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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북한경제연구팀은 2013년 5월 13일에 김병연 서울대학교 교수, 박순성 동국대학교 

교수,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을 초청하여 ‘개성공

단 사태와 남북경협’이라는 주제로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본 협의회에서는 지난 5⋅24조치

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성장해 오던 개성공단이 사실상 폐쇄 상태에 이른 경위와 개성공단의 

잠정 폐쇄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더욱 바람직한 남북경협의 전망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문에서는 금번 협의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동의를 얻어 이들의 토론 내용을 간략히 

정리⋅제공한다. 

<개성공단 사태와 남북경협> 

▪ 일  시: 2013년 5월 13일(월) 10:00~12:00

▪ 사  회: 이석(KDI)

▪ 패  널: 김병연(서울대학교), 박순성(동국대학교), 양문수(북한대학원대학교),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개성공단 사태와 남북경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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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 북한경제연구협의회를 시작하도록 하겠다. 오늘 협의회의 

주제는 ‘개성공단 사태와 남북경협’이다. 최근 북한이 개성공단의 

노동력을 철수하고 남측 인력의 통행을 차단함에 따라 우리 측 인원 

역시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단전⋅단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평소 전력의 10분의 1 수준만이 공급되는 

등 현재 개성공단은 잠정적 폐쇄상태에 있다. 이에 남북경협에서 

개성공단이 차지하는 현실적 비중 및 상징성에 대한 고려하에 개성공

단 사태의 의미와 향후 남북경협의 전망에 대해 토론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지난 2009년과 

2010년의 남북대립 과정 속에서도 폐쇄하지 못한 개성공단에 대해 북한이 왜 이처럼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한 견해를 말해 주기를 부탁한다. 

양문수: 현재 북한이 취하고 있는 강경한 행동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큰 흐름에서 볼 때, 김정은 체제에 들어선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기본적 목표하에 문제의 근원적 해결

을 추구하며 미국과의 협상을 이끌어 내고자 한 듯하다. 더불어 한국에 

신(新)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남한과의 협상 국면에서 주도권을 장악하

고자 전통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압박전술을 펼침으로써 위기를 

조성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현 개성공단 사태 중 근로자 철수 

부분을 미시적으로 살펴보면, 남한 언론이 개성공단에 대해 달러박스 운운한 것,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개성공단 인질 구출작전’을 거론한 것이 북한을 직접적으로 자극한 듯하다. 

또한 과거 개성공단을 둘러싼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기껏해야 통행을 차단하는 것에 그친 

북한이 이번에는 개성공단의 노동자들까지도 철수시키는 극단적인 방법을 취한 부분은 과거 

김정일 시대에는 볼 수 없었던 행동으로서 김정은 시대의 또 하나의 특징, 즉 흔히 언급되는 

예측 불가능성과 맞닿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도 존재한다. 한편으로는 북한이 개성공단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임으로써 받을 경제적 타격을 사전에 고려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 

이번 사태가 중국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최악의 메시지를 보낼 것임을 모를 리 

없지만 현재의 북한에게 이러한 경제적 손실은 부차적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는 듯한 인상이다.  

이석: 양문수 교수가 개성공단 사태에 대한 큰 흐름을 짚어 주었다. 특히 북한이 개성공단의 

잠정적 폐쇄로 감당해야 할 경제적 효과가 큼에도 불구하고 김정일 시대와는 다르게 강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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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를 취한 것과 관련하여, 북한으로서도 너무 과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해주었다. 

조봉현 박사는 북한의 현 개성공단에 대한 태도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 달라. 

조봉현: 북한이 ‘개성공단은 북한의 달러박스이므로 손대지 않을 

것’이라는 시선을 겨냥해 개성공단에 위협을 가해 왔다는 평가는 

이전부터 있어 왔다. 그렇다면 북한이 왜 지금 이 시점에서야 개성공

단 내 노동력을 철수하고, 남측 인력의 통행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을까? 여기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존재한다. 김정은 체제 이후 

북한은 지속적으로 군사적 긴장감을 높여 왔으나,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방안의 부재로 힘을 얻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개성공단

은 이러한 북한에 남한을 압박할 수 있는, 즉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하나의 카드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북한의 군과 경제적 부분을 중시하는 당 사이의 파워게임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정부의 출범으로 남북경협이 경색되었던 이명박 정부 시절과는 다른 

경제협력의 분위기를 기대한 북한 내 당과 내각과는 달리, 군 쪽에서는 경제를 중시하는 

내각을 못마땅하게 여겨 왔다는 것이다. 특히 김정은 체제 이후 권력의 중심이 당과 내각으로 

집중되는 상황 속에서 군 내부에 불만이 쌓였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군은 자신들에게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수단으로 개성공단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즉, 개성공단에 대한 강경한 

