
Panel of Experts Established Pursuant to Resolution 1874 (2009), S/2012/422, 2012. 6. 14. 

22) 또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100% 효과를 발휘하더라도 제재로 인한 무기수출 감소치가 최대 수천만 달러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대북경제제
재의 ‘추가적인’ 제재효과의 절대치가 그렇게 크지 않은 점도 지적되고 있다. 장형수, ｢UN 안보리 결의 1874호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전
망｣, p.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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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적인 측면이 더 중요할 것이다. 그렇지만 최소한 유엔의 대북경제제재조치는 북한의 

무기 수출을 억제하는 데에 있어 일정 부분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치품에 

대해서는 그 개념이 불명확한 점이 제재 이행에 있어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사치품에 

포함되는 항목의 설정이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회원국마다 제재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안보리 결의 2094호(2013) 제23항23)과 부속서 Ⅳ에서 요트, 고급 자동차, 보석 등 몇 가지 

사치품24)을 지정하였으나 조항의 강제성이 약하기 때문에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유엔 차원의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조치는 회원국에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안보리 

결의 2087호와 2094호에 강제성을 띤 금융제재조항들이 생기고, 다양한 권고사항들이 새로 

도입되었다. 그렇지만 아직 유엔 차원의 경제제재가 북한에 대한 전반적인 금융제재단계에는 

미달하고 있으며, 강제성을 띤 금융제재조항의 실제 적용에 관련된 해석이 모호한 부분이 

많아서 일부 국가가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영향력이 

제한적으로 미치는 중국이나 아랍 국가의 경우에는 이 조치들을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다. 북한의 외환거래는 주로 북한 무역회사들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활동하므로 중국의 금융시스템을 주로 이용할 것이다. 그래서 유엔의 금융제재조치들

은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없이는 북한의 금융거래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북한에 대한 국제기구의 식량 등 인도적 지원은 제재대상이 아니다. 안보리 결의 2094호 

제15항에 의해 의무적으로 금지된 대북무역에 대한 수출신용기관의 공적 금융지원은 지금까지 

거의 없었던 항목이다. 중국이 북한에 주기적으로 지원하는 원유나 식량, 유엔개발계획(UNDP)

이나 쿠웨이트기금, OPEC 국제개발기금 등으로부터의 무상지원이나 양허성 차관은 인도적 

차원 또는 개발 목적이기 때문에 경제제재의 대상이 아니다.25)   

2) 한국의 대북경제제재의 효과성 분석

한국의 2010년 5⋅24 대북경제제재 조치는 북한의 천안함 공격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외교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성공단의 기존 투자를 제외한 

모든 남북 간 경제관계를 단절한 조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러한 한국정부의 

공식적인 대북제재 목표는 달성되지 못하였다. 북한은 공식적으로 천안함 공격 사실 자체를 

23) 결의 1718호(2006) 8항 (a)호 (iii)목에 의해 부과된 사치품 관련 조치들을 재확인하고(reaffirm), ‘사치품’이라는 용어가 금번 결의 부속서 Ⅳ에 명시
된 품목들을 포함하되 이러한 품목들에 한정되지는 않음을 명확히 한다(clarify). 외교통상부(2013b).

24) 1. 보석제품 - a) 진주가 있는 보석제품 b) 보석 c) 보석용 원석 및 준보석용 원석(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루비, 에메랄드 포함) d) 귀금속의 또
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보석제품; 2. 아래의 이동수단 품목 - a) 요트 b) 고급 자동차: 스테이션 웨건을 포함하여, (대중교통이 아닌) 사람의 
이동에 쓰이는 자동차 c) 경주용 차(외교통상부[2013b]).

25) 대북금융제재의 효과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장형수, ｢UN 안보리 결의 1874호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2010, pp.80~8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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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하고 있다. 

비록 한국정부의 공식적인 제재 목표는 달성되지 못하였지만 5⋅24조치는 그 자체로서도 

북한에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주었을 것이다. 실제로 5⋅24조치로 인해 북한은 남한으로의 

수출길이 막혔고, 위탁가공료 수입도 없어졌다. 긴급구호성 인도적 지원 외의 모든 대북지원도 

완전히 중단되었다. 여기에다 이미 2008년에 중단된 금강산과 개성 관광수입까지 더하면 

북한이 입은 ‘외화획득 감소분’은 수억 달러로 추정된다.26) 만약 한국정부가 5⋅24조치로 

인해 ‘한국에서 북한으로’ 유입되는 외화를 차단하려는 것이 실제 목적이었다면 5⋅24조치의 

당사국 효과는 명확하다. 남북한 간 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은 2011년도부터 99.9% 이상이 

중단되었다. 그러나 제재의 경제적 효과는 당사국 효과만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제재대상국은 

제3국을 통한 우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재를 회피하려 노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5⋅24조치의 제3국 효과는 어떠한가? 5⋅24조치로 인한 남북교역의 감소를 

북한이 중국과의 무역 증가로 전환할 수 있었는지를 알아보자. 북중무역 통계를 살펴보면 

5⋅24조치 이후에 북한의 대중 수출이 급증하였으며, 이는 무연탄, 철광석 등 광산물 수출의 

급증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010년에는 북한의 대중 수출액이 전년도에 비해 50% 

증가하였고, 2011년에는 2010년에 비해서도 107%나 급증하였다. 또한 북한은 기존의 동북3성 

외에도 산동성, 허베이성, 장쑤성 등 새로운 지역으로 무연탄 등 광산품 수출을 확대하였다. 

이에 반해 북한의 대중 수입은 평균 30%대의 증가에 그쳐 북한의 대중 무역수지 적자는 

급감하였다. 이는 한국의 5⋅24조치로 인한 북한의 외화획득 감소분을 중국에 대한 광산물 

수출 증가를 통해 보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5⋅24조치가 북한의 외화 부족을 야기하여 경제적 타격을 주려던 목적은 달성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광산물 수출의 획기적 증가를 통해 오히려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도 

예년보다 빠르게 증가시켜 버렸다. 이러한 북한의 대응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북한은 전력 등이 부족하여 광산물 채취에 어려움이 있으며, 무연탄 등은 내부발전용

으로 쓰기에도 부족하기 때문에 단기간의 광산물 수출 급증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었다. 

그러나 북한이 5⋅24조치로 인해 비록 외화 부족에 빠지지는 않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으로의 무연탄, 철광석 등 소수의 광산물 수출 증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중요하다. 즉, 5⋅24조치로 인해 한국으로 수출할 수 있었던 농산물과 수산물의 대체 

수출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아예 대중국 수출품목의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한국으로의 수출을 중국으로 대체하는 데에는 큰 비용이 들지 않을 것이지만 수출품목을 

26) 한국의 5⋅24 대북조치에 대한 다양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하시오. 김중호,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와 대북 정책 시사점｣, 수은북한경제, 서울: 
한국수출입은행, 2012년 여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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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하는 데에는 더 큰 비용이 들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5⋅24조치는 북한 

경제에 상당한 고통을 안겨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2010년 5⋅24조치의 

효과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평가를 내리기에는 세밀한 교역 통계치 확보 등을 

위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27)

3) 일본의 대북경제제재의 효과성 분석

일본의 대북경제제재는 대부분이 일본인 납치문제가 정치쟁점화된 이후에 가해진 점으로 

볼 때 일본인 납치문제의 해결과 연계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북한의 대북경제제재가 

주로 2002년 고이즈미 당시 일본 총리의 평양 방문으로 일본인 납치문제가 부각된 후인 

2004년부터 부과되었다는 점에서 분명해 보인다. 일본이 북한과의 무역 등에 있어 경제제재를 

강화하면서 북한과 일본의 무역은 급감하게 된다. 즉, 일본의 대북경제제재로 인한 당사자 

효과는 상당했다. 그러나 제재의 효과는 제3국 효과도 고려해야 한다. 

이석(2010)은 일본의 대북무역제재로 인해 북한이 당사국 효과로 인한 무역 감소를 경험한 

것은 확실하지만 일본으로의 수출 감소는 상당 부분이 한국으로의 수출 증가로 만회되는 

제3국 효과가 보인다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의 무역통계가 ‘거울 통계(mirror 

statistics)’이어서 일정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KOTRA 통계와 KDI 수정통계

치28) 모두에서 발견된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2004~06년 북한의 대일 수출은 일본의 대북제재

로 연간 0.8억~1.2억달러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당사국 효과). 그런데 일본의 

대북제재에 맞서 북한은 주로 한국으로 수출선을 성공적으로 전환하였고, 그 결과 이들 여타 

국가에의 수출이 연간 0.8억~0.9억 달러 순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제3국 효과). 대일 수출 

피해액의 70~90% 정도가 타 국가로의 거래선 이전으로 상쇄되어 일본의 대북제재에 따른 

북한 수출의 (순) 피해규모는 최대 3천만 달러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다. 더욱이 이는 순수한 

거래선 이전만을 고려한 것으로 북한이 일본의 제재로 새로운 외화획득원을 발굴하는 교역구조 

조정에 성공하였다면, 일본의 대북제재는 북한의 수출에 관한 한 별다른 실질적 피해를 입히지 

못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29) 하지만 북한의 대일 수입에 관해서는 통계의 부족으로 

이와 같은 구체적인 분석이 어렵다고 한다. 다만, 북한의 대일 수입이 한국이나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으로 전환되었을 가능성은 북한의 대일 수출의 경우보다는 낮을 것이다. 

27) 이석⋅이재호, ｢5⋅24조치 이후 남북교역과 북중무역의 변화: 데이터와 시사점｣, KDI북한경제리뷰』, 2012년 5월호,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12. 
28) 이석⋅이재호⋅김석진⋅최수영, 1990~2008년 북한무역통계의 분석과 재구성, 연구보고서 2010-07,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10. 
29) 이석, ｢대북 경제제재와 북한 무역 – 2000년대 일본 대북제재의 영향력 추정｣, p.141. 미무라 미쯔히로도 비슷한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미무라 

미쯔히로, 일본의 대북한 경제제재의 경제적 효과 분석』, 지역연구회시리즈 05-04,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KDI 북한경제리뷰
2013년 3월호

44

4) 미국의 대북경제제재의 효과성 분석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미국의 대북경제제재는 매우 촘촘하게 서로 얽혀 있어서 이 모든 

제재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미국의 대북경제제재의 

역사는 6⋅25전쟁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거의 대부분의 경제제재가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시행되어 왔다. 미국 대북경제제재의 외교적 목적도 매우 다양해졌을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경제제재의 효과성을 논의하기가 역설적으로 어려워졌다. 또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는 대부분

이 6⋅25전쟁 이후에 바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제재 이전과 이후의 비교도 큰 의미가 없다. 

비록 미국의 대북경제제재의 여러 가지 외교적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것은 확실하지만, 미국 

대북경제제재의 당사국 효과가 막대한 것도 또한 확실하다. 세계의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무역 단절과 최혜국 대우 적용 제외가 북한경제에 매우 큰 악영향을 

가져온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직접적인 대북경제제재조치들의 효과성을 

논의하지 않고, 최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다시 대두되고 있는 미국 및 서방권의 

직⋅간접적인 대북금융제재의 잠재적인 효과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앞에서 살펴본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 방식의 미국 단독의 금융제재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이 세계금융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압도적인 영향력 때문이었다. 

북한은 상당히 빠르게 이에 대응하기는 하였지만 이 조치로 인해서 북한의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영향을 받은 것은 부인하기 힘들 것이다. 그런데 이미 2005년 9월에 미국의 BDA 금융제재를 

경험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한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금융제재를 가할 경우, 그 

잠재적인 효과를 이전의 BDA 제재의 효과를 단순히 확장하여 추산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북한은 다양한 방식으로 금융제재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며, 무엇보다도 

이미 외화 현금거래의 비중을 높여 두어서 추가적인 대북금융제재의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북한은 전신환, 이체 등 은행 송금거래에서 차명계좌를 적극 활용할 것이다. 새로운 무역회사

나 은행을 설립하여 새로운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하려 할 것이다. 북한이 차명계좌를 자주 

이전하게 되면 잔금을 찾기 더욱 어려워진다. 북한은 신용등급에 민감하지 않은 소규모 은행에 

높은 수수료를 주고 금융거래를 시도할 것이다. 이 모든 방식은 미국이 금융기관 주재국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지 않고는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30) 게다가 북한은 이미 무역거래의 

30) 장형수(2010), p.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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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을 현금거래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북중 접경지역 거래에서는 금융기관이 배제된 

현금거래가 관행화되어 있다고 한다. 북한이 수출하는 경우, 북한은 수출대금을 북한 기업 

관계자나 현지 중국인 대리인을 통해 외화 현금으로 지급받기를 선호한다고 한다. 외화 현금의 

일부는 중국을 출입하는 북한 기업⋅무역회사 관계자들을 통해 북한으로 반입되며, 나머지는 

중국에서 북한 현지 기관 및 관계자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거나 물품 구입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현금거래가 관행화될 수 있는 이유는 북중 변경지역 중국 업체들이 

은행거래를 회피함으로써 송금수수료 절감, 세금 회피, 신용장 개설 회피 등의 이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31)

IV. 대북경제제재의 향후 전개과정에 대한 전망

경제제재란 외교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재국이 제재대상국과의 통상적인 무역 

및 금융관계를 단절하거나 단절할 것을 위협하는 정부 차원의 의도적인 행위를 지칭한다. 

즉, 제재대상국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정치적’ 성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경제적’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제제재가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경제제재로 인해 

제재국이 원하는 정치적 성과를 보았는가가 될 것이다. 이러한 판단기준으로 볼 때 북한에 

대한 유엔안보리 차원의 대북경제제재와 한국, 일본, 미국 등의 양자 대북경제제재는 모두 

제재국이 바라던 방향으로의 북한의 행동 변화를 가져오는 데 성공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2012년 6월 14일 유엔안보리에서 발간한 대북제재위원회 패널 보고서32)는 안보리 결의 

1874호가 시행된 지난 2년 6개월 동안의 대북제재 성과에 대한 제재위의 평가를 포함하고 

있다. 보고서에는 “(유엔안보리 결의 1874호에 따른) 대북제재의 이행에 있어서 심각한 도전이 

계속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대북제재는 북한이 금지된 행동을 중단하도록 

하지는 못하였지만 그 빈도를 줄이게 하였으며, 불법적인 거래를 매우 어렵고 비싸게 만들었다.”

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대북경제제재의 효과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평가와도 일치한

다. 비록 대북경제제재의 ‘정치적⋅외교적’ 목적이 달성되지는 못하였지만 제재의 ‘경제적’ 

목적은 일정 부분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경제제재의 경제적 측면에 있어 

31) 이종운(2010), pp.82~83. 
32) UNSC(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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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당사국 효과가 시현되었고 해서 제재대상국이 이를 회피해 가는 제3국 효과를 간과해서

는 안 된다. 또한 경제적 관점에서 한때 효과적이었던 경제제재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제재대상국의 적응이 완료되면서 그 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다.  

향후에도 유엔 차원의 대북경제제재만으로 핵개발 포기와 핵무기 폐기라는 북한의 행동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33) 중국은 공개적으로 한국과 북한에 대한 정책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내세우고 있다. 1,400km에 달하는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한반도 북부에 중국에 적대적인 체제가 들어서는 것은 중국에는 큰 부담일 

것이다. 유엔을 통한 대북제재는 기본적으로 거부권을 가진 안보리 상임이사국(P-5)인 중국이 

‘관리’ 내지는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한반도정책 기조는 

북한의 제3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차원의 제재 논의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러시아도 

북한의 핵실험에는 단호히 반대하지만 핵실험에 대한 제재가 한반도 주변국의 군비경쟁, 

군사적 개입, 6자회담 재개 가능성 차단 등의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일본, 한국 등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에 대한 유엔 차원의 제재를 

계속 강화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이 계속 결의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들의 국익이 지켜지는 범위 내에서 안보리 제재의 ‘점진적인’ 강화에 동의할 것이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핵실험 등에 대한 제재가 비록 그 정치적⋅외교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더라

도 미국, 러시아, 중국 등이 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북한의 일탈행동에 

대한 제재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대북제재 강화 자체가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는 계속 강화될 것이다. 다만, 

그 제재 강화 수준은 한반도에서의 중국 및 러시아의 국익이 보장되는 수준을 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천안함 사건에 대한 사과,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한 우리의 5⋅24조치에 공개적으로 

굴복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북한정권이 그들이 주장한 내용에 반하는 남한의 요구를 수용하는 

양태를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들로서는 최악의 경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5⋅24조치가 박근혜 정부에서도 지속되는 경우에 북한의 반응은 어떠할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북한은 5⋅24조치로 인한 한국으로부터의 외화 부족분을 예상보다 빠르게 

중국으로의 광산물 수출 증대로 메꿔 나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이러한 광산물 ‘밀어내기’

33) 다자간 제재가 성공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모든 중요 국가가 제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Doug Bandow, “All the 
Players at the Table: A Multilateral Solution to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Policy Analysis, No. 478, Washington D.C.: Cato 
Institute, 2003,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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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내부 부작용을 초래하여 얼마 가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상당하다. 한편, 북한이 임금수준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중국과의 위탁가공교역 활성화를 통해 이미 한국과의 위탁가공교역을 

대부분 대체했다는 견해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최근 북한은 외화획득이 손쉬운 관광산업 

진흥과 해외 근로자 파견을 통해 새로운 외화획득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5⋅24조치의 효과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북한의 전체 외화수급을 세밀히 분석해 

보아야 알 수 있을 것이다.34) 따라서 이러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북한은 일본과 미국의 대북경제제재에는 이미 적응을 마친 상태인 것 같다. 미국의 대북경제

제재는 너무나도 오래전부터 있어 왔기 때문에 그 정확한 효과를 논하기가 적절하지 않다. 

일본의 대북경제제재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당사국 효과는 있으나 그 대부분이 제3국으로의 

대체효과에 의해 상쇄되어 제재의 종합적인 ‘경제적’ 효과도 크지 않았다. 그런데 미국이 

기존의 양자 간 대북금융제재를 애국법 311조에 입각하여 대폭 강화해 나가는 경우에는 

북한의 거의 모든 금융거래가 봉쇄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 재무부는 북한과 

‘의심스러운’ 금융거래를 하는 제3국의 금융기관과 미국 금융기관간의 거래를 금지하는 극단적

인 제재수단을 사용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금지되어도 생존할 

수 있는 제3국 금융기관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글로벌화된 국제금융계에서는 

중국의 금융기관도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만약 이러한 조치가 실현 가능하다면 북한의 

금융거래는 추가적인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북한이 이미 무역의 대부분을 현금거래로 바꾸었고 

일부는 차명거래 등으로 중국의 금융기관을 이용하고 있지만, 이러한 극단적인 대북금융제재는 

북한당국에 추가적인 ‘불편’을 가져다줄 것이다. 

그런데 미국 재무부가 2007년 3월 방코델타아시아(BDA)를 ‘자금세탁기관’으로 공식 지정하

자 이에 대해 중국정부는 강한 불만을 표출한 적이 있다.35) 자국의 금융기관에 대한 직간접적인 

타격을 가하는 금융제재는 중국의 큰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확실한 증거가 없이도 

북한과 ‘의심스러운’ 거래를 하는 제3국의 금융기관에 대해 미국 국내법에 의해 가해지는 

금융제재에서는 거의 대부분 중국 금융기관이 표적이 될 것이 확실하며, 만약 미국이 이러한 

제재를 실제로 실행하려고 한다면 중국은 미국의 의도에 대해 심각히 고민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대북금융제재 때문에 이미 ‘불편’을 겪고 있는 북한을 조금 더 불편하게 만드는 것과 

중국과의 관계 악화 사이에서 고민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고민은 결국 십중팔구

는 ‘점진적인’ 대북제재 강화로 귀착될 것으로 보인다. 

34) 북한의 전체 외화수급에 대한 연구는 장형수, ｢북한의 2000년대 외화수급 추정｣, 『비교경제연구』, 제16권 제2호, 서울: 박영사, 2009가 있다. 그
러나 분석 대상기간이 2000년부터 2009년이어서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35) 장형수(2010), 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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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경제제재의 향후 전개과정에 대한 중장기 전망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이는 북한의 

대응, 미국과 중국의 한반도전략, NPT체제의 미래와도 관련되기 때문이다. NPT체제를 유지하

려는 현재의 국제질서하에서 북한의 ‘실질적인’ 핵보유가 지속되더라도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을 

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중국과 북한도 이를 알고 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미국과 

중국은 북한 핵의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은 철저히 차단하려 할 것이라는 것이다. 유엔안보리 

결의에 의한 대북제재조치들은 비록 북한의 핵폐기에는 큰 효과가 없을지라도 북한 핵의 

제3국으로의 확산 방지에는 충분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이지만 

아마도 미국과 중국의 북한 핵문제 해결의 우선순위는 비핵화보다는 비확산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새로이 등장한 박근혜 정부가 5년간 직면할 가장 중요한 도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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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조치 이후의 남북경협:
현황과 전망

이재호 |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 jhlee01@kosbi.re.kr

I. 머리말 

지난 2010년 3월에 발생한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우리 정부는 강력한 대북제재조치의 

내용을 담은 소위 5⋅24조치를 발표하였다. 동 조치의 주요 내용은 북한과의 무역을 전면 

중단하고, 우리 국민의 방북은 물론 제3국에서의 북한 주민과의 접촉도 제한하며,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도 전면 불허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비록 개성공단은 동 조치에서 예외로 

인정되었지만 신규 투자가 불허되고 방북 및 체류 인원도 제한되었으며, 대북지원사업 역시 

취약계층 등에 대한 일부 인도적 지원사업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보류되었다.

동 조치는 그간의 남북경협 역사에서 경험하지 못한 초유의 사태이며 실제로 그간 북한의 

대외무역에 있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던 남북교역을 일시에 단절시키는 매우 강력한 제재조치

였기 때문에 북한이 받을 충격은 매우 클 것이라고 예상되었다. 당시 여론조사 결과 약 

60%가 넘는 국민들이 북한의 도발과 우리 측의 희생에 대한 보복조치로서 동 조치를 지지한 

것만 보아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5⋅24조치의 유효성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5⋅24조치가 시행된 지 약 2년 9개월이 지난 지금, 5⋅24조치의 유효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또한 북한이 받은 손실 못지않게 우리의 대북 경협기업들도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에서 5⋅24조치가 실제로 북한과의 남북경협에 있어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물론 이에 못지않게 이러한 조치가 계속될 

경우 그간 20여 년이 넘게 축적되어 온 남북경협의 소중한 자산들마저 송두리째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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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의 선행연구들을 보면 실제로 5⋅24조치 이후의 남북경협은 제재조치에서 예외로 

인정된 개성공단만이 유일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 거의 모든 교류 및 경협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그 영향으로 인해 대북 경협업체들이 겪는 고통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5⋅24조치를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우리 사회에 

이에 대한 뚜렷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우리 정부는 여전히 

5⋅24조치로 북한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다고 보고 있으며 또한 북한이 천안함 사건에 

대해 명백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를 철회하거나 해제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5⋅24조치가 별 효과가 없고 오히려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중국에 대한 북한의 의존성만 커지고 있어 동 

조치를 철회하거나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란은 기본적으로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지만 

그 배경에는 남북경협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다소 상반된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5⋅24조치 이후의 남북경협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평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본고에서는 남북경협의 통계치를 기초로 해서 객관적인 시각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5⋅24조치의 내용과 동 조치 이후 정부가 취한 구체적인 실행조치 

및 그 경과를 살펴보고, 이어 실제로 남북 간의 무역 및 경협활동 등이 제재조치에 따라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를 교역통계 등의 분석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그 다음으로는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5⋅24조치 이후 남북경협을 둘러싼 제반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남북경협의 향후 모습을 전망하기로 한다.

다만, 본고에서는 5⋅24조치의 실질적인 해결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배제하기로 

한다. 그 이유는 5⋅24조치의 해결방안에 대한 모색은 경제적인 문제 외에 다분히 정치적인 

영역을 포함하고 있고, 따라서 이를 본격적으로 논하는 것은 필자의 역량이나 본고의 작성 

목적을 벗어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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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5⋅24조치의 배경 및 내용 그리고 경과

1. 5⋅24조치의 배경 및 내용

5⋅24조치의 직접적인 배경은 천안함 폭침사건으로, 우리 정부가 발표한 공식 명칭은 

천안함 피격사건이다. 동 사건은 2010년 3월 26일에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우리 해군의 

초계함인 PCC-772 천안함이 침몰된 사건으로, 이로 인해 우리 해군 병사 40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되는 등 커다란 희생이 발생하였다.

사건 직후 우리 정부는 천안함의 침몰 원인을 규명할 민군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였는데, 

한국을 포함하여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스웨덴, 영국 등 5개국에서 파견된 전문가 24여 

명으로 구성되었다. 합동조사단은 천안함 침몰사건을 면밀하게 조사하였고 2010년 5월 20일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인해 침몰한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조사 결과 발표는 미국, 유럽연합, 일본 외에 인도 등 비동맹국들의 지지를 얻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안건으로 회부되었으며, 안보리는 천안함 공격을 규탄하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안보리 의장성명은 북한이 자신들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또한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면서 북한을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에 이르지는 

못했다. 북한은 우리 정부와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해 ‘특대형 모략극’이라며 사고지점 

근처에 암초가 많다는 점을 들며 좌초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록 천안함의 침몰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언론과 각계 인사들을 통해 다수의 가설 

또는 의혹들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천안함의 침몰에서 인양, 조사 발표가 이루어지기까지 

우리 사회는 북한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로 충만했고 어떤 형식으로든 북한에 대한 보복 

또는 제재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남북 

간의 긴장은 최고조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2010년 5월 24일 ‘천안함 

사태 대국민담화’의 형식을 통해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해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고 

정상적인 남북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인적⋅물적 교류의 잠정적인 

중단조치, 즉 5⋅24조치를 발표하게 되었다.

5⋅24조치는 기본적으로 대북제재조치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구체적으로, ①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전면 불허, ② 남북교역 중단, ③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④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 불허, ⑤ 대북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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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북한의 영유아에 대한 지원 유지와 더불어 개성공단 문제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신규 투자를 금지하는 선에서 예외를 인정하였다.

따라서 5⋅24조치로 인한 남북교역의 중단에 있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부분은 일반물자 

교역과 위탁가공교역으로 볼 수 있으며, 개성공단의 경우 비록 5⋅24조치로 인한 2차적인 

영향(대북리스크의 증대로 인한 주문량의 감소, 방북 인원 및 체류인원 제한으로 인한 조업 

차질 등)에서 자유롭지는 않겠지만 직접적인 교역 중단의 피해에서는 벗어나게 되었다.

2. 5⋅24조치 이후의 후속조치 경과

정부는 5⋅24조치의 발표 이후 우선 ‘반출⋅반입 승인대상 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모든 교역물품을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요하는 품목으로 전환했다. 동 조치는 남북교역

의 중단에 따라 북한산 물품이 제3국(중국 등)을 통해 우회 반입되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그 가능성이 높은 품목들을 대상으로 통관검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조치는 북한산 물품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남북교역의 대상이 비록 북한이라고는 하지만 다른 한쪽의 당사자는 바로 

우리 기업이라는 사실에 있다. 실제로 5⋅24조치는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약 두 달에 걸친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동시에 전격적으로 단행되었고, 당연히 그동안 남북경협에 참여해 

왔던 업체들은 이러한 상황을 미리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우선 북한에 물품 대가로 5⋅24조치 이전에 미리 지불한 선불금과 원부자재 등이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부터 그 대가로 물품을 반입하지 못하면 우리 기업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계약에 따른 위탁생산을 위해 미리 사두고 반출을 

기다리던 원부자재도 북한으로의 반출이 금지된다면 위탁생산이 불가능해지고 따라서 납품 

불가에 따른 피해와 손실을 경협업체들이 책임져야 하는 문제도 발생하게 되었다. 경협업체들로

서는 이러한 결정들이 모두 5⋅24조치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제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정부는 이러한 경협업체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반출⋅반입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유예 및 긴급 구제조치’를 실시하였다. 우선 위탁가공교역의 경우 5⋅24조치 이전에 이미 

북한으로 반출된 원부자재를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 반입을 승인하였고, 

또한 일반교역의 경우 5⋅24조치 이전에 이미 물품 반입대금을 지불한 경우 국내 반입을 

승인하였다. 정부의 이러한 ‘유예 및 긴급 구제조치’는 반입의 경우에는 5⋅24조치가 발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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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일주일 후인 6월 1일부터 그 다음해인 2월 말까지 지속되었고 반출의 경우에는 6월 30일부터 

8월 30일까지 진행되었다. 

정부의 이러한 신속한 대응조치로 인해 대북 경협업체는 예상치 못한 피해액을 줄일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반출의 경우 약 72개사가 4,141만달러를, 반입의 경우 약 191개사가 

1억 2,578만달러를 구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1) 그러나 대부분의 대북 경협업체들은 남북교역

이 주된 업무이기에 남북교역 중단조치로 인한 피해와 손실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당연히 

경협업체들의 어려움은 가중되었고 도산 및 폐업을 하는 업체도 발생하였으며, 그 상태까지 

몰리지 않은 기업들도 심한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었다. 경협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될수록 

정부의 5⋅24조치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정부는 5⋅24조치로 

인해 자금난을 겪는 경협업체들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이용한 특별대출의 형태로 금융지원조

치를 실시하였다. 

정부의 이러한 지원조치로 인해 5⋅24조치 이후 2012년 9월까지 남북협력기금으로 총 

221개 업체에 569억원의 대출이 이루어졌다.2) 수혜 대상기업에는 일반물자 교역업체와 

위탁가공 교역업체를 포함한 평양 등 내륙지역의 경협사업자와 비록 5⋅24조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관광 중단에 따른 그동안의 피해와 손실을 감안하여 금강산 관광사업에 참여한 

경협업체들이 포함되었다. 물론 이러한 대출자금에 대해서는 대출 상환기간의 연장도 제공되었

다. 

정부는 또한 교역 및 경협 중단 장기화로 인해 국내 업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남북협력기금에서 별도로 75억원을 배정하여 기업별로 교역 및 투자 

실적에 따라 500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긴급운영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였다.

한편, 정부는 5⋅24조치를 통해 대북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를 천명한 바 있으나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사업은 예외로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5⋅24조치 이후에도 

예외적으로 대북지원사업들이 실시되었다. 특히 5⋅24조치 직후인 2010년 7월부터 북한에 

내린 폭우로 신의주 및 황해도가 심각한 피해를 입자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수해피해 지원을 

제의하였고, 10월 25일부터 쌀 5천톤, 컵라면 300만개, 시멘트 1만톤 등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이후 11월 23일에 발생한 연평도 포격 도발로 인해 추가지원(시멘트 6천톤)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 다음해인 2011년 7월에도 북한 황해도 등에 폭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 

수해지원3)을 결정하였으나 북한 측의 수용 거부로 무산되었다.

1) 구체적인 내용은 양문수, ｢5⋅24조치 이후 남북경협의 현황과 문제점｣, 제10차 남북경협정책토론회자료, 2011; 통일부, 5·24조치 2주년과 남북
교류협력, 2012 참조.

2) 통일부 보도자료(2012. 9. 18), ｢남북 교역⋅경협 기업에 대한 긴급운영경비 자금지원(안) 등 남북협력기금 지원 의결｣, 2012. 9. 18 참조.
3) 긴급구호물품으로 영유아용 영양식 140만개, 과자 30만개, 초코파이 192만개, 라면 160만개 등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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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인도적 지원사업도 여의치 않았다. 그간 정부는 북한의 전염병 

예방 및 백신능력의 배양을 위해 국제백신연구소(IVI)를 통한 백신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바 있으나 이러한 지원도 2010년과 2011년에는 이루어지지 못했다.4) 

정부의 대북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민간단체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도 5⋅24조치로 

인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5⋅24조치 이후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신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민간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은 5⋅24조치 이후에도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졌다. 5⋅24조치 이후 2011년 12월 말까지 민간 

차원에서 총 187건, 219억원 상당의 물자지원이 이루어졌다.

Ⅲ. 5⋅24조치 이후의 남북경협 현황

1. 남북교역 중단조치의 영향

우선 5⋅24조치로 인한 남북교역에의 영향을 남북교역 총량 추이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통상 교역 중단조치가 있을 경우 교역규모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나 다소 

아이러니하게도 남북교역의 총량은 오히려 5⋅24조치가 취해진 지난 2010년에 역대 최대치인 

19억 1,200만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다소 의아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상 이는 5⋅24조치에서 예외로 인정된 

개성공단의 실적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4) 다만, 정부는 동 사업이 우선적 지원이 필요한 인도적 지원사업임을 감안하여 지난 2012년 9월 18일 남북협력기금에서 24억 7,200만원을 무상지
원하기로 결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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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남북교역 총량 추이

(단위: 백만달러)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반입 152 176 272 289 258 340 520 765 932 934 1,044 914 1,074

반출 273 227 370 435 439 715 830 1,033 888 745 868 800 897

총교역 425 403 642 724 697 1,056 1,350 1,798 1,820 1,679 1,912 1,714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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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동향, 각월호.

<그림 2>에서 보듯이 2010년의 개성공단 교역실적은 14억 4,300만달러로 총 교역액 19억 

1,200만달러의 약 75.5%를 차지하고 있고, 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은 둘을 합쳐 약 22.8%를 

점하고 있다. 그나마 5⋅24조치로 인해 무역 중단조치의 대상이 되었던 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

역의 교역실적이 이 정도로라도 유지된 것은 앞서 언급한 정부의 한시적 유예조치, 즉 대북 

경협업체들의 갑작스러운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기 결제 반출입 물량의 일시적 승인조치’가 

시행되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5⋅24조치의 대상이 되었던 일반물자교역과 위탁가공교역은 한시적 유예조치가 

마무리된 2011년 초부터 교역 자체가 거의 실종되는 타격을 받았다. 2011년에 남북교역은 

총 17억 1,400만달러를 기록하였는데, 이 가운데 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은 둘을 합쳐 

불과 390만달러를 달성했고 이는 전체 교역의 0.2%에 불과한 액수였다. 물론 그 나머지의 

거의 전부인 99%의 교역실적은 전적으로 개성공단(16억 9,800만달러)에 의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추세는 2012년에도 지속되어 2012년에 달성한 총교역액(19억 7,100만달러)의 

약 99.5%를 개성공단의 교역실적(19억 6,100만달러)이 차지하게 되었고, 일반교역 및 위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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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역은 단지 0.04%(80만달러)만을 차지하는 데 그치고 말았다.

<그림 2> 유형별 남북교역 추이

(단위: 백만달러)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총교역 697 1,056 1,350 1,798 1,820 1,679 1,912 1,714 1,971

개성공단 42 177 299 441 808 941 1,443 1,698 1,961

일반+위탁 347 420 557 791 808 666 435 3.9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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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동향, 각월호.

물론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이러한 교역수치가 보여주는 것은 5⋅24조치로 인해 남북간의 

실질교역을 의미하는 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은 거의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의 <그림 3>에 의해 보다 확실히 드러난다. 즉, 5⋅24조치가 취해지기 이전에 많게는 

약 4억 6,000만달러(2007년)에 이르던 일반교역은 제재조치가 취해진 2010년에 1억 1,800만

달러로 급감하였고 유예조치가 끝난 2011년에 들어서는 단지 20만달러를, 그리고 2012년에는 

80만달러 정도를 기록하여 실질적으로 교역 자체가 거의 실종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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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일반교역 및 위탁가공교역 추이

(단위: 백만달러)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일반교역 171 210 304 461 399 256 118 0.2 0.8

위탁가공 176 210 253 330 408 410 318 3.7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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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동향, 각월호.

위탁가공교역 역시 제재 이전에는 4억달러 내외를 기록하였으나 2011년에 들어서는 단지 

370만달러에 그쳤다. 물론 이러한 교역실적도 2011년 초까지 유지되었던 정부의 한시적 

유예조치로 인한 것이었고 이러한 조치가 모두 끝난 이후 2012년에 들어서는 위탁가공교역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통계가 이야기하는 것은 5⋅24조치 이후의 남북교역은 5⋅24조치의 직접적인 제재대

상이 되었던 일반교역 및 위탁가공교역의 실종과 제재조치에서 제외된 개성공단의 교역실적 

확대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당연히 5⋅24조치가 실제로 그리고 완벽하게 

목표된 남북교역, 즉 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을 중단시켰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2. 방북 불허와 대북지원사업 원칙적 보류조치의 영향

5⋅24조치는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와 대북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물론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가 급속히 경색되면서 이미 교류협력사업 및 대북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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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충분히 영향을 받기는 했지만 그나마 간헐적으로 이어지던 동 사업은 5⋅24조치로 인해 

결정적인 타격을 받았다. 더욱이 지난 2010년은 남북 화해⋅협력의 시대를 선언한 6⋅15선언 

1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였음에도 불구하고 천안함 폭침과 5⋅24제재조치 그리고 연이은 

연평도 포격사건 등에 의해 결과적으로는 남북관계사에 있어 최악의 상황을 맞은 해로 기록되게 

되었다.

<그림 4> 대북지원 및 사회문화협력 추이

(단위: 천달러)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민간지원 180,087 242,718 407,528 245,764 66,688 21,687 16,571 10,640 9,064

정부지원 78,309 122,258 11,696 78,854 373 14,687 5,713 0 0 

사회문화협력 1,695 577 1,294 897 1,193 580 461 9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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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동향, 각월호.

5⋅24조치에 포함된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와 ‘대북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은 당연히 

대북지원과 남북교류협력 등에 의해 파생되는 부가적인 남북교역 역시 급격히 축소시키거나 

아예 교역 자체가 실종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었다.

앞의 <그림 4>에서 보듯이 5⋅24조치가 취해진 2010년에 정부의 대북지원액은 전년 대비 

61.1%가 감소하였고, 그마저도 2011년 이후에 완전히 실종되어 2012년까지도 정부의 지원실적

은 전혀 없는 상태로 남았다. 사회문화협력사업 역시 2010년에 46만 1천달러를 기록하였으나, 

2011년에 들어서는 10만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거두었고 그 이후에는 전혀 실적이 

없는 상태로 남아 있다. 다만, 민간부문의 대북지원액은 상대적으로 그 축소폭이 적었는데, 

이는 5⋅24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 등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외적인 허용조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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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5⋅24조치 이후의 대북지원사업은 일부 인도적 차원의 소액 지원사업만이 제한적으로 

허용되었고, 교류협력사업 역시 일부 종교인들의 방북 허가 등으로 겨우 그 명맥을 이어 

가는 선에서 유지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3. 개성공단 및 금강산 등 관광사업의 현황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의 남북교역 총량은 거의 전부가 개성공단의 교역실적에 의한 

것이다. 실제로 2011년의 개성공단의 교역실적(16억 9,800만달러)은 전체 교역(17억 1,400만

달러)의 99%를 넘게 차지하고 있으며, 2012년에 들어서도 개성공단의 교역실적(19억 6,100만 

달러)은 전체 교역액(19억 7,100만달러)의 약 99.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물론 개성공단이 5⋅24조치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에 기인한 것이다. 실제로 

개성공단은 2005년에 정식 가동된 이후 남북관계의 부침에 따라 간헐적으로 통행금지와 

체류인원의 제한조치가 취해지기는 했으나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개성공단의 가동기업 수는 2005년 단지 18개사에 불과했으나 2012년 현재 123개사에 

이르고 있고 생산액 역시 2005년의 1,491만달러에서 2012년 4억 6,950만달러로, 동기간 

중 약 3,049%의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 냈다. 이러한 생산 증가가 교역 증가를 동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면 개성공단의 생산구조, 즉 국내에서 원부자재를 조달받아 그 

생산품을 다시 국내로 반입하는 구조에서는 이와 같은 생산의 증가가 반출⋅반입 규모의 

증가를 동시에 가져오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이 대북교역 중단조치에도 불구하고 

남북교역 총량이 급속하게 감소되지 않은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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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가동기업 수 18 30 65 93 117 121 123 123

생산액 1,491 7,373 18,478 25,142 25,648 32,332 40,185 46,950

<그림 5> 개성공단의 교역액 추이

(단위: 백만달러)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총교역 697 1,056 1,350 1,798 1,820 1,679 1,912 1,714 1,971

개성공단 42 177 299 441 808 941 1,443 1,698 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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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동향, 각월호.