대응으로 남한의 굴복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군의 주장에 김정은이 힘을 실어 줌으로써 

군은 자신들의 의도대로 개성공단 내 인력 철수라는 방안을 실행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정으로 현재 북한 내 당과 내각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 실제 중앙특구개발지도

총국의 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남측 기업들에 개성공단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미리 

알리는 등 지금과 같은 사태를 막으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개성공단 내 최후 

7인의 철수 시, 지도총국이 남북 간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며 인력 철수를 막고자 노력하기도 

하였다. 이는 북한 내 당과 내각이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개성공단의 상징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군의 입김이 더 강한 현재의 남북관계에서 

김정은이 군에 힘을 실어준 결과라고 판단된다. 다만, 그 이후 개성공단을 이용해 남한을 

압박할 경우 남한이 고개를 숙일 것이라고 주장한 사람들의 오판으로 인해 현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며, 이로 인한 문책의 결과로 군의 세력에 밀려 있던 내각 

쪽 인사들이 다시 힘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는 풍문 또한 들려오고 있다. 결론적으로 김정은 

체제 이후 북한 내에서는 군과 당⋅내각 간 파워게임(power game)이 있었고, 개성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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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군의 의견에 김정은이 우선적으로 힘을 실어 

주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북한으로서도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북한으로서도 

지금 이 시점에서 모든 것을 다시 주워 담기에는 너무 늦은 상황이며, 현재는 과거로 되돌릴 

수 있는 명분을 찾고 있는 단계에 있다고 판단된다.          

이석: 조봉현 박사가 현재의 개성공단 사태는 북한 내부에서의 군과 내각 간 파워게임과 

연관되어 있으며, 군 세력의 폐쇄 지도를 통해 발생하였다는 재미있는 지적을 해주었다. 

더불어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이 개성공단에 대한 북한의 강경대응에 굴복할 것이라는 오판을 

한 것이 아니냐는 언급을 해주었다. 상대적으로 내각은 이와 관련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북한 내부에서 한국의 대응에 따라 개성공단을 둘러싼 분위기 전환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언급도 해주었다. 주목을 해보아야 할 측면이라고 생각된다. 김병연 

교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 달라.

김병연: 앞의 두 패널의 의견과 비슷하다. 처음 시작은 김정은 

정권의 출범으로 무엇인가 판을 새로 짜보려는 시도에서 비롯된 듯하

다. 기존의 독재정권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통치 행태가 나뉘는 것을 볼 수 있다. 우선 경제상황이 좋고 안정적이라

면 새 정권은 현상유지(status quo)를 추구할 것이고, 반대로 경제상

황이 어렵고 불안정하다면 새로 판을 구성함으로써 당면한 현실을 

돌파하려고 할 것이다. 김정은 정권의 경우는 후자에 해당된다. 북한의 

현재 경제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자 하였을 것이다. 그러한 

시도의 내부적 요인으로는 김정은의 권력기반 강화 목적이 있는데, 경제가 어렵고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권력기반을 강화하고자 외부적 요인인 개성공단 문제를 

끌어들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조봉현 박사가 언급한 충성경쟁이 기름을 부은 듯하다. 

즉, 그동안 김정은으로부터 소외당한 군부가 다시 권력을 잡고자 노력한 기회주의적 태도와 

김정은 본인의 정책 미숙이 결합되어 나타난 것이 현 개성공단 사태의 결과라는 이야기이다. 

개성공단 잠정 폐쇄조치 자체에 대해서는 사후적 요인이 컸던 것으로 평가된다. 처음에는 

의도하지 않았던(unintended) 측면이 강했다면, 문제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자기 강제적인

(self enforcing) 형태로 발전했다는 것이다. 그만큼 북한도 현 상황에 대해 당황스러워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기 권력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나, 개성공단을 포기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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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의 모든 행동이 허풍(bluffing)으로 판명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판돈 없이도 게임을 즐길 수 있었지만, 결국에는 개성공단이라는 실질적 판돈을 

모두 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다다르게 되었다. 

이석: 김병연 교수는 독재정권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을 때의 특징을 경제상황이 좋을 

경우와 좋지 않을 경우를 나누어 설명해 주었다. 또한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하여 현 상황이 

북한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자기 강화적 과정에서 나온 산물인 것 같다는 말을 해주었다. 

즉, 개성공단 사태에 대해 노동력 철수 및 통행 차단이라는 강경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북한이 해온 모든 전략이 공허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러한 대응을 

한 것 같다는 의견이었다. 