<표 1> 개성공단 가동 기업 수 및 생산액 현황

(단위: 개사, 만달러)

 자료: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동향, 각월호.

한편, 금강산 관광사업의 경우 5⋅24조치와는 상관없이 이미 2008년 7월에 발생한 남한 

관광객 피격⋅사망 사건에 의해 중단된 상태로 2009년 이후 전혀 관광실적이 없는 상태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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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12

금강산 관광 74,334 268,420 298,247 234,446 345,006 199,966 -

개성 관광 - - 1,484 - 7,427 103,122 -

평양 관광 1,019 - 1,280 - - - -

<표 2> 금강산 및 개성, 평양 관광 협력사업 현황

(단위: 명)

 자료: 통일부.

4. 5·24조치 이후의 경협업체 실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5⋅24조치 이후 정부는 경협업체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의 후속조치들을 실시해 왔다. ‘기 결제 반출입 물량의 일시적 

승인조치’와 같은 ‘유예 및 긴급구제 조치’와 더불어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긴급대출 그리고 

긴급운영자금의 수혈을 위한 무상지원 등이 그것이다. 또한 비록 5⋅24조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해서도 투자기업 8개사가 20차례에 걸쳐 개성 및 금강산 

지역 등을 방문하여, 그들의 투자자산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방북을 허용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치들은 그 기본 성격이 5⋅24조치를 유지한 채 경협업체들의 

긴급한 사정을 반영하기 위한 정부 측의 긴급대책에 가까운 것으로, 교역 중단으로 인한 

경협업체들의 피해와 손실을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다. 5⋅24조치로 

인한 경협업체들의 피해 및 손실 규모는 여러 경로를 통해 간헐적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이를 집계하여 발표한 적은 없다.  

다만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남북경협피해실태조사단’을 통해 5⋅24조치 이후의 경협

업체들의 실태에 대해 비교적 객관적이고 광범위한 조사를 수행해 작성한 ｢남북경협실태보고서

｣가  있다. 동 보고서는 2011년 1월 24일부터 약 2개월 동안 154개의 남북 경협업체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작성한 것5)으로 비록 현 정부가 출범한 2008년부터 2010년 말까지 

약 3년간의 기간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기는 하나, 이 기간에 5⋅24조치가 취해졌고 또한 

실제 설문조사의 상당 부분이 5⋅24조치 이후의 경협업체에 대한 실태조사에 초점을 맞춘 

측면도 있기 때문에 동 보고서의 주요 내용에 기초하여 5⋅24조치 이후의 경협업체들의 

5) 당초 실태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모두 1,017개사였으나 부정확한 연락처, 업체의 폐업, 업체의 조사 거부 등으로 154개사가 설문조사에 응
했고 이 가운데 약 14개사에 대해서는 방문조사가 실시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양문수, ｢5⋅24조치 이후 남북경협의 현황과 문제점｣, 제10차 남북
경협정책토론회 자료, 2011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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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동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6) 

우선 업종 면에서 보면 남북경협 단절조치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업종은 섬유⋅의복

(32.4%)이며 그 다음으로는 농수산물(24.6%)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물론 가장 많은 

경협업체가 이 업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5⋅24조치의 대상이 

된 남북교역분야가 위탁가공교역(섬유⋅의복 등)과 일반물자교역(농수산물 등)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두 번째로 경협기간 면에서 본다면 남북경협기간이 2~5년인 기업(38.3%)이 남북경협 

단절조치의 가장 큰 피해대상이 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들 기업이 대북사업에 있어 

진출 초기단계를 벗어나 어느 정도 정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투자나 교역이 

많이 이루어졌거나 진행 중에 있었던 기업들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세 번째로 피해규모 면에서 볼 경우 5⋅24조치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받은 경협기업은 

평양을 위시한 북한 내륙지역에서 사업을 진행했거나 추진한 기업들(58.6%)로 나타났다. 

이 기업들은 5⋅24조치로 인해 북한 지역에의 방문 등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고, 또한 투자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기 투자분의 회수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피해가 컸다. 내륙지역을 제외한 개성공단의 경우 5⋅24조치에서 제외되기는 하였으나 

입주기업들 역시 5⋅24조치로 신규 투자가 불허되고 체류인원이 축소됨으 인해 조업 차질이 

발생하면서 적지 않은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로 경협업체들의 매출액 대비 대북사업 비중을 보면 그 비중이 50%가 넘는 기업이 

66.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북사업 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도 55.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기업의 약 1/3(31.2%)이 대북사

업에만 100% 전념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대다수 경협업체들에 있어 대북사업의 비중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구조가 경협 중단조치에 의한 피해를 더욱 가중시키게 

되었다.

다섯 번째로 고용 측면에서 보면 5⋅24조치로 인해 고용 감축을 실시한 기업은 63%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감축수준은 20% 미만(34.4%)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금강산 

관광사업의 경우에는 거의 100%에 가까운 고용 감소가 발생했다. 

여섯 번째로 향후 남북교역 재개 시의 사업계획에 대해 사업재개계획을 밝힌 기업이 66.3%를 

차지하고 완전 중단상태로 향후 재개 불가를 표시한 업체는 단지 12.3%에 지나지 않았다. 

6) 이하의 내용은 주로 외교통상통일위원회, 2011 상임위 정책자료집 Ⅲ의 ｢이명박 정부 3년 6개월, 대북정책 실패와 정책전환 과제｣, 2011 중 ｢
남북 경협기업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요약)에서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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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업 수 총 손실규모(억원)
업체당 평균 

손실규모(억원)

금강산 30개 기업 1,178 39.2

설문조사 기업 104개 기업 4,030 38.8

이는 일반물자교역이나 위탁가공교역의 경우 비록 교역 중단에 의해 북측 파트너와의 신뢰관계

에 문제가 발생했다고는 하나 상대적으로 사업 재개에 따른 부담감이 내륙진출 기업 등에 

비해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동 보고서는 일반의 관심이 가장 높은, 5⋅24조치로 인한 기업의 직접적 피해규모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으나 이 수치는 보고서에서도 지적하는 바와 같이 그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즉, 이 수치는 기업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손실액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고 따라서 어떠한 회계적 검증절차도 수행되지 않았으며, 또한 그 피해액이 비록 5⋅24조치

로 인한 것이라고 기업이 응답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현 정부 출범 이후 불거진 남북경색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5⋅24조치로 인한 남북경협 단절조치에 의한 것인지도 분명하지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엄격한 검증절차를 거쳐 공식적으로 집계된 수치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 보고서가 제시하는 피해액을 참고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손실 관련 조사에 제대로 응답한 기업 104개사가 5⋅24조치로 인해 

입은 손실액은 총 4,030억원으로 1개 업체당 평균 손실규모는 38억 7,500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조사에 응한 금강산 지역 투자 진출 기업 30개사에서 관광 중단 이후 

발생한 매출손실액은 1,17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설문조사에 나타난 기업의 직접손실 규모(2008~10년)

 자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남북 경협기업 실태조사」결과 보고서(요약), 2011; 양문수, ｢5⋅24조치 이후 남북경협의 현황과 문제점｣, 제10차 남북경

협정책토론회 자료, 2011.

참고로 경협기업들의 피해 여부에 대해서는 2010년 9월에도 대한상공회의소가 500개 

기업(남북 경협기업 200개, 비경협기업 300개)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다. 

동 조사에 의하면 남북 경협기업의 93.9%가 5⋅24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으며, 66.5%는 

그 피해 정도가 ‘경영난’을 겪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응답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평균 

피해액수가 9억 7,400만원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금강산 관광사업의 중단으로 인한 피해규모는 최근에 비교적 자세한 추정을 통해 

제시된 자료가 있다. 지난 2012년 10월 11일에 발표된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국정감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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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면, 전병헌 의원(민주통합당)은 관광공사 및 현대아산, 강원도 등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과 북한의 자산동결조치(2011년 4월 8일)로 인해 우리 측이 

입은 피해액가 무려 2조 284억원에 달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현대아산이 1조 3,988억원(시설

투자 7,690억원 및 매출손실 6,297억원)의 피해를 보았고 민간 협력업체가 3,318억원 그리고 

강원도 고성군이 1,421억원(월평균 29억원)의 피해를 입고 있으며 정부기관(관광공사 및 

적십자 등)도 자산동결(900억원), 매출손실(106억원) 이외에 금강산 개발과정에서 차입한 

남북협력기금의 원금 및 이자상환 유예금액만 224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의 조사 결과들을 종합하면 남북 경협기업들이 5⋅24조치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더구나 국회 차원에서 실시된 ‘남북경협피해실태조사단’에 의한 조사가 

5⋅24조치가 발표된 이후 불과 8개월 만에 시행되었고 또한 조사시점에서도 여전히 정부에 

의한 ‘유예 및 긴급구제 조치’가 시행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5⋅24조치가 실시된 

지 2년 9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는 도산⋅폐업 등을 포함하여 그 피해규모가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이다.

Ⅳ. 향후의 남북경협 전망

1. 5⋅24조치의 지속 또는 해제 논란

5⋅24조치 이후 동 조치의 지속과 해제에 대한 첨예한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물론 이러한 

논란의 배경에는 동 조치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과 더불어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인식 차이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 등이 자리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까지도 5⋅24조치의 지속이라는 기본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정부는 5⋅24조치 발표 시 이미 북한에 대해 천안함 

폭침과 관련하여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와 재발 방지책 등을 요구한 바 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북한의 명백한 태도 변화가 없는 한 5⋅24조치를 유지한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을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원칙적인 문제와 더불어 정부는 5⋅24조치의 유효성에 대해서도 이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즉, 북한이 5⋅24조치로 인해 연간 외화수입이 2009년 기준으로 약 2억 5천만~3억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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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정도 감소되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정부가 제시한 이 수치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있어 왔다. 정부가 

제시한 북한 측 피해액의 산출 근거로는, ① 2009년의 위탁가공교역 반입액이 2억 5천만달러인

데 이 가운데 북한에 제공할 위탁가공비가 평균적으로 반입액의 약 10~15%(2,500만~3,800만

달러)이고, ② 일반물자교역의 반입액(즉, 북한의 대한국 수출액)이 2억 4천만달러이며, ③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로 인해 북한은 연간 약 60만~100만달러 정도의 손해7)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 등이 있다.

그러나 다른 두 개는 그렇다 하더라도 ②번의 경우에는 매출액 전체를 수익(외화가득)으로 

산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북한 역시 수출품의 생산을 위해서는 생산원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순수한 외화수입이라는 관점에서 볼 경우 이 수치는 상당히 부풀려진 

것임에 틀림없다. 여하튼 정부가 제시한 수치에서 실질적으로 상당히 감소된 수치가 타당할 

것이라는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5⋅24조치로 인해 북한의 실질외화수입

이 상당한 타격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만은 분명하며, 이는 5⋅24조치의 유효성을 뒷받침하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24조치의 해제와 관련된 논란이 그치지 않는 것은 무엇보다도 동 

조치에 의한 피해가 북한만의 문제로 귀결되지는 않는다는 점에 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교역이라는 것은 쌍무적 거래행위이므로 남북교역이 중단되었을 경우 그 피해는 어느 한쪽만의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무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남북교역에 있어 북한 측 상대방은 당연히 

남쪽의 경협업체이므로 우리의 경협업체 역시 북한이 받는 피해 못지않게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5⋅24조치로 인해 우리의 

경협기업 104개사(전체 경협업체 수는 약 800여 개사 이상으로 추정)가 입은 손실액이 4,030억

원으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미 우리 측도 북한 못지않은 피해를 본 셈이다.

이러한 피해를 고려할 때 경협업체들이 지속적으로 5⋅24조치의 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사실상 5⋅24조치에 대한 해제 요구는 비단 

경협업체들만이 아니라 그동안 야당과 민간단체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들의 주장은 5⋅24조치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단지 우리의 경협업체가 받은 피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즉, 그동안 수많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어 온 남북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이 중국으로 

대체되어 가고 있고,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가 더욱 심화될 것이고 

7) 그동안 북한 선박은 우리 해역을 이용함으로써 약 4시간의 항로 단축이 가능하였고 이는 척당 약 3천~4천달러의 기름값 절약을 가져온다. 이러
한 혜택을 받은 북한 측 선반은 연간 약 200척 정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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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장차 한반도의 통일과 경제공동체의 형성에 있어 매우 중대한 애로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에 바탕을 두고 있다. 

물론 이러한 우려는 충분히 그 근거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북중교역은 남북교역을 

대체하면서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특히 나진⋅선봉을 필두로 하는 중국의 대북한 

투자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더구나 북한의 3차 핵실험 이전까지의 중국의 

움직임은 그간의 행태와는 다르게 중국정부 차원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북중 경제협력사업에 

나섰다는 점에서 우려의 현실화 가능성을 더욱 높인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5⋅24조치의 유지 또는 해제를 둘러싸고 특히 첨예한 시각 차이가 드러나고  

또한 그 해결이 쉽지 않은 것은 이 문제가 단순히 우리 측 경협업체의 피해규모와 북중경제협력에 

대한 평가 또는 인식 차이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남북관계 

및 남북경협을 바라보는 이념 또는 인식의 차이가 그 근저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적절한 해결책이나 타협점을 찾기 어려운 것이다.

2. 향후의 남북경협 전망

향후의 남북경협이 어떠한 모습으로 전개될지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그 예상에 

있어 고려해야 할 변수가 더욱 늘었고 또한 극적인 변화를 겪었기 때문이다. 우선 한반도를 

둘러싸고 가장 큰 이해관계에 놓인 주요국 모두가 새로운 정권을 탄생시켰다. 북한에는 김정은 

정권이 들어섰고, 남한에서는 박근혜 정권이 탄생했으며, 미국에서는 오바마 2기 행정부가 

탄생했고, 일본에서도 아베 정권이 새롭게 탄생했다. 무엇보다도 북한에 대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에도 새롭게 시진핑 체제가 들어섰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새롭게 탄생한 이 정권들이 향후 어떠한 대북정책을 수립할 것인가 

하는 점은 당연히 우리 신정부의 대북정책 수립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필자는 다른 한편으로 우리 신정부의 대북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수립될 것인가 

하는 점이 오히려 이 정권들의 대북정책 수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가장 큰 이해당사자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간 대선과정에서 밝힌 대북 관련 발언 및 공약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대북정책의 핵심 키워드로서 ‘남북 간 

신뢰와 균형’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남북 간에 신뢰가 쌓이고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이 이루어지면 국제사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경제협력방안으로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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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며, 이 과정이 바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것이다. 

한편, 박 대통령은 소위 햇볕정책으로 불렸던 북한 포용정책에 대한 인식에 있어 소위 ‘퍼주기’를 

통한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니라 가짜 평화라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선과정을 통해 간간이 드러난 이와 같은 공약사항 또는 견해 등은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다분히 추상적이고 원론적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향후 남북경협의 

모습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가장 관심이 높은 사항, 즉 금강산 관광 재개와 

5⋅24조치의 해제 여부 그리고 남북경협의 확대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그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다. 우선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는 ‘신변 보장 및 재발 방지에 대한 북한의 

확약’이 있어야 관광 재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또한 5⋅24조치의 해제와 관련해서

는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는 무조건적인 해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천안함 폭침사건 및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해 북한 측의 사과도 받고 신뢰를 

쌓으면서 문제를 해결해 가자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한편 남북경협의 확대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에 대한 대규모 투자는 신뢰 정착 및 비핵화의 진전과 연계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록 대선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이고 이러한 생각이 반드시 정책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나 이상과 같은 박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볼 때, 비록 선거과정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하기는 했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기존의 대북정책과 그리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물론 남북관계라는 것이 

예를 들어 정상회담과 같은 극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변수도 존재하기에 미리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만약 이러한 공약사항을 그대로 지켜 간다고 생각할 경우 당분간 남북관계에 있어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현 시점에 있어 남북경협의 

재개 또는 확대를 위한 시발점은 실질적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 여부 및 5⋅24조치의 해제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북경협은 말 그대로 상대방이 존재하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 

가지고서는 한계가 있다. 더구나 남북 간의 경제협력은 그 자체의 동력만을 가지고는 움직이기 

어려운, 즉 전반적인 남북관계와 정치⋅외교적인 국면 또는 결정에 따라 종속적으로 움직이는 

측면도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최근 북한의 3차 핵실험 

도발로 인해 조성되고 있는 매우 긴장된 국면에서 남북경협을 위한 논의 재개, 즉 금강산 

관광 재개 및 5⋅24조치의 해제 여부 등에 대한 논의는 상당 기간 미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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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하다시피 북한은 작년 12월에 광명성 3호라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최근(2013

년 2월 12일) 국제사회의 강한 반대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3차 핵실험을 감행한 바 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강력히 비난했고 이에 따라 유엔안보리는 이전보다 훨씬 

강력한 제재내용을 담고 있는 대북제재 결의안(2094호)을 채택하였다. 북한은 유엔안보리의 

결정에 대해 매우 강하게 반발하였고 결국 결의안을 채택한 지 30시간 만에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대북제재 결의안을 ‘전면 배격’한다고 밝혔다. 이후 북한은 이와 같은 강성기조를 

전혀 바꾸지 않은 채 오히려 최근 대북제재 결의와 한미연합훈련(키리졸브) 등을 이유로 

‘남북불가침합의 무효’와 ‘정전협정의 백지화’를 주장하면서 전면전을 불사할 것이라는 위협을 

서슴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북한이 도발할 경우 모든 화력을 총동원하여 매우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마치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를 겪는 것 같은 이와 같은 매우 긴장된 정세 속에서 남북경협의 

재개방안을 논하기는 실질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이다. 우선 북한에 대한 큰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통해 대화 재개의 물꼬를 트고 이를 토대로 남북경협의 재개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대북 인도적 지원에도 폭넓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기에 

지금과 같은 극한적인 대결국면에서는 이조차 그리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만약 북한이 핵을 이용한 한반도 위기상황의 조성을 통해 미국과 담판(소위 빅딜)을 

짓겠다는 전략을 선택했고 현재의 위기상황이 이러한 전략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시발점이라

고 한다면 남북경협의 재개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는 아주 긴 시간을 필요로 할지도 모른다.

Ⅴ. 맺음말

본고에서는 5⋅24조치 이후의 남북경협 현황과 향후의 남북경협에 대한 전망을 개괄적으로 

다루어 보았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5⋅24조치는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의 중단조치이

며 또한 방북 불허와 신규 투자 금지 등을 포함하고 있어 경협 단절조치라고도 볼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5⋅24조치는 확실히 그 제재대상이 되었던 일반물자교역과 위탁가공

교역의 실질적인 실종을 가져왔다. 북한이 이로 인해 타격을 받은 것은 당연한 일이나 교역은 

그 본질이 쌍방거래이기에 우리의 경협업체들도 북한 못지않게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또한 

제재조치의 예외가 되기는 하였지만 개성공단 역시 신규 투자 금지와 체류인원의 제한 등으로 

5⋅24조치가 취해진 이후 조업 차질 및 주문 감소 등의 피해를 보았다. 



연구 논문
5·24조치 이후의 남북경협: 현황과 전망

75

남북 간의 교류사업 및 지원사업 등도 타격을 받은 것은 마찬가지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지원은 2011년 이후 완전히 사라졌고, 사회문화협력사업도 2011년 들어 단지 

9만 8천달러를 기록할 뿐이었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비록 5⋅24조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는 하나 이미 막대한 타격을 받았고 일반의 관심에서조차 점차 멀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인한 우리의 희생과 분노를 생각할　때 사실상 

5⋅24조치는 무력에 의한 보복을 배제할 경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불가피한 

조치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동 조치로 인해 우리 기업 역시 북한 못지않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또한 향후의 남북경협은 물론 남북대화조차 어렵게 만드는 일종의 족쇄로 작용하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다.

더 큰 문제는 향후 상당 기간 동안 이러한 남북경협의 중단이라는 상황이 별로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 점이다. 아직 신정부의 대북정책이 완전히 그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의하면 금강산 관광 재개 및 5⋅24조치의 해제와 관련하여 북한의 

선(先)행동 또는 선(先)조치와 같은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이러한 정책이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선(先)행동 또는 선(先)조치와 같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사실상 지금까지의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북한이 이러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당위론을 배제하고 지극히 현실적으로 판단한다면 우리의 요구조건을 

지속적으로 강하게 견지할 경우 현재의 경협 단절상황에서 한 걸음도 더 나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북한의 핵실험과 이에 따른 대북제재 결의 그리고 북한의 반발 등으로 촉발된 

현재의 긴장된 대결국면을 고려할 때 상당 기간 남북경협의 재개를 논의할 공간을 찾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간 우리가 겪어 온 남북관계의 역사나 경험을 살펴볼 

때 비록 현 시점에서 향후 어느 시기가 될 것인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결국은 최악의 긴장국면이 

지나간 일정 시점에 어떤 형식으로든 남북대화의 재개 또는 관계 개선을 위한 요구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그 시점이 올 경우 원칙에 손상을 받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남북경협의 숨통을 트이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행정부 

자체에서 철회조치나 해제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면 국회 차원에서 그러한 요구를 수렴하는 

형태로 ‘대북한 인도적 지원 확대 및 남북교류협력의 확대’와 같은 조치들을 결의해서 이를 

행정부가 수용하는 형태로 우회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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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통일 경제⋅인프라분야 연구성과 
및 향후 과제’에 대한 공동세미나

KDI 북한경제연구팀은 국토연구원과 공동으로 2013년 2월 28일 국토연구원 중회의실에서 

“2013 ‘통일 경제⋅인프라분야 연구성과 및 향후 과제’에 대한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본 세미나에서는 북한 경제, 인프라 분야의 2012년 연구성과를 정리하고 2013년 연구과제를 

소개하였다. 북한경제 연구 세션에서는 산업연구원 이석기 선임연구위원, 국방연구원 

성채기 책임연구위원, 농촌경제연구원 김영훈 선임연구위원, KDI 이석 연구위원, 북한 

인프라 연구 세션에서는 국토연구원 이상준 한반도동북아연구센터장, 한국교통연구원 

안병민 동북아북한교통연구센터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황진회 해운시장분석센터장, 에

너지경제연구원 김경술 국제협력연구실장이 발표하였다. 토론자로는 김중호 수출입은행 

연구위원, 최수영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외에도 관련 정부부처에서 참석하여 향후 

연구주제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본문에서는 발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여 제공한

다. 

일시
2013년 2월 28일(목) 14:00~18:00

장소
국토연구원 중회의실

발표요약문
이석기(산업연구원), 북한 외화통용 실태 분석

성채기(국방연구원), 북한의 구매력 환율, GDP, 소득 불평등도 추계

김영훈(농촌경제연구원), 맞춤형 대북 농업협력사업 추진방안

이상준(국토연구원), 국토연구원의 2012년도 주요 연구성과와 향후 연구과제

안병민(한국교통연구원), 2012년 연구 추진 현황 및 연구 결과 

황진회(한국해양수산개발원), 남북관계 변화대비 해운수송체계 구축방안

김경술(에너지경제연구원), 남북에너지협력 프로젝트별 추진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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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외화통용 실태 분석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sklee@kiet.re.kr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북한 경제의 변화는 화폐측면에서도 발생하고 있는데, 화폐를 

통한 기업간 거래가 일상화되는 등 경제의 화폐화와 함께 거래의 수단, 가치의 척도, 가치의 

저장수단으로서의 외화의 중요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제 외화가 자국화폐와 함께, 혹은 

자국화폐를 대신하여 통용되는 이러한 외화 통용현상, 혹은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는 북한경제의 작동 메커니즘을 온전히 설명하기 힘들게 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최근 급속하게 심화되고 있는 북한의 외화 통용 현상의 원인, 

실태, 그리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먼저 북한의 외화통용 현상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이해하기 위해 2장에서는 달러라이제이션

의 이론과 사례를 검토한다. 달러라이제이션의 개념을 자산대체와 통화대체를 통하여 설명하

고, 그 측정방법을 소개한다. 그리고 달러라이제이션의 보편적인 원인과 효과를 분석한다.

3장에서는 북한 달러라이제이션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살펴본다. 경제위기 이전에도 달러라

이제이션이 진전되기는 하였지만,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대외무역의 분권화와 사실상의 

자유화에 따라 외화를 접할 수 있는 경제주체가 크게 증가하였고, 이에 외화 통용 현상이 

심화되었다. 특히 몰수형 화폐개혁의 성격을 강하게 지녔던 2009년의 화폐개혁은 북한 주민들

로 하여금 북한 화폐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게 만든 결정적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후 화폐자산을 

북한 원화가 아닌 외화로 보유하려는 경향이 가속화된 것으로 보인다. 

4장에서는 북한 달러라이제이션의 내부 구조를 분석한다. 먼저 화폐의 기능 측면에서 

달러화의 진전 정도를 살펴보았는데, 화폐자산을 외화로 축적하려는 자산대체는 매우 광범위하

게 진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가품 거래에서부터 통화대체가 시작되었으며, 수입품 

거래에서는 외화가 주된 교환 매개로서 기능하고 있다. 다만, 주민들의 일상적인 거래에서는 

여전히 북한 원화가 교환의 주된 매개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주택 등 규모가 큰 

자산에서부터 외화가 회계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기 시작했으며, 환율의 급격한 변동에 

따라 점차 더 많은 재화의 가치가 외화로 표현되고 계산된다.

외화 통용의 주요 화폐 측면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달러화(dollarization)가 지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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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이었으나, 2000년대 들어, 특히 중반 이후 위안화(yuanization)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제 국경지대에서뿐만 아니라 일부 내륙지역, 특히 평양에서도 인민폐를 보유하고 

사용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5장에서는 북한 외화통용 현상의 원인을 살펴보았다. 화폐 수요적 측면에서는 높은 인플레이

션, 몰수형 화폐개혁, 네트워크 외부성 등 통상적인 화폐 수요적 요인이 북한에서도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의 종합 외화수지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판단이 

어려웠다. 다만, 그 규모는 측정하기 어렵지만 여러 경로로 북한 내부에 적지 않은 외화가 

축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앙집중적 외화 관리제도의 사실상 와해, 기관⋅기업소의 

외화보유 허용 등 제도적 요인도 작용하고 있다. 

6장에서는 달러라이제이션이 북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정부의 대응방식을 분석하였

다. 정부가 화폐발행을 적절히 통제하지 않는 상황에서 달러라이제이션에 의한 화폐발행 

차익의 감소는 결과적으로 더 많은 화폐를 발행하도록 만들고, 이는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자산 축적 및 거래수단으로서의 외화 선호가 높아짐에 

따라 북한 내부에서 외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그 결과 환율상승 압력이 심화되고 

있다. 결국 달러라이제이션은 총체적으로 정부의 경제 통제 역량을 감소시키고, 경제의 불안정

성을 심화시킨다. 또한 이는 계층간 소득 격차를 확대시키고, 한계계층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와 동시에 가치가 안정된 외화는 경제적 거래의 불확실성을 완화시키고 경제주체 간 

대규모 자금 거래의 기반이 된다. 생산활동에 필요한 자본의 역할도 부분적으로 담당하는 

달러라이제이션은 부분적으로 경제활동을 자극하는 영향도 미치고 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외화를 정부에 집중시키고 민간의 외화사용을 억제하는 등 달러라이제이

션을 억제하려고 노력하는 동시에 달러라이제이션에 의해서 생성된 외화시장을 활용하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북한 정부는 주민들의 외화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고 외화로 

거래되는 시장을 스스로 창출하여 외화를 흡수하려고 하고 있는데, 휴대폰 시장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화폐를 발행하여 시장에서 외화를 사들이는 등 직접적으로 외화 시장에 개입하기

도 한다. 이러한 정부의 외화 시장 활용은 공식경제의 작동에 일부 기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플레이션과 환율 상승을 심화시켜 경제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킨다. 이는 다시 국가의 경제 

관리 역량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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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구매력 환율, GDP, 소득 불평등도 
추계1)

- 주요 경제지표 추정과 경제실상 평가 -

성채기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chaiki838@gmail.com

김정은 체제가 20여 년간 지속되고 있는 경제위기의 유산을 물려받고 출범했다. 김정은 

체제의 추후 향방은 경제실상과 위기의 심도가 어떠하며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달려있다

고 할 수 있다. 북한 스스로의 향방 뿐 아니라 우리의 대북정책 또한 북한경제 실상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근거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한 나라의 경제실상은 무엇보다도 GDP(국내총생산, Gross Domestic Product)나 1인당 

GDP, 공업 및 농업생산, 무역과 같은 주요 경제지표에 집약되어 나타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들 핵심 지표가 없거나 부정확해서는 실상파악이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핵심인 GDP, 1인당 GDP와 같은 지표들에 대해 북한 당국이 믿을만한 통계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은 현실에서, 이에 대한 국내외 추계결과는 극심한 혼란에 빠진지 오래이다. 

예를 들면 2005년의 1인당 GDP에 대해 정부의 공식 추정기관인 한국은행은 1,056달러를 

제시했으나, 이를 비판하는 여러 국내외 학자⋅기관들은 적게는 368~640달러(무역환율 

기준)로 추정하고 있고, 미국 중앙정보부(CIA)와 같은 주로 해외기관이나 일부 국내학자들은 

2,000달러 전후(구매력환율 기준)로 추정하고 있다. 

사회주의 관례와 기준에 따라 그간 기본환율(1달러=1원 전후)을 적용해 온 북한당국은 

1991년도까지는 1인당 소득을 2,500달러 전후로 발표해 오다가, 1997년 이후로는 무역환율로 

기준을 바꿈으로써 크게 축소된 400~500달러대 통계를 유엔에 제출해 왔다. 북한이 국내 

주요지표의 달러 환산에 기본환율을 적용해 온 원칙과 관행을 버린 동인은, 기본적으로 유엔분담

금의 경감과 유엔 및 산하기관, 국제통화기금(IMF) 등으로부터 식량, 자금 등의 지원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무엇이 진실일까?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기존 연구들이 갖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1) 성채기⋅탁성한⋅정상돈⋅김진무, 북한의 구매력 환율, GDP, 소득 불평등도 추계-주요 경제지표 추정과 경제실상 평가, 한국국방연구원, 2012
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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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구매력을 반영하지 못하는 무역환율을 적용하는 점, 그리고 폭이 크게 확대된 북한의 

공개정보를 맹신하고 그대로 수용하거나, 반대로 그에 내재된 중요 정보를 무시하고 전체를 

등한시하는 태도와 방법 등에 있다고 보고 이를 극복할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무엇보다도 그간 ‘당분간은 넘을 수 없는 장벽’으로 여겨졌던 구매력 환율(PPP)의 

장기(1946~2011) 통계시리즈를 (아마도 국내외 처음으로) 추계하였으며, 그간 불완전하게만 

파악되었던 북한 원화 기준의 국민소득(NMP), 공업성장지수 등의 장기 통계도 온전하게 

추계하였다. 그 결과 2011년 현재 북한의 1인당 GDP는 1,700달러 수준임을 밝혔다. 또 

(시론적이지만) 북한의 분배불평등 지수를 측정한 결과, 북한이 브라질, 중국 이상으로 소득이 

불평등한 상태이며, 상위 20%의 1인당 GDP는 약 4,600달러에 이르는 사실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가 불가피하게 여전히 일부 불확실한 정보에 기초한 부분도 있지만, 어렵게 추계해 

낸 중요 결과들이 관련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한편, 새로운 관련 연구의 촉진제가 

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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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대북 농업협력사업 추진방안2)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kyhoon@krei.re.kr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에 걸쳐 수행된 대북 농업교류협력은 성과와 함께 개선을 요하는 

과제도 남겼다. 향후 대북 농업협력은 효과와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북한의 상황에 적합한 적정협력사업을 발굴하고, 북한의 농업협력 

수요에 맞추어 협력분야를 선택하며, 북한의 경제개방시책에 조응하는 선도적 농업협력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2012년 수행된 이 연구는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대북 

농업협력사업을 검토하여 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다. 둘째는 적정성과 수용 가능성, 지속 

가능성이 높은 ‘북한 맞춤형 농업개발협력사업’을 발굴해 정리하는 것이다. 세 번째 연구목적은 

이들 농업협력사업의 분야와 추진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북한 맞춤형 농업개발협력사업은 효과성, 수용 가능성, 지속 가능성 등 세 가지 과제를 

만족시키는 협력사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 협력의 효과는 북한 농촌 현장의 사정에 맞추어진 

농업개발협력사업에서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수용 가능성은 과거 북한이 국제사회에 

공개적으로 요청했던 협력사업이나 혹은 지금까지 중단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농업개발협력

사업에서 가장 높게 나타날 것이다. 지속가능한 농업개발을 목표로 추진하는 협력사업으로서 

대표적인 것은 특구 배후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선도적 농업개발협력사업이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 맞춤형 농업개발협력사업을 그 목적별로 식량공급증대, 농업기반복구, 

축산지원, 산림복구 및 환경보호,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 농촌환경 개선, 취약계층 지원, 

특구 배후농장 선도농업개발 프로그램 등 8개 협력프로그램으로 구분하고, 총 17개 세부 

협력프로젝트를 도출해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주요 세부 프로젝트에는 감자재배 

확대, 우량종자 공급, 수확 후 손실 감소, 홍수 피해지 복구, 제방 복구, 간이 관개체계 

공급, 농가에 대한 소가축 공급, 양돈 및 잠업, 황폐산림과 양묘장 복구, 산림병해충 방제, 

농촌 에너지 개발, 농촌 주택환경 개선, 취약계층을 위한 소농장 지원, 특구배후농장 선도 

농업개발협력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에는 통합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물자 

2) 김영훈⋅남민지⋅권태진, 맞춤형 대북 농업협력사업 추진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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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과 모니터링만으로 구성되는 사업도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농업개발협력 프로그램은 북한 특구 배후 농촌지역의 선도적 농업개발협

력사업이다. 북한은 과도기 경제개발 방안으로서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한 개발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협력의 효과는 북한의 개발전략에 조응하는 농업부문의 개발협력사업에서 높게 

나타날 것이다. 북한이 지정한 경제특구 배후지역 농촌을 대상으로 농업협력사업을 추진한다

면, 특구 주민이 소비할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으며 특구에 유입된 자본이 주민의 소비생활을 

통해 북한 본토로 유입되는 연관효과도 창출할 수 있다. 또 협력 과정에 수반될 특구 배후지 

농장의 시장화 실험은 북한의 바람직한 중장기 농업개발전략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다.

대북 농업개발협력사업 추진 체계는 정부와 민간지원단체 간의 협력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이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내용은 협력의 원칙, 협력 체계의 구성, 지원 대상 사업의 

선정, 모니터링과 평가 체계 등이다. 기타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서 전문기술의 지원, 공적개발협

력(ODA) 체계와의 연계 추진, 민간부문 내 협력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민간부문의 

협조에 대해 살펴보았다. 남북 간 농업개발협력사업이 본격화되면 정부는 민간의 협력주체를 

기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구를 설립해 지원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남북관계와 동북아 정세가 풀리면 대북 농업협력사업 사례와 규모가 확대되고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이 경우 정부는 대북 농업협력사업을 기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구를 

설립해 민간부문의 협력사업 추진주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 정부 주도 농업개발협력

사업의 경우 전문 ‘사업단’을 설치해 일관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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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의 2012년도 주요 연구성과와 향
후 연구과제

이상준 (국토연구원 한반도⋅동북아연구센터장)

sjlee@krihs.re.kr

미래 통일시대에 대비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북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일관성 있는 한반도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제를 

북한과 함께 협력해서 추진한다면 가장 이상적이지만, 여건이 이것을 허용치 않는다면 우리 

내부적인 노력이라도 먼저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토연구원은 국토지리정보원이 북한 

전역을 대상으로 작성한 수치지형도를 토대로 북한 주요 도시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를 

분석하는 연구를 2011년부터 진행해 왔다. 2011년도에는 북한의 남포와 신의주를 대상으로 

도시발전 잠재력을 분석한 『통일 한반도 시대에 대비한 북한 주요 거점의 개발잠재력과 정책과제

(Ⅰ)』를 발간한 바 있고, 2012년도에는 『통일 한반도 시대에 대비한 북한 주요 거점의 개발잠재력

과 정책과제(Ⅱ)』에서 나선, 청진, 원산을 분석하였다. 

2012년도 연구에서는 현실적으로 실태파악을 위한 접근이 어려운 나선, 청진, 원산의 

실태를 인공위성 영상자료 분석과 탈북자들의 증언, 그리고 관련 문헌자료를 통해 최대한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도시별 토지이용 및 도로와 철도의 연장, 주택관련 

수치자료 등은 최초로 생산된 자료로서 향후 관련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개혁⋅개방 이후 예상되는 나선, 청진, 원산의 도시개발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중단기적으로 어떠한 남북 협력사업을 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경제특구의 조성과 배후 기반시설의 확충은 세 도시의  공통적인 추진과제로 

제시되었다. 앞으로 북한 도시개발의 과제 측면에서 보다 다양한 정책 시나리오별 개발과제가 

발굴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북한이 개혁과 개방을 스스로 해 갈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 하에서 도시개발의 과제를 검토하였는데, 다양한 정책기조에 따라 도시개발은 

다른 양태로 전개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토연구원이 수시연구과제로 2012년에 수행한 『북한 국토개발을 위한 남북협력 100대 

과제와 추진방향』연구는 국토분야 남북협력이 정치적인 상황 변화와 상관없이 일관성을 갖고 

추진되어야 한다는 문제인식 하에서 진행되었으며, 2013년 우리 새 정부가 장기적인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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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100대 과제는 한반도가 분단을 극복하고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발전해 

가기 위해 국토공간적인 측면에서 추진해야 할 핵심과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중단기 과제들은 

주로 남북 간의 연계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과제들이고, 장기 과제들은 한반도와 대륙이 

연계되고 경제공동체의 실현을 뒷받침하는데 초점을 맞춘 과제들이다. 통일시대를 향해 남북이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국토분야의 과제들은 더 넓게, 그리고 더 멀리 한반도의 미래를 내다보면

서 고민해야 할 과제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100대 과제와 그 추진방향은 

남북 간에 협력원칙을 공유하는 바탕 위에서 점진적으로 국토통합을 추진해 가야 한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제기된 100대 과제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 남북 간에 단절되고 이질화된 

국토를 단계적으로 통합해 가는 커다란 흐름이 제시되어 있다. 우리는 ‘단계적인 국토의 

통합성 회복’을 지향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장기적인 한반도의 국토통합 추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성’이다. 중단기부터 실현가능성이 낮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제안되거나 

추진된다면 남북협력 자체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는 문제를 가져올 뿐이다.   