박순성: 현재의 남북관계를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전반적인 흐름

이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되었다. 참고로 이명박 정부 이전이라는 것은 1980년대 중⋅후

반, 혹은 1990년대 초부터를 말하는 것으로, 국제적으로는 탈냉전, 

남북 간에는 세력 불균형이 존재했던 상황에서 남북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국가전략을 발전시켜 온 시기를 말한다. 이 시기에는 남한

이 대북포용정책, 정경분리정책을 실시하였듯이 북한도 남한과 미국

에 대한 포용정책 및 북한식 정경분리정책을 사용했다. 유사한 정책이었을 수 있으나 각 

정책의 추진과정은 남북 간에 차이가 있다. 남한의 경우 정책 추진과정에 있어 정당들 사이의 

균형, 국민여론이 중요하다. 반면 북한의 경우, 북한 내부의 충성경쟁, 관료제하에서의 정책경

쟁의 균형이 요구된다. 즉, 1980년대 중⋅후반 혹은 1990년대 초부터 본격화된 남북관계의 

개선, 북미 간 협상은 북한 내부에서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정책경쟁에 대한 균형을 맞추어 

가는 과정인 동시에 일종의 북한판 정경분리정책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정책의 성과에 대해 남한이 “남북경협이 과연 북한체제를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남한 경제에도 이득이 되었는가?” 등의 평가를 하였듯이, 북한 역시 “남북한 관계 개선이 

북미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었으며, 남한의 대북정책에서 변화를 가져왔는가?” 등의 평가를 

해왔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 들어오면서 북한 내부에서 위와 같은 평가에 대한 회의적 기류가 

강화되었다. 소위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은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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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자연히 한미 군사훈련 등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에 대해 북한의 강경대응 또한 지속되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남북관계는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개성공단의 의미 및 정치적⋅경제적 

효용성에 대한 평가는 이명박 정부 초기인 1~2년 사이에 모두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남한이 

개성공단을 레버리지(leverage,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은 북한으로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일례로 북한은 과거 여러 차례 개성공단을 폐쇄하겠다는 발언을 해왔으며, 현재 

개성공단 내 노동력 철수 및 통행 차단 등의 행동을 통해 북한이 상당 기간 개성공단 잠정 

중단에 대한 생각을 해왔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왜 지금인가?”라는 질문은 

오히려 “왜 이제 이루어졌는가?”로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즉, “개성공단을 계속 유지시켜 

나갈 수 있었는데 왜 지금 멈추었는가?”가 아닌, “남북관계의 변화 과정에서 이미 개성공단이 

중단될 여러 상황들이 있었음에도 지금까지 개성공단이 유지된 이유가 무엇인가?”가 현재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라는 것이다. 

이석: 박순성 교수가 우리의 시야를 넓힐 수 있는 말을 해주었다. 현재 남북관계 내 커다란 

흐름의 변화는 사실상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된 점이라는 것이다. 즉, 과거 이명박 정부 

전까지 한국은 포용정책과 정경분리 이야기를 해왔지만, 상대방인 북한도 한국에 대한 동일한 

포용정치와 정경분리정책을 취해 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전략이 북한 입장에서는 

남북관계의 개선, 북한경제의 발전에 부정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며, 이에 이러한 포용정

책과 정경분리의 부정적 시각을 개선해 보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다. 이러한 흐름이 

반영되어 오늘날 개성공단의 폐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왜 지금 

개성공단이 차단되었는가가 아닌, 이러한 흐름 속에서 왜 개성공단이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볼 시점이라는 언급을 해주었다. 

현 개성공단 사태를 유발한 북한의 강경대응 배경에 이어, 다음으로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에 

대한 최근의 대응에 대해 평가해 보고자 한다. 사실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에 대한 대응은 

매우 간단했다. 개성에 있는 우리 측 인력에 대한 인도주의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하에 

우리 측 인원을 모두 철수하였고, 여전히 우리가 먼저 개성공단을 문 닫는 것은 아니며 

북한과 계속 대화할 의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말해 달라. 

박순성: 북한 내부에 정책경쟁이 있듯이 남한 내부에도 정책경쟁이 있다. 진보와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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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정책경쟁뿐만 아니라 보수 내부 간 정책경쟁도 있다. 노태우-김대중-노무현 정부로 

연결되었던 포용정책과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 구상’이라는 강경정책 사이에서 

제3의 정책으로 추진된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또한 이를 둘러 싼 정책경쟁 

논란에 휩싸였다. 제3의 정책인가, 아니면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조금 변형시켜 추진할 것인가? 