이 연구는 100대 과제의 추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정책제안을 하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남북 협력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토이다. 지금까지 남북 협력사업이 제안되고 합의되는 

과정은 매우 단순하였다. 우리 측에서 사업을 제안하고 북한측이 받으면 그것으로 합의가 

완료되는 과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사업타당성에 대한 검토는 미흡한 편이었다. 물론 민간제안

사업의 경우는 사업자가 책임지고 사업성을 검토하여 통일부에 사업승인을 신청하게 되지만, 

당국 간 협력사업의 경우 이러한 검토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당국 간 협력사업이 철도, 도로연결 등 비교적 단순한 단기 사업 중심이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향후 보다 다양한 사업들이 공적자금의 투입을 통해 진행되어야 할 경우, 보다 

세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남북 간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남북이 주요 사업에 대해서 공동으로 사전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은 사전타당성 검토를 남북이 공동으로 진행한 후 사업을 승인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시장경제에 기반을 둔 남북협력의 원칙을 견지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리고 단계적이고도 질서 있는 국토통합을 추진해 간다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사업들이 추진되어야 우리의 국민적 공감대도 보다 쉽게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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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100대 과제의 선정보다 더 어려운 것이 이러한 과제들의 

실천이다. 실천력이 담보되지 않은 협력과제들은 공허한 말의 성찬일 뿐이다. 100대 과제의 

실천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에 대한 후속연구들도 필요하다. 국토연구원에서는 올해 『통일시대

를 향한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프로젝트 선정 및 실천과제 연구』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국토분야 

남북협력의 실천 로드맵을 작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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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연구 추진 현황 및 연구 결과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동북아북한교통연구센터장)

ahnbm@koti.re.kr

1. 2012년 북한 관련 연구 상황

한국교통연구원은 2013년의 북한연구 방향을  한반도 중장기 교통전략 수립 및 북한 교통 

DB의 내실화로 설정하고, 정부 부처가 발주한 중장기 남북교통전략 과제, 북한 DB구축사업관

련 과제,  접경지역 교통인프라 관련 과제 1건 등 4건의 연구과제와 10건의 자체 정책과제를 

수행하였다. 

주요 자체 정책과제 제목은  ① 북중 경제협력의 확대와 중국의 창지투개발계획 분석(-교통물

류체계와 라진항 연계수송을 중심으로-), ② 남북 왕래 및 운송시스템, 최근 동향과 분석, 

③ 북러간 연계 수송인프라 현황 분석, ④ 대북 물자지원 수송사례 분석, ⑤ 북한 정치, 

경제 변화가 두만강유역 개발사업에 미치는 영향, ⑥ TSR 운영실태 분석에 따른 TKR 연계 

가능성 진단, ⑦ 남북러 가스관과 철도프로젝트 연계 가능성, ⑧ 북중러 접경지역 교통인프라 

개발과 동북아 교통체계에 미치는 영향, ⑨ 북한 긴급상황시의 대북 수송경로 분석 등이 

있다.

2. 주요 연구 내용

주요 연구 내용으로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북한 긴급 상황시의 대북 수송경로 분석으로서, 

주 대상지역은 북한의 강원지역과 평양-남포지역 등 2개 지역이었다.

(1) 강원지역

강원도의 북한 지역은 남한과 접경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육상, 해상, 항공망을 이용한 

물자공급이 가장 용이한 지역이다. 또한 강원도는 동해를 접하고 있어 해상운송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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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며, 남북 간 철도와 도로가 이미 개통된 상태이기 때문에 육로수송 또한 가능하다. 

이 지역의  물자 공급 거점도시로서는 원산시가 있으며, 원산시 지역은 항만, 금강산-원산간, 

평양-원산간 고속도로, 평나선, 경원선(북한에서는 강원선) 철도의 물류 집결지이며, 활주로 

2,438×52 규모의 갈마공항이 위치해 있다. 

이 지역으로 접근하기 위한 수송노선으로는 철도와 도로를 이용한 육로수송과 해상-철도-도

로를 연계한 복합운송이 있다. 긴급상황 발생 시 강원도 거점인 원산으로의 물자 수송은 

화물차를 이용해 원산-금강산 고속도로를 통해 접근하는 방법(1안)과 열차를 이용해서 금강산

청년선 경로를 통해 접근하는 방법(2안)이 가능하다. 또한 속초항이나 부산항에서 화물선을 

이용해 원산항까지 해상수송으로 접근하는 방법(3안)도 있다.

해상운송은 다량의 화물을 수송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북한 항만의 하역 능력 및 항만 

접근 교통수단의 노후화를 감안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육상운송이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1> 강원도 수송 가능 대안 경로

수송형태 안 수송경로 수송 거리 비고

육로수송
(철도⋅도로)

1안 고성-금강산-원산 약 146㎞
-

-

해상 2안 속초-원산 약 200㎞ -

항공
3안 인천-원산 약 166㎞ 항공직선거리

4안 양양-원산 약 210㎞ 항공직선거리

(2) 평양-남포지역

남한에서 평양과 남포 지역으로의 긴급수송은 다른 지역에 비해 조건이 양호한 상황이다. 

평양과 남포는 육상교통망이 잘 정비되어 있으며, 국제공항인 평양순안공항과 최대 무역항인 

남포항도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다. 

평양과 남포에 긴급물자를 수송하는 방법으로는 육로수송, 해상수송, 항공수송 모두가 

가능하다. 먼저 이 지역으로의 육로수송을 보면, 서울에서 평양까지 평양-개성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수송하는 방법과 서울에서 평양까지 평부선 철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서울에서 

평양까지의 고속도로 거리는 약 257㎞이며, 문산에서 평양까지의 철도 연장은 약 213.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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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평양⋅남포 수송 가능 대안 경로

수송형태 대안 수송경로 수송 거리 비고

육로수송
(도로)

1안

서울-개성-평양 약 257㎞

서울-개성-평양-남포 약 301㎞

육로수송
(철도)

2안

 문산-개성-평양 약 213.8㎞ 

문산-개성-평양-남포 약 263㎞

해상수송 3안

인천-남포 약 363㎞

인천-남포-평양 약 407㎞ 남포-평양 도로이용

항공수송 4안

인천-평양(순안) 약 496㎞

인천-평양 직항로 이용

인천-온천공군기지-남포 약 476㎞

현 상황 하에서는 해상운송이 경쟁력이 있으나, 북한이 육로통행을 허용한다는 조건하에서

는, 소요시간⋅경비⋅수송량⋅안전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했을 때, 육로수송이 최적 경로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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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변화대비 해운수송체계 구축방안

황진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운시장분석센터장)

hjh@kmi.re.kr

1. 서론

남북 관계가 긴장과 갈등구조로 전화됨에 따라 남북한 교역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북한 교역 물자, 특히 해상운송이 단절되어 향후 남북경제교류 활성화시 

많은 문제가 예상된다. 

최근 남북 교역실적을 보면 2011년에 반출 4만건(7억 9,100만달러), 반입 3만 3천건(9억달

러)을 기록했으나, 남북 교역건수와 금액은 2008년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남북 간 교역물자는 2003년까지 해상운송 교역액이 92.4%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지금은 

대부분 육로수송(도라산 통과화물)이 차지하고 있다. 

해상 반출입액은 2007년 11억 4천달러(63.5%)에서 2011년에는 1,400만달러로 전체금액에

서 차지하는 비중이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0.85%). 그리고 해상 반출입건수는 2007년 

17,294건(33.4%)에서 2011년 219건(0.3%)로 감소하였다. 남북 간 선박 통항횟수도 2007년 

이후 급감하였으며, 해상물동량 또한 급감하여 2011년에는 2천톤에 그치고 있다. 남북 간 

해상물동량은 2000년의 70만톤(2,073회)에서 2007년 2,511만톤(11,891회)으로 급증했으나, 

2011년에는 2천톤(142회)으로 남북 간 선박운항 및 해상운송물동량이 급감하였다.

이는 2008년 당시 새정부 출범에 따른 대북정책 기조 전환과 북한의 천안함 폭침사건(2010. 

3. 26)과 같은 도발행위로 우리 정부에서 북한 선박의 남한 영해 운항을 전면 금지(2010. 

5. 24)시켰고, 이후 북한의 연평도 포격(2010. 11. 23) 등 추가도발로 남북 간 경색국면이 

장기화된 결과이다.

남북 해상운송은 남북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운송 시스템이다. 해상운송은 

경제개발에 필요한 각종 원부자재를 가장 저렴하게 대량으로 수송하는 시스템이다. 단적으로 

인천국제공항 건설 시 필요한 원부자재도 대부분 선박을 이용해 수송되었다. 북한지역의 

경제개발 및 산업단지, 그리고 인프라 개발에는 해상운송시스템이 구비되어야 효율적인 물자 

수송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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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해상운송은 남북 간 오랜 협력과 다양한 합의서 채택을 통해 발전해 왔다. 지난 1991년 

12월의 제5차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1991. 12. 13)｣를 통해 도로 및 철도 연결, 해상항로 개설에 합의한 이후, 1992년 5월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의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1992. 9. 17)에서 남한 

항만 3곳(인천, 부산, 포항)과 북한 항만 3곳(남포, 원산, 청진) 간의 해로 개설을 합의했다.

그리고 2001년 6월, 북한상선 3척이 제주해협을 무단 통과하면서 해운문제가 남북 간 

주요이슈로 등장했다. 이에 2002년 11월 제1차 남북해운협력 실무접촉 회의를 개최한 이후, 

2004년 5월까지 4차례의 실무접촉을 개최하면서 남북해운합의서 체결이 논의되었다. 이어 

2004년 6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남북장관급회담 수석대표가 정식 서명한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가 교환되고, 2004년 12월 국회 비준을 거쳐 정식 발효되었다.

2. 남북 해상운송의 문제점

현재 남북 해상운송은 정치적인 특수성과 해상운송의 특성이 결합되어 다음과 같은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첫째, 물동량 부족 및 적정선박의 확보 문제가 있다. 남북 간에는 

해상운송 물동량이 부족하여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지 못하고 운임이 상승하는 문제가 있다. 

일반적으로 해상운송은 대량 화물을 저렴하게 수송한다는 특징이 있으나, 남북 해상운송에는 

적정량의 화물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기업에서는 채산성을 맞추기 

위해 금융부담이 없는 노후 선박을 투입하고 인건비가 낮은 외국인 선원을 고용해야 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둘째, 북한 내 영업 제한과 신규 시장 개척 문제이다. 북한 사회의 특수성으로 남한 기업이 

북한에서 영업활동을 하기에 문제가 있고, 북한 기업이 남한시장에서 영업하는 것도 익숙하지 

않아 해운기업의 상업적 운영과 경영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해상화물 물동량 확대를 

위한 신시장 개척도 어려운 상황이다.

셋째, 남북의 특수항로로 인해 선원들의 승선 기피가 문제되고 있다. 북한 항내에서 통신이 

차단되는 상황에서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면 선원들은 전쟁이나 폭격 등의 우려로 동 

항로에서의 승선을 기피하게 된다. 국제해사기구(IMO)에서도 전쟁 및 테러가 우려되는 항로에

서 선원들의 항행과 승선은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위험항로는 해상보험료가 

인상되고, 외국인 선원도 승선시킬 수 없어 비용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넷째, 북한 항만 노후화에 따른 생산성 및 안전성 문제가 있다. 북한 항만은 시설이 노후화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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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이 낮은 뿐만 아니라 작업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외국 선박의 북한항 내에서의 

통신장비 봉인, 항만시설 사용료 선입금 등과 같이 국제관례에 맞지 않는 규정이 있어 민간선박

의 상업적 운항에 많은 제약이 있다.

다섯째, 북한의 법제도가 남북한 해상운송 활성화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보안상의 

문제로 원활한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도 있고, 입항료 인상 및 결제 통화조건 변경시 북한의 

일방통보로 업무를 처리하는 등의 불편함도 있다. 

3. 남북해운 발전을 위한 추진과제

남북 경제교류 촉진과 한반도의 번영을 위해 남북 해운은 다음과 같은 과제를 추진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첫째, 남북 해상항로 복원 및 신규항로 개설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해 서로 개항한 각각의 7개 항만은 양측의 중요 무역항이 포함된 것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더불어 우선적인 복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북한 지하자원의 효율적 운송을 위해 북한의 탄천항, 

송림항, 남한의 평택항, 당진항 등을 연계하는 신규항로 개설도 필요하다. 

둘째, 남북해운협력기구 설립 및 운영도 시급한 과제이다. 남북해운합의서에서 남북 해사 

당국 간 협의기구 구성 및 운영을 명시하였으나, 1회 회의 이후 진척되지는 않고 있다. 남북 

간의 해운 관련 다양한 문제점 해결과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남북해운협력기구의 조속한 

설치가 필요하다.

셋째, 남북 선박 입출항 절차 개선도 필요하다. 남북해운은 남북해운합의서에 연안 수송으로 

규정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외항해운과 같은 선박입출항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북측에서

는 항만내 선박 입출항 제약이나 통신 단절은 시급히 개선될 수 있도록 협의가 필요하다. 

또한 항만 생산성과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지 위한 협의도 필요하다.

넷째,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남북 해운 비즈니스 환경 개선에는 

많은 재원이 소요된다. 그리고 해상운송에 필요한 항만 등의 인프라는 국가의 투자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남북 해운 활성화 및 투자확대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이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북한항만시설 개선 및 북한 항만운영권 확보도 필요하다. 북한 항만 투자를 중국이 

독점하면서 우리 남한 기업의 진출에 많은 장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항만 투자를 

통한 남북한 해상운송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우리 기업의 북한 항만운영권 확보가 가능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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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협의가 필요하다.

여섯째, 남북 항로에서 선원의 안전과 기술 습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남북 해상운송을 

명실상부한 민족 내부 항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남북한 선박 및 양측 선원들의 승선이 

필요하다. 우선 남북 긴장완화로 선원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소를 해소해야 하고, 북한 

선원들은 상업적 운항에 필요한 운항기술과 영업 노하우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밖에도 남북 공동운항선사 설립 기반 구축, 남북 해상 관광항로 개설 등이 시급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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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에너지협력 프로젝트별 추진방안 분석

김경술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kskim@keei.re.kr

에너지 공급부족은 북한 경제난의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이다. 에너지 전 수요분야에 

걸친 심각한 공급부족으로 북한 경제는 심각한 기능저하 상태에 빠져 있다. 특히 에너지 

공급부족으로 인한 수송기능의 저하와 산업생산력의 마비는 다시 에너지 산업의 회복을 

어렵게 하는 악순환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에너지 산업은 대규모 투자와 방대한 연관산업, 

다양한 연관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제공되어야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복합산업이라는 

점에서 북한이 처해 있는 에너지 공급난은 북한의 내적 역량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울 전망이다.

북한의 개혁개방이 추진된다해도 당장은 서방으로부터의 투자유치는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각종 법제도 및 인프라 미비, 연관산업 부실 등으로 정상적인 산업활동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결국 수많은 제약요인 하에서도 과감한 대북지원이나 투자를 통해 개발 

초기단계의 투자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국가는 사실상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대비한 선투자라는 관점에서 불리한 사업여건도 감수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에너지자원분야의 유망한 9가지의 남북협력 사업대안들을 선별하여 

그에 대한 기술적⋅정책적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북한의 변화가능성과 그에 따른 남북협력 

사업의 전개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연구분석을 수행하였다. 

첫째, 북한 노후 수력발전설비 개보수 협력사업이 유망하다. 북한 수력발전설비 대부분(531

만㎾)을 개보수 대상으로 판단하여 노후도에 따라 전면교체, 성능개선, 성능복원, 성능보전 

등 4가지 등급의 개보수를 제안하였으며, 투자 소요액은 2조 8,813억원으로 평가하였다.

둘째, 북한 노후 화력발전설비 개보수 협력사업도 유망하다. 북한 화력설비 전량(300만㎾)을 

개보수 등급별로 구분, 평가하였으며, 개보수 사업에 2조 555억원, 경상정비 및 보수부품 

지원에 매년 88억원의 투자수요를 평가하였다.

세 번째로 수행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협력사업 분석에서는 40만㎾급과 20만㎾급의 

두 가지 경우를 분석하였으며, 건설비는 무연탄발전소의 경우 각각 9,460억원과 6,240억원으

로 평가되었고, 갈탄발전소의 경우에는 각각 1조 219억원과 6,740억원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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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로 천연가스발전소 건설 협력사업을 분석하였다. 이 사업은 한⋅러 PNG 사업이 

성공적으로 전개되어 북한이 매년 통과료를 천연가스로 받게 되는 경우 그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관점에서 분석되었다. 30만㎾급 복합발전소를 가스터빈으로 구성하는 경우는  3,900~4,400

억원, 가스엔진의 경우는 3,300~5,900억원의 투자비가 소요될 것으로 평가하였다.

다섯 번째로 남⋅북⋅러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협력사업을 분석하였다. 러시아 가스를 

한국으로 수송하기 위한 3가지 방안(PNG, LNG, CNG) 중 PNG 방식이 가장 경제적인 

수송방식으로 평가되었으며, 종합적인 수송원가는 PNG가 0.31($/MMBtu)로 LNG의  

0.94($/MMBtu), CNG의 0.60($/MMBtu)에 비해 월등히 경제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여섯 번째로 한⋅러 전력계통 연계사업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최단노선과 평양을 경유하는 

노선 등 두 가지 루트가 검토되었다. 평양경유 노선은 최단노선에 비해 선로길이가 200㎞ 

늘어나고 직교류 변환소도 최단노선에 비해 2개소 많은 4개소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곱 번째로는 북한 송배전설비 현대화 협력사업을 분석하였다. 단기사업으로 북한 특정 

발전소 발전증대 및 송배전망 현대화 협력을, 중기사업으로 남북한 계통연계 시행 및 발전소 

신규 건설을, 장기사업으로는 남북통합 단일 전력계통망 구축을 목표로 북한 내 지역 간 

환상망 구성사업을 제안하였다. 

여덟 번째로 신재생 전원개발 협력사업에 대해 분석하였다. 소형 풍력⋅태양광 설치사업, 

풍력시범단지 조성사업, CDM 인프라구축 지원사업, 풍력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설계하였으며, 예상 투자 소요액은 806억원으로 평가되었다.

아홉 번째로는 남북 광물자원개발 협력사업 추진방안을 분석하였다. 북한 전 지역의 총 

696개 광산에 대한 단계별 무상탐사 시행과 본격적인 개발을 위한 4개의 특구권역(단천, 

남포, 해주, 신의주) 설정을 제안하였다.

추진체제로 ‘남북에너지자원협력협의체’의 설립을 제안하였으며, 재원조달 방안은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사업과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업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정부가 부담할 

몫은 전액 정부가 부담하여 별도의 투자회수 방안을 설계하는 방안으로 접근하였고, 사업자가 

부담하는 사업의 경우는 민간 사업자가 재원을 조달하고 정부의 역할은 일반적인 재무적 

지원 정도로 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부가 재원을 부담하는 사업은 비경제적 투자회수 

사업과 인도적 지원사업에 국한하도록 하고, 그 재원으로는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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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2010년 5·24 조치 이후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이 모두 중단된 반면 북한과 중국의 

무역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그 결과 현재 북한의 대외거래 거의 대부분이 북중무역으로 

채워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한편에서는 북한의 무역 구조가 ‘중국 맞춤형’으로 

변화해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또 다른 한편에서는 북한이 쉽게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는 몇 가지 전략품목의 대중수출 확대에만 집중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북한경제의 발전에 

역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북중무역이 현재의 북한경제를 이해하는 

‘키워드’로 등장했다는 뜻이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북중무역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2010년 이후 이용 가능한 북중무역 통계들을 여러 형태로 재구성하여 제공한다.  

현재 이용 가능한 북중무역 통계는 중국 해관이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다. 외부 연구자들의 

경우 이러한 통계를 유엔(UN), 국제통화기금(IMF), 한국무역협회(KITA) 등을 통해 입수할 

수 있는데, 이들로부터 입수된 북중무역 통계는 그 성격 및 형태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다.1) 우선 UN의 상품무역통계(Commodity Trade Statistics)에 나타난 북중무역 통계는 

북중무역을 HS Code 6단위까지의 상품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상품에 대한 연도별 거래금액 

및 거래량을 제공한다. 반면, IMF의 무역향방통계(Direction of Trade Statistics)에서는 

주로 월별, 연도별 거래금액만이 제공되고 있다. 한편, KITA의 북중무역통계는 앞의 두 

통계보다 더욱 상세한 내역을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중국의 지역별(성(省)별), 상품별 

1) 이들 통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원경, KDI 북한경제리뷰, 2012년 5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2를 참조.

2010년 이후의 북중 무역 통계

이원경 |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원 | wklee@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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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월별로 거래금액과 거래단가로 분해하여 제공한다. 

본 자료에서는 2010년 이후의 북중무역 통계를 다양한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고자 하므로, 

3년이라는 단기간의 추이를 상세히 알아 볼 수 있는 KITA의 통계를 주로 이용한다. 현재까지 

KITA는 2013년 1월까지의 북중 무역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본 자료에서도 2010년 

1월부터 2013년 1월까지의 데이터를 중심으로 북중무역 통계를 정리하도록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자료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북중무역 통계를 정리하여 제공한다. 

첫째, 우선 KITA의 데이터가 다른 기관의 데이터와 비교하여 그 내용이 상이하지 않은 

지를 확인하기 위해 UN, IMF, KITA에서 보고하는 북중무역 통계의 총액 및 상품 수를 

비교한다. 둘째, 다음으로 북한의 2010년~2012년까지의 무역 추이를 확인하기 위해 월별 

북중 무역액 및 품목수와 이들의 증가율을 제공하고, 이와 함께 북한의 월별 대중 무역수지 

통계 역시 정리한다. 셋째, 이 기간 동안의 북중 무역의 주요 품목들을 확인하고, 또한 주요 

품목들의 거래 금액(volume) 및 가격(price)의 방향성을 확인하기 위해 북한의 대중 무역의 

주요 품목의 거래 금액(volume) 및 가격(price) 그리고 증가율을 제공한다. 넷째,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주요 지역들의 북중무역 규모와 그리고 무역 상품의 다양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북한의 중국 주요 지역에 대한 무역액 및 무역 상품수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동북 

3성과 산동성 등을 중심으로 이들 지역이 북한과 거래하는 주요 상품의 거래액도 제공한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북중 무역 증가의 원인을 상품별로 분해하기 

위해 동 기간 동안 거래금액이 급증한 상품들을 보고하고 이들의 북중 무역 증가에 대한 

기여도를 제시한다.



경제 자료
2010년 이후의 북중 무역 통계

103

2010 2011 2012

수출

금액

UN 1,195 2,475 -

KITA 1,188 2,464 2,484

IMF 1,188 2,464 -

상품수

UN 505 514 -

KITA 507 513 610

IMF - - -

수입

금액

UN 2,277 3,165 -

KITA 2,278 3,165 3,446 

IMF 2,278 3,165 -

상품수

UN 3,125 3,067 -

KITA 3,122 3,067 3,057

IMF - - -

2. 2010년 이후의 북중 무역 통계

1) 각 통계별 북중 무역 현황

<표 2-1> 각 통계별 무역액 및 상품수

(단위: 백만달러, 개)

  주: 상품수는 HS Code 6자리를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KITA(www.kita.net); UN ComTrade Statistical Database(http://comtrade.u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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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월)

1월
36.2 129.2 139.2 188.8

(-12.66) (256.72) (7.76) (35.66)

2월
34.7 88.2 196.8 -

(-14.50) (154.30) (123.22) -

3월
55.1 184.0 230.6 -

(-3.88) (233.81) (25.33) -

4월
66.6 195.3 227.0 -

(0.01) (193.38) (16.24) -

5월
63.9 217.3 255.9 -

(0.44) (240.18) (17.76) -

6월
91.5 242.6 239.5 -

(11.22) (165.04) (-1.31) -

7월
136.1 252.6 220.8 -

(61.42) (85.64) (-12.58) -

8월
162.9 245.9 205.0 -

- (50.94) (-16.66) -

9월
131.5 264.6 198.0 -

- (101.26) (-25.19) -

10월
128.8 224.3 187.0 -

- (74.15) (-16.63) -

11월
133.7 213.4 193.1 -

- (59.67) (-9.51) -

12월
146.9 206.8 191.9 -

(127.73) (40.73) (-7.20) -

총액
1,187.9 2,464.2 2,484.7 -

(-37.07) (107.45) (0.83) -

2) 월별 수출입 현황

<표 2-2> 북한의 대중 수출 

(단위: 백만달러, %)

  주: 1) (  )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2) 2010년의 연간 총액 증가율은 UN의 2009년 데이터를 활용하여 제시함.

자료: KITA(www.kita.net); UN ComTrade Statistical Database(http://comtrade.u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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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월)

1월
111.5 224.0 278.4 281.6

(31.57) (100.87) (24.28) (1.15)

2월
117.1 77.5 162.5 -

(28.68) (-33.82) (109.63) -

3월
129.8 269.6 359.3 -

(0.58) (107.72) (33.24) -

4월
166.8 261.9 305.9 -

(27.74) (57.04) (16.82) -

5월
202.0 315.1 353.4 -

(57.60) (56.00) (12.16) -

6월
212.1 303.8 303.3 -

(13.69) (43.24) (-0.19) -

7월
222.7 331.5 275.6 -

(53.86) (48.88) (-16.84) -

8월
183.5 293.1 268.1 -

- (59.69) (-8.53) -

9월
237.7 297.7 270.3 -

- (25.23) (-9.21) -

10월
197.6 247.2 282.9 -

- (25.11) (14.46) -

11월
234.8 298.3 295.8 -

- (27.03) (-0.83) -

12월
262.2  245.3 290.3 -

 (-16.71)  (-6.45)  (18.36) -

총액
2,277.8 3,165.0 3,445.8 -

 (187.23)  (38.95)  (8.87) -

<표 2-3> 북한의 대중 수입

(단위: 백만달러, %)

  주: 1) (  )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2) 2010년의 연간 총액 증가율은 UN의 2009년 데이터를 활용하여 제시함.

자료: KITA(www.kita.net); UN ComTrade Statistical Database(http://comtrade.u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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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월)

1월
180 198 218 220

(16.13) (10.00) (10.10) (0.92)

2월
147 169 227 -

(5.76) (14.97) (34.32) -

3월
199 195 209 -

(18.45) (-2.01) (7.18) -

4월
181 191 218 -

(-1.09) (5.52) (14.14) -

5월
179 220 229 -

(14.01) (22.91) (4.09) -

6월
198 226 231 -

(-1.98) (14.14) (2.21) -

7월
241 222 256 -

(31.69) (-7.88) (15.32) -

8월
242 235 255 -

- (-2.89) (8.51) -

9월
232 230 259 -

- (-0.86) (12.61) -

10월
194 242 227 -

- (24.74) (-6.20) -

11월
214 209 248 -

- (-2.34) (18.66) -

12월
222 223 232 -

(20.65) (0.45) (4.04) -

총 
상품수

507 513 610 -

 (9.74) (1.18) (18.91) -

<표 2-4> 북한의 월별 대중 수출 품목수

(단위: 개, %)

  주: 1) (  )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2) 2010년의 연간 총 상품수 증가율은 UN의 2009년 데이터를 활용하여 제시함.

자료: KITA(www.kita.net), UN ComTrade Statistical Database(http://comtrade.u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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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월)  

1월
1,170 1,670 1,756 1,664

(-6.10) (42.74) (5.15) (-5.24)

2월
1,186 1,186 1,531 -

(0.68) (0.00) (29.09) -

3월
1,575 1,789 1,849 -

(4.44) (13.59)  (3.35) -

4월
1,604 1,836 1,800 -

(8.23) (14.46) (-1.96) -

5월
1,645 1,813 1,894 -

(11.22) (10.21) (4.47) -

6월
1,882 1,849 1,784 -

(11.96) (-1.75) (-3.52) -

7월
1,924 1,881 1,806 -

(22.16) (-2.23) (-3.99) -

8월
1,778 1,815 1,802 -

- (2.08) (-0.72) -

9월
1,834 1,812 1,700 -

- (-1.20) (-6.18) -

10월
1,768 1,728 1,772 -

- (-2.26) (2.55) -

11월
1,789 1,840 1,821 -

- (2.85) (-1.03) -

12월
1,827 1,717 1,833 -

(7.22) (-6.02) (6.76) -

총 
상품수

3,122 3,067 3,057 -

 (8.40) (-1.76) (-0.33) -

<표 2-5> 북한의 월별 대중 수입 품목수

(단위: 개, %)

  주: 1) (  )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2) 2010년의 연간 총 상품수 증가율은 UN의 2009년 데이터를 활용하여 제시함.

자료: KITA(www.kita.net), UN ComTrade Statistical Database(http://comtrade.u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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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월)

1월 -75.3 -94.8 -139.2 -92.8 

2월 -82.5 10.7 34.3 -

3월 -74.7 -85.6 -128.7 -

4월 -100.2 -66.6 -78.9 -

5월 -138.1 -97.8 -97.5 -

6월 -120.6 -61.2 -63.8 -

7월 -86.6 -78.9 -54.8 -

8월 -20.6 -47.2 -63.1 -

9월 -106.3 -33.1 -72.3 -

10월 -68.8 -22.9 -96.0 -

11월 -101.1 -84.8 -102.7 -

12월 -115.3 -38.5 -98.4 -

합계 -1,090.0 -700.8 -961.1 -

3) 북한의 대중 무역수지 추이

<표 2-6> 북한의 월별 대중 무역수지

(단위: 백만달러)

자료: KITA(www.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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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명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월)

수출액 가격 수출액 가격 수출액 가격 수출액 가격

1
270111 386.2 0.91 1,126.8 1.2 1,189.8 1.2 83.7 0.09
(무연탄) - - (191.79) (31.87) (5.59) (0.00) (-92.96) (-92.50)

2
260111 190.5 1.06 316.8 1.51 242.5 0.35 23.3 0.1

(응결시키지 않은 철광) - - (66.30) (42.45) (-23.44) (-76.82) (-90.39) (-71.43)

3
030749 45.9 17.26 62.8 21.97 86.7 27.54 4.0 3.26

(기타 갑오징어) - - (36.91) (27.29) (38.13) (25.35) (-95.33) (-88.16)

4
720110 61.1 4.3 105.7 5.43 81.0 3.94 5.7 -

(비합금선철) - - (73.01) (26.28) (-23.34) (-27.44) (-92.96) -

5
620193 29.8 100.57 66.4 149.05 72.3 178.25 1.9 16.1

(인조섬유제 남성용 코트 등) - - (122.70) (48.21) (8.85) (19.59) (-97.39) (-90.97)

6
620293 21.9 114.58 41.2 160.76 54.4 178.36 1.7 13.7

(인조섬유제 여성용 코트 등) (88.31) (40.30) (32.20) (10.95) (-96.89) (-92.32)

7
260700 14.6 4.23 23.7 4.93 34.6 2.71 3.9 0.49

(연광과 그 정광) (62.61) (16.55) (45.72) (-45.03) (-88.59) (-81.92)

8
620333 13.6 81.24 42.4 115.51 29.3 115.24 3.1 10.64

(합성섬유제  남자용 자켓 등) - - (212.56) (42.18) (-30.98) (-0.23) (-89.25) (-90.77)

9
261690 11.3 2.96 17.2 3.17 26.2 2.75 0.7 -

(기타 귀금속광) - - (53.09) (7.09) (51.78) (-13.25) (-97.26) -

10
620343 10.1 58.56 30.5 88.91 25.4 89.79 1.8 8.22

(합성섬유제의 남성용 바지) - - (202.97) (51.83) (-16.71) (0.99) (-92.97) (-90.85)

11
251990 21.7 1.97 29.2 2.52 25.1 1.22 1.3 -

(기타 천연탄산마그네슘) - - (34.91) (27.92) (-13.92) (-51.59) (-94.91) -

12
790112 44.5 23.9 56.7 20.7 25.1 18.68 5.3 1.97

(비합금 아연, 아연 99.99%미만) - - (27.36) (-13.39) (-55.81) (-9.76) (-78.69) (-89.45)

13
621133 1.8 73.09 21.8 168.61 25.0 170.39 1.4 4.26

(인조섬유제 트랙슈트) - - (1094.64) (130.69) (14.92) (1.06) (-94.37) (-97.50)

14
620213 8.8 129.68 13.5 176.8 21.4 198.19 1.4 13.71

(인조섬유제 여성 코트 등) - - (53.59) (36.34) (57.75) (12.10) (-93.22) (-93.08)

15
080290 9.3 71.21 26.9 75.42 18.9 75.01 1.5 9.52

(기타 견과류) - - (189.22) (5.91) (-29.64) (-0.54) (-92.26) (-87.31)

16
760110 12.9 19.67 10.8 16.9 18.4 16.9 1.5 2.01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 - - (-15.78) (-14.08) (69.59) (0.00) (-92.01) (-88.11)

17
710691 - - - - 18.3 5.24 2.7 1.02

(가공하지 않은 은) - - - - - - (-85.00) (-80.53)

18
260300 13.1 9.29 25.4 11.15 17.4 5.26 0.3 -

(동광과 그 정광) - - (93.19) (20.02) (-31.62) (-52.83) (-97.99) -

19
620433 8.1 86.64 17.0 124.23 16.0 104.86 2.8 9.32

(합성섬유제의 여성용 자켓) - - (109.55) (43.39) (-5.47) (-15.59) (-82.45) (-91.11)

20
790111 3.1 2.51 7.4 4.09 15.3 5.48 - -

(비합금 아연, 아연 99.99%이상) - - (134.06) (62.95) (107.75) (33.99) - -

3. 북한의 대중 수출입 품목별 현황

<표 3-1> 북한의 대중 수출 상위 20개 품목의 수출액 및 가격(2012년 기준)

(단위: 백만달러, %)

  주: 1) ( )는 전년비 증가율

     2) 회색 표시는 수출액 증가율과 가격 증가율의 부호가 다른 것을 나타내었고, 이를 제외한 것들은 수출액 증가율과 가격 증가율의 부호가 같음.  

     3) KITA 통계에서는 2009년 8월~11월까지의 북한의 대중 무역 데이터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2010년의 증가율은 표시하지 않음.

자료: KITA(www.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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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명
2010년 2011년 2012년 2013 (1월)

수입액 가격 수입액 가격 수입액 가격 수입액 가격

1
270900 325.8 7.38 518.4 10.94 577.9 1.01 55.8 -

(석유와 역청유) - - (59.12) (48.24) (11.49) (-90.77) (-90.34) -

2
271019 64.3 9.24 133.9 11.97 102.5 2.18 1.9 -

(기타 석유와 역청유) - - (108.45) (29.55) (-23.47) (-81.79) (-98.16) -

3
870423 64.9 397,495.3 114.5 446,810.3 102.3 442,758.5 13.0 37,663.77

(화물자동차 (20톤 초과)) - - (76.45) (12.41) (-10.63) (-0.91) (-87.30) (-91.49)

4
110100 40.2 4.14 50.3 4.82 64.3 1.25 0.5 0.43

(밀가루, 메슬린 가루) - - (24.99) (16.43) (27.86) (-74.07) (-99.23) (-65.60)

5
540769 39.9 11.11 58.3 12.12 62.7 4.16 4.2 -

(기타 합성필라멘트사 직물) - - (46.08) (9.09) (7.52) (-65.68) (-93.32) -

6
851712 35.1 981.15 48.0 829.91 60.0 772.01 11.3 73.31

(무선통신망용 전화기) - - (36.76) (-15.41) (24.94) (-6.98) (-81.15) (-90.50)

7
150790 28.5 13.81 34.7 16.78 57.8 1.46 6.2 1.68

(기타 대두유와 분획물) - - (21.88) (21.51) (66.30) (-91.30) (-89.34) (15.07)

8
271012 - - - - 54.3 - 7.4 -

(경질석유 및 조제품) - - - - - - (-86.39) -

9
310221 26.6 1.1 48.9 1.55 42.3 0.23 - -

(황산암모늄) - - (83.65) (40.91) (-13.46) (-85.16) - -

10
401120 13.8 33.67 23.2 41.32 41.1 21.45 3.5 -

(버스용ㆍ화물차용 타이어) - - (68.32) (22.72) (77.03) (-48.09) (-91.47) -

11
270112 37.9 1.6 47.9 2.87 38.8 1.12 3.5 -
(유연탄) - - (26.34) (79.38) (-18.95) (-60.98) (-90.90) -

12
870323 26.4 133107.9 30.0 128,869.4 33.9 139,141.2 3.2 10859.45

(승용차, 1,500cc~3000cc) - - (13.67) (-3.18) (13.11) (7.97) (-90.52) (-92.20)

13
391810 18.9 19.57 23.3 22.29 30.8 9.43 1.9 -

(염화비닐의 바닥깔개) - - (23.28) (13.90) (32.09) (-57.69) (-93.97) -

14
852872 14.8 1011.57 17.2 1,150.71 27.0 1,585.53 4.5 125.15

(천연색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 - - (16.76) (13.75) (56.60) (37.79) (-83.49) (-92.11)

15
100630 35.4 5.03 55.0 6.44 26.7 1.62 - -
(정미) - - (55.15) (28.03) (-51.45) (-74.84) - -

16
240319 - - - - 25.2 - 2.4 -

(흡연용 담배) - - - - - - (-90.45) -

17
550320 8.5 17.11 20.1 22.06 22.6 6.31 0.5 -

(폴리에스테르 섬유) - - (137.32) (28.93) (12.57) (-71.40) (-97.72) -

18
230400 3.4 5.14 9.9 5.36 22.4 0.46 1.4 -

(대두유의 오일케이크와 유박) - - (192.55) (4.28) (125.39) (-91.42) (-93.84) -

19
842952 10.2 1,062,199 18.7 1,364,695 21.6 1,260,160 1.7 102,403.8

(메커니컬 셔블 등) - - (82.65) (28.48) (15.51) (-7.66) (-91.93) (-91.87)

20
030363 - - - - 21.5 - 2.5 -
(대구) - - - - - - - -

<표 3-2> 북한의 대중 수입 상위 20개 품목의 수입액 및 가격(2012년 기준)

(단위: 백만달러, %)

  주: 1) ( )는 전년비 증가율

     2) 회색 표시는 수출액 증가율과 가격 증가율의 부호가 다른 것을 나타내었고, 이를 제외한 것들은 수출액 증가율과 가격 증가율의 부호가 같음.  

     3) KITA 통계에서는 2009년 8월~11월까지의 북한의 대중 무역 데이터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2010년의 증가율은 표시하지 않음.

자료: KITA(www.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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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수출액
(백만달러)

요녕성
488.6 903.1 951.3 

- (84.84) (5.34)

길림성
169.2 275.7 259.0 

- (62.95) (-6.05)

흑룡강성
0.4 3.1 3.3 
- (773.57) (6.41)

산동성
269.3 632.4 645.1 

- (134.79) (2.01)

하북성
127.7 314.6 305.5 
- (146.46) (-2.91)

강소성
102.5 256.9 204.2 

- (150.64) (-20.54)

천진
21.7 36.5 54.0 
- (67.99) (47.85)

북경
0.1 18.7 28.9 
- (13285.99) (54.45)

광서성
1.8 10.4 6.5 
- (487.16) (-37.55)

상해
0.7 5.7 15.1 
- (716.06) (164.86)

기타
5.9 7.1 12.0 
- (20.46) (69.15)

합계 1187.9 2464.2 2484.7 

상품수
(개)

요녕성
383 376 450 

(31.62) (-1.83) (19.68)

길림성
148 153 196 

(14.73) (3.38) (28.10)

흑룡강성
3 4 5 

(-40.00) (33.33) (25.00)

산동성
33 49 55 

(106.25) (48.48) (12.24)

하북성
8 10 9 
- (25.00) (-10.00)

강소성
16 25 29 

(33.33) (56.25) (16.00)

천진
12 16 12 

(71.43) (33.33) (-25.00)

북경
6 11 19 

(-25.00) (83.33) (72.73)

광서성
1 1 1 
- (0.00) (0.00)

상해
73 53 33 

(508.33) (-27.40) (-37.74)

기타
42 45 72 

(44.83) (7.14) (60.00)
합계 507 513 610 

4. 북한의 대 중국 지역별 무역 추이

<표 4-1> 북한의 중국 각 지역에 대한 수출액 및 수출상품수

  주: 1) ( )는 전년비 증가율

     2) KITA 통계에서는 2009년 8월~11월까지의 북한의 대중 무역 데이터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2010년의 증가율은 표시하지 않음.

자료: KITA(www.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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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수입액
(백만달러)

요녕성
967.8 1,202.0 1,298.8 
(115.81) (24.19) (8.06)

길림성
250.7 392.9 419.6 
(-1.71) (56.71) (6.80)

흑룡강성
375.8 574.6 632.1 
(84.96) (52.89) (10.01)

산동성
149.2 242.2 269.5 

(103.63) (62.31) (11.25)

하북성
56.0 78.2 102.4 

(106.09) (39.57) (30.94)

강소성
92.8 125.6 177.3 

(110.25) (35.39) (41.21)

천진
20.9 34.4 42.4 

(130.87) (64.86) (22.99)

북경
38.9 59.8 49.4 

(190.53) (53.83) (-17.33)

광서성
1.1 0.8 1.3 

(366.60) (-26.30) (62.66)

상해
50.2 88.6 52.5 

(229.81) (76.55) (-40.74)

기타
274.4 365.9 400.5 

(127.82) (33.36) (9.43)
합계 2277.8 3165.0 3445.8 

상품수
(개)

요녕성
2,749 2,727 2,647
(25.75) (-0.80) (-2.93)

길림성
1,429 1,491 1,616
(22.24) (4.34) (8.38)

흑룡강성
266 428 873

(-30.91) (60.90) (103.97)

산동성
874 849 933

(50.69) (-2.86) (9.89)

하북성
425 450 498

(20.40) (5.88) (10.67)

강소성
760 771 837

(59.00) (1.45) (8.56)

천진
371 431 461

(83.66) (16.17) (6.96)

북경
502 500 462

(58.36) (-0.40) (-7.60)

광서성
31 40 22

(210.00) (29.03) (-45.00)

상해
604 600 658

(52.53) (-0.66) (9.67)

기타
1,312 1,254 1,357

(45.45) (-4.42) (8.21)
합계 3,122 3,067 3,057

<표 4-2> 북한의 중국 각 지역에 대한 수입액 및 수입상품수

  주: 1) ( )는 전년비 증가율

     2) KITA 통계에서는 2009년 8월~11월까지의 북한의 대중 무역 데이터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2010년의 증가율은 표시하지 않음.

자료: KITA(www.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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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역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요녕성 -479.2 -298.9 -347.6 

길림성 -81.5 -117.2 -160.6 

흑룡강성 -375.5 -571.5 -628.8 

산동성 120.1 390.2 375.6 

하북성 71.6 236.4 203.1 

강소성 9.8 131.4 26.8 

천진 0.9 2.1 11.6 

북경 -38.7 -41.1 -20.6 

광서성 0.7 9.5 5.1 

상해 -49.5 -82.9 -37.4 

기타 -268.5 -358.9 -388.5 

합계 -1090.0 -700.8 -961.1 

<표 4-3> 북한의 중국 지역별 무역수지, 2010년~2012년

(단위: 백만달러)

자료: KITA(www.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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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월)

요녕성

1
270111 45,021 179,727 197,307 16,706

(무연탄) (9.21) (19.90) (20.74) (22.53)

2
260111 36,995 75,351 74,981 5,398

(응결시키지 않은 철광) (7.57) (8.34) (7.88) (7.28)

3
620193 29,639 65,440 71,363 1,879

(인조섬유제 남성용 코트 등) (6.07) (7.25) (7.50) (2.53)

4
620293 21,717 41,118 54,228 1,692

(인조섬유제 여성용 코트 등) (4.44) (4.55) (5.70) (2.28)

5
260700 13,532 23,086 33,573 3,709

(연광과 그 정광) (2.77) (2.56) (3.53) (5.00)

6
620333 13,568 42,426 28,725 3,123

(합성섬유제 남자용 자켓 등) (2.78) (4.70) (3.02) (4.21)

7
720110 10,666 23,692 26,776 1,067

(비합금선철) (2.18) (2.62) (2.81) (1.44)

8
620343 9,450 28,638 24,664 1,616

(합성섬유제의 남성용 바지) (1.93) (3.17) (2.59) (2.18)

9
621133 1,736 21,181 24,241 929

(인조섬유제 트랙슈트) (0.36) (2.35) (2.55) (1.25)

10
620213 8,809 13,492 21,370 1,449

(인조섬유제 여성 코트 등) (1.80) (1.49) (2.25) (1.95)

길림성

1
030749 37,939 46,293 81,402 4,046

(기타 갑오징어) (22.42) (16.79) (31.43) (23.68)

2
260111 34,290 72,115 39,552 2,209

(응결시키지 않은 철광) (20.27) (26.16) (15.27) (12.93)

3
720110 20,350 19,957 19,848 1,565

(비합금 선철) (12.03) (7.24) (7.66) (9.16)

4
260300 13,134 25,342 17,351 349

(동광과 그정광) (7.76) (9.19) (6.70) (2.04)

5
080290 5,204 21,440 13,780 1,463

(기타견과류) (3.08) (7.78) (5.32) (8.56)

6
610910 7,155 17,268 13,472 681

(면제 티셔츠) (4.23) (6.26) (5.20) (3.98)

7
740311 2,621 4,487 8,549 2,264

(정제한 동) (1.55) (1.63) (3.30) (13.25)

8
720610 6,223 6,982 6,889 444

(잉곳) (3.68) (2.53) (2.66) (2.60)

9
261690 1,420 2,157 6,115 84

(기타 귀금속광) (0.84) (0.78) (2.36) (0.49)

10
261390 5,081 3,707 5,320 250

(몰리브덴과 그 정광) (3.00) (1.34) (2.05) (1.46)

<표 4-4> 중국 4개성(省)에 대한 북한의 대중 수출 상위 10개 품목에 대한 수출액 및 구성비

(단위: 천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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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월)

흑룡강성

1
080290 - 2,037 3,107 5,145

(기타견과류) - (65.62) (94.06) (159.68)

2
071333 - - 105 105

(강낭콩) - - (3.19) (3.19)

3
071332 - - 65 65

(팥) - - (1.96) (1.96)

4
140490 - - 26 26

(기타 식물성 생산품) - - (0.77) (0.77)

5

853180 - - 0 0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

- - (0.01) (0.01)

길림성

1
030749 37,939 46,293 81,402 4,046

(기타 갑오징어) (22.42) (16.79) (31.43) (23.68)

2
260111 34,290 72,115 39,552 2,209

(응결시키지 않은철광) (20.27) (26.16) (15.27) (12.93)

3
720110 20,350 19,957 19,848 1,565

(비합금선철) (12.03) (7.24) (7.66) (9.16)

4
260300 13,134 25,342 17,351 349

(동광과 그 정광) (7.76) (9.19) (6.70) (2.04)

5
080290 5,204 21,440 13,780 1,463

(기타 견과류) (3.08) (7.78) (5.32) (8.56)

6
610910 7,155 17,268 13,472 681

(면제 티셔츠) (4.23) (6.26) (5.20) (3.98)

7
740311 2,621 4,487 8,549 2,264

(정재한 동) (1.55) (1.63) (3.30) (13.25)

8
720610 6,223 6,982 6,889 444

(잉곳) (3.68) (2.53) (2.66) (2.60)

9
261690 1,420 2,157 6,115 84

(기타 귀금속광) (0.84) (0.78) (2.36) (0.49)

10
261390 5,081 3,707 5,320 250

(몰리브덴과 그 정광) (3.00) (1.34) (2.05) (1.46)

  주: 1) ( )는 북한의 각 성에 대한 전체 수출액에서 각 상품의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

     2) 흑룡강성의 2012년 수입 품목수는 총 5개이므로, 5개의 상품에 대해서만 표시함.

자료: KITA(www.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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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월)

요녕성

1
870423 56,275 80,101 65,193 7,669

(화물 자동차(20톤 초과)) (5.81) (6.66) (5.02) (7.27)

2
271012 - - 58,781 7,339

(경질석유 및 조제품) - - (4.53) (6.96)

3
271019 33,509 43,839 55,874 1,588

(기타석유와 역청유) (3.46) (3.65) (4.30) (1.51)

4
150790 24,026 29,895 50,810 4,553

(기타 대두유와 분획물) (2.48) (2.49) (3.91) (4.32)

5
540769 28,004 43,723 38,916 3,121

(기타 합성필라멘트사 직물) (2.89) (3.64) (3.00) (2.96)

6
030363 - - 23,551 2,511

(대구) - - (1.81) (2.38)

7
230400 2,401 9,639 18,232 1,377

(대두유의 오일케이크와 유박) (0.25) (0.80) (1.40) (1.31)

8
870323 13,495 18,551 17,776 1,518

(승용차,1,500cc~3000cc) (1.39) (1.54) (1.37) (1.44)

9
391810 8,280 11,222 15,224 1,293

(염화비닐의 바닥 깔개) (0.86) (0.93) (1.17) (1.23)

10
852872 9,331 9,058 14,593 2,687

(천연색 텔레비전 수신용기기) (0.96) (0.75) (1.12) (2.55)

길림성

1
240319 - - 28,068 2,404

(흡연용 담배) - - (6.69) (8.37)

2
100590 15,669 42,022 17,469 227

(기타 옥수수) (6.25) (10.70) (4.16) (0.79)

3
610910 7,446 20,030 16,459 1,212

(면제 티셔츠) (2.97) (5.10) (3.92) (4.22)

4
100630 10,518 14,270 15,927 -

(정미) (4.20) (3.63) (3.80) (0.00)

5
560811 3,390 7,187 14,689 502

(제품으로 된 어망) (1.35) (1.83) (3.50) (1.75)

6
640399 7,514 12,694 12,580 1,203

(기타 신발) (3.00) (3.23) (3.00) (4.19)

7
300490 1,170 3,023 9,572 802

(기타 의약품) (0.47) (0.77) (2.28) (2.79)

8
870423 4,557 6,340 8,808 527

(화물 자동차(20톤 초과)) (1.82) (1.61) (2.10) (1.83)

9
090421 - - 8,541 518

(건조한 고추류) - - (2.04) (1.80)

10
030559 - - 7,237 607

(기타 건조한 어류) - - (1.72) (2.11)

<표 4-5> 중국 4개성(省)에 대한 북한의 대중 수입 상위 10개 품목에 대한 수입액 및 구성비

(단위: 천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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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2010년 2011년 2012년 2013 (1월)

흑룡강성

1
270900 325,774 518,361 577,896 55,840

(석유와 역청유) (86.68) (90.21) (91.42) (97.38)

2
220710 1,752 415 5,686 46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코올) (0.47) (0.07) (0.90) (0.08)

3
100630 19,179 34,654 4,327 -

(정미) (5.10) (6.03) (0.68) -

4
611595 - 48 3,033 -

(면제 팬티류) - (0.01) (0.48) -

5
611130 - - 1,576 -

(합성 섬유제 유아용 의류) - - (0.25) -

6
611120 - - 1,513 -

(면제 유아용 의류) - - (0.24) -

7
150790 2,577 2,261 1,486 38

(기타 대두유와 분획물) (0.69) (0.39) (0.24) (0.07)

8
220890 436 1,470 1,391 82

(기타 변성하지 않은 알코올) (0.12) (0.26) (0.22) (0.14)

9
650700 - - 1,147 -

(모자용의 밴드) - - (0.18) -

10
270400 892 1,496 1,137 -

(코크스와 반성코크스) (0.24) (0.26) (0.18) -

산동성

1
270112 27,474 46,608 38,645 3,105

(유연탄) (18.41) (19.24) (14.34) (15.80)

2
401120 9,700 18,883 34,824 3,243

(버스용ㆍ화물차용 타이어) (6.50) (7.80) (12.92) (16.50)

3
870423 3,674 20,379 21,453 3,474

(화물 자동차(20톤 초과)) (2.46) (8.41) (7.96) (17.68)

4
310210 12,618 14,843 20,091 -

(요소) (8.46) (6.13) (7.46) -

5
110100 4,297 8,536 11,551 37

(밀가루, 메슬린 가루) (2.88) (3.52) (4.29) (0.19)

6
400121 5,823 7,311 8,462 -

(스모크트 쉬트) (3.90) (3.02) (3.14) -

7
281820 2,806 3,487 6,017 784

(산화알루미늄) (1.88) (1.44) (2.23) (3.99)

8
310221 1,910 10,348 5,469 -

(황산암모늄) (1.28) (4.27) (2.03) -

9
190219 1,578 2,020 5,394 661

(기타 조리하지 않은 파스타) (1.06) (0.83) (2.00) (3.36)

10
630140 1,767 2,427 4,889 480

(합성섬유제의 모포) (1.18) (1.00) (1.81) (2.44)
 주: ( )는 북한의 각 성에 대한 전체 수입액에서 각 상품의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KITA(www.kita.net).



KDI 북한경제리뷰
2013년 3월호

118

HS Code
2011년 2012년

전년비 증가량 기여도 전년비 증가량 기여도

총액 1,276,324 100.0 20,166 100.0

1
270111 
(무연탄)

740,662 58.03 62,944 312.14

2
030749 
(문어)

16,927 1.33 23,942 118.72

3
710691 

(가공하지 않은 은)
- - 18,255 90.52

4
620293 

(인조섬유제 여성용 코트 등)
19,312 1.51 13,260 65.76

5
260700 

(연광과 그 정광)
9,131 0.72 10,843 53.77

6
261690 

(기타 귀금속광)
5,980 0.47 8,929 44.28

7
611212 

(합성섬유제의 트랙슈트)
4,221 0.33 8,928 44.27

8
790111 

(비합금 아연, 아연 
99.99%이상)

4,217 0.33 7,933 39.34

9
620213 

(인조섬유제 여성 코트 등)
4,727 0.37 7,823 38.79

10
760110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
-2,032 -0.16 7,549 37.43

11
854430 

(점화용 및 기타 와이어링 
세트)

8 0.00 6,504 32.25

12
620193 

(인조섬유제 남성용 코트 등)
36,576 2.87 5,877 29.14

13
740311 

(정제한 동)
2,454 0.19 4,615 22.89

14
890800 
(선박 등)

1,824 0.14 4,556 22.59

15
850450 

(기타의 유도자)
-4,693 -0.37 4,510 22.36

16
261400 

(티타늄과 그 정광)
3,178 0.25 4,317 21.41

17
261390 

(몰리브덴과 그 정광)
-1,635 -0.13 4,101 20.34

18
261900 

(철강 제조시 생기는 슬랙)
12 0.00 3,520 17.46

19
621133 

(인조섬유제 트랙슈트)
19,963 1.56 3,250 16.12

20
581092 

(인조섬유제 자수포)
2,942 0.23 2,906 14.41

5. 북한의 대중 무역 상품별 기여도

<표 5-1> 북한의 대중 수출 상품별 기여도(2011~2012년)

(단위: 천달러, %)

  주: 1) 상품별 기여도는 전년 대비 수출 증가액에서 각 상품별 전년 대비 수출 증가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표시한 것임.

     2) 본 표는 2012년도 수출 기여도 상위 20개 품목을 선정하여 제시함.

자료: KITA(www.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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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2011년 2012년

전년비 증가량 기여도 전년비 증가량 기여도

총액 887,190 - 266,889 -

1
270900 

(석유와 역청유)
192,586 21.71 59,535 22.31

2
271012 

(경질석유 및 조제품)
- 0.00 54,290 20.34

3
240319 

(흡연용 담배)
- 0.00 25,156 9.43

4
150790 

(기타 대두유와 분획물)
6,236 0.70 23,034 8.63

5
030363 
(대구)

- 0.00 21,468 8.04

6
401120 

(버스용ㆍ화물차용 타이어)
9,425 1.06 17,888 6.70

7
220710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코올)
206 0.02 15,835 5.93

8
120190 

(기타 대두)
- 0.00 14,251 5.34

9
110100 

(밀가루, 메슬린 가루)
10,056 1.13 14,013 5.25

10
090421 

(건조한 고추류)
- 0.00 13,817 5.18

11
721420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모양의 마디)
955 0.11 13,348 5.00

12
230400 

(대두유의 오일케이크와 유박)
6,530 0.74 12,439 4.66

13
851712 

(무선통신망용 전화기)
12,904 1.45 11,971 4.49

14
852872 

(천연색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

2,476 0.28 9,763 3.66

15
030559 

(기타 건조한 어류)
-478 -0.05 8,054 3.02

16
391810 

(염화비닐의 바닥깔개)
4,402 0.50 7,481 2.80

17
860692 

(기타 궤도용의 화차)
4,009 0.45 7,207 2.70

18
590320 

(폴리우레탄 직물)
7,901 0.89 7,042 2.64

19
560811 

(제품으로 된 어망)
4,625 0.52 6,993 2.62

20
860500 

(철도 또는 궤도용의 객차)
-976 -0.11 6,880 2.58

<표 5-2> 북한의 대중 수입 상품별 기여도(2011~2012년)

(단위: 천달러, %)

  주: 1) 상품별 기여도는 전년 대비 수입 증가액에서 각 상품별 전년 대비 수입 증가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표시한 것임.

     2) 본 표는 2012년도 수입 기여도 상위 20개 품목을 선정하여 제시함.

자료: KITA(www.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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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산간지역 농업 확대 전망

북한 당국이 앞으로 산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이른바 ‘산간농업’을 확대할 것으로 알려짐. 

북한 국토환경보호성 국토환경보호교류사의 김광주 상급고문은 ｢조선중앙통신｣과의 인터뷰

에서 “2015년까지 퇴화된 경사지들에 임농복합경영을 확대할 데 대한 목표를 제기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초기에는 산림 토지에 나무와 농작물, 약소, 산나물, 방목 등을 입체적으로 배합한 

경영방법을 받아들이면서 점차 확대해나갔다”고 임농 복합경영의 성과를 소개함. 북한은 

지난 2003년부터 스위스 개발협력청과 세계산간 농업센터의 기술지원을 받아 황해북도에서 

산간농업 시범사업을 진행해왔으며 최근에는 북한 농업학자들이 세계산간농업센터 전문가들

과 함께 산간농업 관련 책자도 발간함. 동아일보, 연합뉴스,동아일보, 연합뉴스,동아일보, 연합뉴스, 2.25

북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고온공기연소 공정 준공

북한의 주요 철강공장으로 알려진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에서 고온공기연소 공정이 준공됐다

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기존에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에서는 중유를 때거나 전기를 

이용해 쇳물을 생산하는 화로를 가열하고 온도를 유지했지만, 이 공정이 준공됨으로써 무연탄으

로 뜨겁게 만든 공기를 이용해 화로의 온도를 끌어올리고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한국정책금융

공사가 지난 2010년 발간한 ‘북한의 산업’ 책자에 따르면 평안남도 천리마군에 위치한 천리마제

강연합기업소는 약 1만3천명의 종업원이 근무하는 특급기업소로 연간 철강 75만톤, 압연강재 

55만톤의 생산능력을 보유함. 연합뉴스, 한국경제,연합뉴스, 한국경제,연합뉴스, 한국경제, 2.26

대내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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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농장에서 ‘포전담당제’ 확산되나

북한 협동농장에서 가족단위 영농에 가까운 포전담당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기사가 ｢조선

신보｣에 게재됨. 기사는 지난해 진행한 농장들의 사회주의 증산경쟁에서 황해남도 재령군 

삼지강협동농장의 3작업반 1분조가 전국적인 ‘본보기 분조’가 됐고 지난해 정보당 약 450kg을 

증산했다고 소개하면서 이 분조가 “여러 해 끈질긴 탐구로 선정된 다수확품종을 적극 받아들이

면서 포전담당제를 실시하여 농장원들 모두가 분조 농사를 자기들이 책임졌다는 자각을 

더욱 높이도록 하고 있다”고 밝힘. 포전담당제는 협동농장의 분조 단위를 기존 15~20명에서 

5명 정도까지 줄인 뒤 농지를 할당해 경작토록 하는 제도로 알려짐. 매일경제, 연합뉴스, 한국일보,매일경제, 연합뉴스, 한국일보,매일경제, 연합뉴스, 한국일보, 

2.26

북 기업소, 양어사업 활발

북한의 공장기업소들에서 미꾸라지, 개구리 등의 양어, 양식 사업이 활발한 것으로 전해짐. 

함경북도의 소식통은 “길주군에서 시작된 미꾸라지 양어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개인들

은 물론 몇 년 전부터는 공장기업소들도 미꾸라지 양어에 대대적으로 달라붙고 있다”고 

전함. 또한 함경북도에서 성공한 미꾸라지 양어가 함경남도와 평안북도를 비롯한 북한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최근에는 값싼 미꾸라지 전문식당들도 여러 곳 생겨난 것으로 전해짐. 

한편 일부 기업소들에서는 중국에 수출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개구리와 자라 양식도 최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Radio Free Asia,Radio Free Asia,Radio Free Asia, 2.27

UNDP, “북한 문맹률 0%”

유엔개발계획(UNDP)은 ‘2013 인간개발 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에서 북한의 

문맹률이 0%라고 밝혔다고 ｢Radio Free Asia｣가 보도함. 또한 25세 이상 북한 청년의 

취업률은 78.7%, 북한 주민들의 평균 수명은 69세로 세계 평균 수명인 70세보다 한 살 

적은 것으로 나타남. 보고서는 이밖에도 5세 미만 북한 어린이 18.8%가 키에 비해 몸무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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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체력 저하(underweighted)’를 보였으며 산모 사망률은 2008년 기준 10만명 당 

81명 꼴로 여전히 높았다고 설명함. 남녀 평등과 관련된 개발 지수인 북한의 남녀 노동 

참여율 부분에서는 근로연령대 북한 남성의 약 83%가 노동에 참여하고 있는 반면, 북한 

여성의 노동 참여율은 71.1%로 나타났으며 최고인민회의는 여성이 15.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Radio Free Asia,Radio Free Asia,Radio Free Asia, 3.14, 중앙일보, 중앙일보, 중앙일보,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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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정부, 북 10곳 식수 지원사업

스위스 정부가 내년까지 224만달러 규모의 식수 개선과 위생 사업을 북한에서 진행할 예정임. 

스위스 외무부 산하 개발협력청(SDC)은 북한의 식수 지원 사업을 초기 단계의 자료 수입에서 

직접 지원 단계로 전환했다고 밝혔음. 마틴 와이어스뮬로 SDC 평양 사무소장은 지난달 

일부 지역에서 북한 주민이 공동으로 마실 물을 제공하는 정수 시설 공사를 시작했다고 

전함. 스위스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예정된 첫 번째 지원사업 단계에서 

SDC 전문가들이 현장 조사와 연구를 통해 식수 지원이 시급한 지역을 정하고 두 번째 단계로 

올해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지원 대상 지역에 정수와 위생 시설을 설치할 예정임. 지원 

금액은 첫 번째, 두 번째 단계에 각각 114만달러, 110만달러가 배정됨. Radio Free Asia,Radio Free Asia,Radio Free Asia, 

2.15

북, 지난해 유엔 지원금 수혜 아시아 2위

북한이 지난해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한 국가에 지원되는 유엔 지원금을 아시아에서 

2번째로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남. 유엔은 ‘2012년 활동 보고서(CERF Activities 2012)’에서 

북한이 유엔 산하 중앙긴급구호기금(CERF)으로부터 자금부족 지원금 1,100만달러를 지원받

았다고 밝힘. 이는 아시아 국가들 중 파키스탄 다음으로 2번째로 많은 자금부족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해당 지원금의 전체 수혜국 21개국 중에서도 4번째로 많은 지원 금액임. 이는 

지난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많이 부족했다는 점을 시사함. 유엔은 자금부족

지원금을 받은 국가들을 ‘방치된 인도주의 위기국(neglected humanitarian emergencies)’

로 표현하고 있으며 북한은 수년 째 유엔으로부터 자금부족지원금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짐. 

Radio Free Asia,Radio Free Asia,Radio Free Asia, 3.1

FAO, “작년 11월부터 북 반입 곡물 급감”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2013년 1분기 보고서에 

농업 및 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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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북한은 2012~13 곡물연도 1분기인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6,800톤의 

곡물을 외부로부터 조달했으며 전년동기 5만 2천톤 대비 13%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남. 

또한 FAO는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했던 지난해 12월 이후 국제사회로부터의 모금이 거의 

중단된 상태로 2월부터는 북한에 지원하는 식량 규모와 지원 날 수도 축소되었다고 밝힘. 

한편 한국무역협회(KITA)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1월 중국에서 수입한 곡물은 2,174톤으

로 전년동기 8,379톤의 2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Radio Free Asia,Radio Free Asia,Radio Free Asia, 3.8, 연합뉴스, 연합뉴스, 연합뉴스, 

동아일보,동아일보,동아일보, 3.9

FAO, “북, 올해 곡물 65만톤 부족”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가 올해 북한의 곡물 부족량을 65만 7천톤으로 예상했다고 

｢Voice of America｣가 보도함. FAO의 키산 군잘 박사는 북한이 올해 곡물 부족량 가운데 

20만톤은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확보하고 나머지 45만 7천톤은 수입을 통해 충당할 수 있다고 

밝힘. 북한 당국이 최근 주민 한 명에게 하루에 곡물 400g을 배급하고 있다는 것과 관련해 

“식량농업기구가 제시한 성인 1인당 기준치 458g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최악의 상황과 비교하면 

양호하다”고 평가함. Voice of America, 동아일보, 연합뉴스Voice of America, 동아일보, 연합뉴스Voice of America, 동아일보, 연합뉴스,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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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접경 관광지, 핵실험에도 관광객 늘어

북한의 제 3차 핵실험 강행에도 이번 춘제(음력설) 연휴 기간 북한과 접경한 중국의 주요 

관광지를 찾은 관광객 수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지난해 중국의 민간기업 

컨소시엄이 스키장과 고급 호텔, 온천 등을 갖춘 대규모 리조트를 개장한 백두산의 중국쪽 

관광지에는 춘제 연휴 기간 동안 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0% 증가한 총 3만 

4천명이 방문한 것으로 전해짐. 북한 핵실험 직후 적지 않은 주민이 진동을 느낀 옌볜 조선족자치

주 옌지의 경우 이번 춘제 연휴에 10만 1천명의 관광객을 맞이해 1억 5천만위안(약 260억원)의 

관광수입을 올림. 또한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평안북도 신의주시와 마주한 랴오닝성 단둥은 

이번 춘제 연휴 기간 17만 1천명의 관광객이 찾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됨. 동아일보, 연합뉴스,동아일보, 연합뉴스,동아일보, 연합뉴스, 2.19

“북한 나선특구에 중국 전력 6월께 공급”

북한과 중국이 공동 개발 중인 북한 나선 경제특구에 오는 6월부터 중국에서 생산된 전력 

공급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됨. 두만강 유역의 대북 교역 거점인 지린성 훈춘시는 올해 북한에 

대한 송전 사업을 비롯한 대북 경제협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송전 사업은 오는 6월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봄. 또한 나선 특구로 가는 관문인 훈춘 취안허 통상구와 북한 원정리를 

잇는 새 교량(일명 신두만강대교) 건설, 훈춘 시내와 취안허 통상구를 잇는 도로 건설 등도 

추진중이라고 밝힘. 중국의 대북 송전사업은 훈춘에서 나선 특구까지 66kV의 송전선로 

97.8km를 설치하고 나선시에 변전소를 건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중국국가전력망공사(SGCC)가 국외로 직접 전력을 공급하는 첫 사례로 알려짐. 

동아일보, 연합뉴스, 한국경제,동아일보, 연합뉴스, 한국경제,동아일보, 연합뉴스, 한국경제, 2.19

대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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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북한 추가제재 합의

유럽연합(EU)이 북한에 대한 광범위한 추가제재 방안에 합의함. EU 외교관들에 따르면 

EU 외무장관 회의에서 27개국 외무장관들은 북한의 핵실험 강행에 따른 추가 제재 조치를 

논의하고 북한에 대해 금융 및 무역제재, 자산 동결, 여행제한 등 광범위하고 강력한 제재 

방안에 합의함. 이번 추가 제재에는 유엔 차원에서 승인된 개별 제재의 이행과 아울러 EU 

자체의 금융 및 무역 제재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짐. EU 외무장관들은 회의가 끝나고 

발표된 각료이사회 결론에서 6자회담 당사국인 북한이 국제사회에 참여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

에 기반한 지속적인 평화와 안보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하고, 이는 북한의 번영과 

안정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강조함. 국제신문, 연합뉴스, 조선일보,국제신문, 연합뉴스, 조선일보,국제신문, 연합뉴스, 조선일보, 2.19

북한 나진항에 해상호텔 개업

북한이 최근 함경북도 나선경제무역구 나진항에 숙박과 해상 관광 기능을 겸한 싱가포르 

유람선 ‘황성호’를 유치했다고 중국 ｢연변신문망｣이 보도함. 황성호는 길이 138m, 폭 28m의 

대형 유람선으로, 총 8개 층으로 이뤄진 배 안에 객실과 면세점, 주점, 휴게실, 공연식당 

등 다양한 서비스 시설을 갖추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 미얀마, 러시아, 우크라이나, 

북한 등 각국의 승무원 150여 명이 배치돼 관광객을 맞을 예정임. 선주 정위안후이는 나진항에서 

열린 황성호 개업식에서 “앞으로 ‘해상호텔’ 형태로 각국의 관광객을 성심성의껏 접대할 

것”이라며 “매주 3일은 관광객을 태우고 바다로 나가 북한의 독특한 경치를 음미할 수 있게 

하고 매월 마지막 주는 금강산 관광특구로 운항할 계획”이라고 밝힘. 동아일보, 연합뉴스,동아일보, 연합뉴스,동아일보, 연합뉴스, 2.22

지난해 대북 러시아 투자액 급감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투자액이 지난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KOTRA)는 러시아 연방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1~9월 러시아의 대북 투자액이 92만 



KDI 북한경제리뷰
2013년 3월호

132

5천달러로 2011년 같은 기간 대비 54.5% 감소했다고 전함. 또한 작년 대부분의 러시아 

대북투자는 항공운송 분야에서 이루어졌다고 덧붙임. 러시아의 연간 대북투자액은 2009년 18만 

5천달러, 2010년 205만 1천달러, 2011년 226만 5천달러를 기록함. 경향신문, 연합뉴스,경향신문, 연합뉴스,경향신문, 연합뉴스, 2.28

중국, 구인난 속 대북 위탁가공무역 관심

중국 제조업체들의 인력난이 가중되면서 최근 시범적으로 도입된 북한과의 위탁가공 무역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중국 ｢장춘일보｣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올해 초 북한과 접경한 지린성 훈춘시에 있는 4개 의류제조업체가 현지 해관(세관)을 거쳐 

신청한 대북 위탁가공무역을 시범적으로 2년간 허용함. 위탁가공을 맡길 경우 북한으로부터 

중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의 관세는 일반무역의 20% 수준일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북한의 노동력을 통해 생산원가를 절감할 수 있어 생산직 노동자를 구하기 어려운 중국 

제조업체들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됨. 연합뉴스,연합뉴스,연합뉴스, 3.1

중국 지방정부, 대북교역 품목 점차 확대

중국 지방정부가 대북 교역에서 기존의 의류, 식품류에서 점차 석유화학 제품 등으로 교역 

품목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중국 ｢연변일보｣에 따르면 지린성 훈춘시가 북한과의 

경제무역 합작을 심화해 중국 동북지구의 개방 창구와 교두보로서의 기능 확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북한과의 무역 품목이 기존의 의류, 식품 가공 등에서 석유화공 제품과 

건축재료, 삼림공업, 선박 수리 제조 및 가정용 전기 기구 제품 등으로 다양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또한 중국 지린성은 지난달 말 대북 접경지역인 창춘, 지린, 투먼을 포함한 

창지투 개발 2단계 사업 시작에 맞춰 대북경협 활성화 방안을 밝힘. 그러나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은 이러한 중국 지방정부 주도의 대북경협 확대 움직임 속에서 대북 투자 보류 

등의 움직임도 포착돼 향후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됨. Radio Free Asia, Radio Free Asia, Radio Free Asia,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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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훈춘, 북한산 수산물 교역 정체

북한이 최근 ‘전투동원태세’를 강조하며 주민의 긴장 수준을 끌어올리고 있는 가운데 북한과 

접경한 중국 지린성 훈춘을 통한 북한산 수산물 교역이 중단됨. 훈춘 현지 업계는 북한 

나진항에서 구매해 중국으로 들어오는 수산물 교역이 이번 주초부터 끊겼다며 “최근 북한에서

는 ‘전쟁에 대비한다’, ‘훈련을 한다’고 분주해 정상적인 경제 사업에 신경 쓸 형편이 아니라고 

한다”고 전함. 그러나 “중국 당국으로부터 북한 핵실험 이후 방사능 오염 등의 문제로 북한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다는 지시가 내려온 적이 없고 현재 통관에도 문제가 없다”고 덧붙임. 

또 다른 대북 무역상은 “수산물이 많이 나오는 시기가 아니어서 요즘 거래가 뜸한 편이었다”면서 

“북한 쪽 파트너와 수시로 연락하는데 2~3일 후에는 나진항에 가서 다량의 수산물을 구매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함. 동아일보, 매일경제, 연합뉴스, 동아일보, 매일경제, 연합뉴스, 동아일보, 매일경제, 연합뉴스, 3.13

북 채권가, 대북 제재 속 하락세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고 나서자 유럽의 투자자들도 북한 채권의 

거래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북한 채권 거래를 담당하는 영국 금융중개회

사 ‘이그조틱스’사의 스튜어트 커버하우스 선임분석가는 국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북한의 

채권 가격이 지난해 말부터 2013년 초까지 최소 액면가 1달러당 6.5~9센트를 지속해오다 

지난 2월 중순부터 서서히 5~7센트 정도로 떨어졌다고 밝힘. 또한 지난해 초 김정은 후계체제로

의 전환으로 인한 기대심리로 폭등했던 북한 채권가에 대한 거품도 사라진 것으로 평가됨. 

서방 은행은 1970년대부터 북한에 빌려준 돈을 되돌려 받지 못하자 1994년경부터 이를 

채권 형식으로 발행해 왔으며 현재 북한이 서방 은행에 갚아야 할 채권 규모는 16억달러 

정도로 추정됨. Radio Free Asia,Radio Free Asia,Radio Free Asia,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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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리트베이직, 개성공단 기업 인수

교복 제조업체인 에리트베이직이 개성공업지구 입주 기업인 대일유니트을 인수했다고 밝힘. 

대일유니트는 체육 관련 의류 업체로 2008년 개성공업지구에 입주했으며 인수 금액은 1천만달

러 정도로 알려짐. 에리트베이직은 대일유니트와의 인수계약이 마무리 되는 대로 통일부의 

공업지구 진출 승인 절차를 밟은 뒤 오는 7월 1일부터 영업을 시작할 것으로 전해짐. 에리트베이

직 측은 “값싼 인건비로 원가를 절감할 수 있어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개성공업지구 

진출 배경을 밝힘. 한편, 개성공업지구의 노동력은 시화공단 노임의 13분의 1, 중국 청도공단 

노임의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알려짐. Radio Free Asia, Radio Free Asia, Radio Free Asia, 2.19

박근혜 정부, 현 정부 ‘통일준비’ 계승발전

박근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정목표 달성을 위한 과제의 하나로 ‘통일대비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 통일준비’를 제시함.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통일준비 역량강화, 통일 외교 강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등이 포함되며, 이는 현 정부의 통일부가 주요 핵심사업

으로 추진해오던 사안임. 검토될 것으로 예상되는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은 ‘남북협력 및 

통일기금법’으로 법률 명칭을 바꾸고 통일재원 조성 방법으로 정부출연금 및 정부 외의 자의 

기부금품, 남북협력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다른 법률에서 정한 전입금 또는 출연금, 통일계정

의 운용수익금 등을 적시함.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통일 의식을 높이기 위해 국내외 통일⋅북한 

관련 연구기관 간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교육 콘텐츠도 개발할 예정임. 이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민족 통일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주변국을 대상으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1.5트랙 협의체’를 구축해 운영하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주요 

추진계획에 포함됨. 서울신문, 연합뉴스, 한국일보,서울신문, 연합뉴스, 한국일보,서울신문, 연합뉴스, 한국일보, 2.21

남북경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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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A, “작년 남북교역액, 대중 무역액의 3분의 1”

한국무역협회(KITA)에서 발간한 ‘2012년 남북교역, 북중 무역 동향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남북교역액은 전년 대비 15.3% 증가한 19억 8천만달러로 집계됨. 이는 같은 기간 

5.4% 증가한 북중 무역액 59억 3천만달러의 3분의 1수준임. 또한 2008년부터 작년까지 

남북교역의 연평균 증가율은 2.1%인데 반해 북중 무역 증가율은 20.8%에 이르러 북중 무역 

대비 남북교역 규모도 2008년 65.3%, 2010년 55.2%, 2012년 33.3%로 점점 감소함. 이러한 

추세는 특히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시행된 5⋅24조치 이후 개성공단에 대한 신규 

진출⋅투자가 금지된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짐. 또한 4~7억 달러에 달하던 일반교역⋅위탁가

공교역은 5⋅24조치 이후 거의 자취를 감췄으며 섬유 제품과 수산물 등은 이미 중국 거래선으로 

옮겨가 대북 교역 격차 확대를 견인함. 연합뉴스, 한국경제,연합뉴스, 한국경제,연합뉴스, 한국경제, 3.7

개성공단 기업들, “조용히 생산활동 전념”

개성공단은 한미연합군사훈련 ‘키 리졸브’ 연습과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 위협에도 평소와 

다름없는 분위기 속에서 생산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통일부는 개성공단관리위

원회 등을 통해 개성공단 체류인원에 대해 언행 조심과 비상연락망 유지 등을 담은 신변안전지침

을 시달했으며 북한 측 군사훈련과 관련한 개성공단 근로자 동원 움직임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 환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은행 개성지점은 본사 파견 직원 3명과 현지에서 

고용된 소수의 북한 주민들이 환전 등의 업무를 보며 정상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동아일보, 연합뉴스,동아일보, 연합뉴스,동아일보, 연합뉴스, 3.11

정리 | 유재승 연구원 | jryu01@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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