그것이 논쟁의 핵심이다. 참고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버전(version) 1’과 ‘버전 2’로 구분할 

때, 남북 간 관계 개선을 위한 계기를 만들어 나가고 이를 통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자 

하는 것이 ‘버전 1’이라 한다면, ‘버전 2’는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혼합시켜 

놓은 형태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개성공단에 대한 현 정부의 대응은 큰 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는 점에서 합리적이었다고 

본다. 기존 이명박 정부 때부터 내려오던 남북한 정부의 대응방식은 북한이 A라는 행동을 

하면 우리도 A라는 행동을 하고, 우리가 B라는 행동을 하면 북한도 B라는 행동을 하는, 

일종의 맞대응(tit for tat)전략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되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현 정부의 개성공단 사태에 대한 대응은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기존 정책 내부의 합리성으로 평가하지 않고 정책 외부의 관점에서, 곧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에서 평가해 보면, 남북관계에 존재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북한의 군사적 압박에 

우리는 어떻게 이를 중지하거나 전환할 수 있을지, 개성공단에 대한 북한의 강경한 조치에 

협상을 유도함으로써 분위기를 전환시킬 수는 없었는지 등의 대안적 정책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버전 1’의 입장에서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에 대한 근본적 재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석: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말들을 해주었다. 정책 내부 측면에서 본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사태에 대한 대응은 상당히 합리적이고 효율적이었다. 그러나 정책 외부, 

즉 전반적 패러다임하에서의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이명박 정부의 정책과는 

다른 제3의, 즉 포용정책도 아니고 압박정책도 아닌 창조적 정책으로 작용했다면 개성공단 

사태에 대해 기존의 대응방식이 아닌 더욱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할 수 있는 측면이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는 언급을 해주었다. 이에 더해 앞으로는 북한에 

끌려만 갈 것이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의 대응을 시도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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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수: 현재의 상황을 평가함에 있어, 조금 더 감각적인 접근을 취해 보자. 북한의 개성공단 

근로자 철수이든 남한의 개성공단 내 인력 철수이든 외부 관찰자는 깜짝 놀랐다. 예측하지 

못했던, 예측의 범위를 벗어나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현재의 국면을 이해하는 

새로운 출발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남한의 인력철수 결정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 모두가 존재한다.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정부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인도적인 문제들, 즉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식자재 공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당연히 국가로서 해야 할 일이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통쾌하다, 속 

시원하다.” 그리고 “드디어 남북한의 기싸움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북한의 

허를 찔렀으며, 상대가 아파할 것이다.”라는 인식들이다. 이와 반대로 우리의 대응을 부정적으

로 평가하는 측면으로는, 위와 같은 강경한 대응으로 남북관계가 악화되었고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는 견해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비판적 의견을 

구체적인 상황하에 생각해 보자. 정부는 지난 4월 25일, 장기화되고 있는 개성공단 사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 개최를 공식 제의하면서 26일 오전까지 이에 대한 회신을 

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면서 북한이 우리 측이 제시하는 당국 간 회담마저 거부한다면 

우리로서도 중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밝혀 둔다고 경고하였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최후 통첩성 제안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또한 타이밍에 있어서도 당시 

실시 중이던 한미 독수리 연습(Foal Eagle)이 30일에 끝날 예정이었고, 한미 군사훈련 시점에는 

북한이 대화에 나오지 않는다는 관행을 인지하고 있는 정부가 이러한 제의를 했다는 것이 

의문이다. 실제로 이러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얼마 전 국회의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야당 

의원뿐 아니라 일부 여당 의원들조차도 포괄적 유연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인력 철수 결정이 나온 다음날 북한은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의 담화를 통해 “현 괴뢰정권이 외교안보 우두머리들을 새로 꾸리고 청와대와 통일부를 

비롯한 대북관계 부서들을 대폭 교체했다고 하나 놀아대는 꼬락서니를 보면 너무도 우리를 

모르고 있다.”라고 매우 이례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한편 남북관계는 ‘강(强) 대(對) 강(强)’으로 진행되면 끊임없이 ‘강 대 강’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김병연 교수가 앞서 “문제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의도하지 않았던

(unintended) 태도가 자기 강제적인(self enforcing) 형태로 발전했다.”라는 말을 하였는데, 

절반은 동의하지만 절반은 동의하지 않는다. 남북 간의 게임구조 자체를 생각해야 한다. 

일방의 강에 대해 타방이 강으로 대응하면, 상대는 다시 강으로 맞받아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러한 게임의 구조를 남이든 북이든 모를 리가 없다. 따라서 최근 남과 북의 강경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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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의 범위를 벗어나 있었던 것이다. 5⋅24조치때 물자교역과 위탁가공교역에 대한 제재를 

가하면서도 개성공단만은 살려 두었던 이유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조봉현 

박사의 말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보면, 북한 내 강(强)과 온(穩)의 대립이 있었다면, 남한 내부에서

도 시기와 상황에 따른 강과 온의 대립이 있어 왔고, 지금의 개성공단 사태는 강의 측면이 

조금 더 힘을 얻은 결과라는 해석도 있다.  

이석: 개성공단 사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 긍정적 시각과 부정적 시각을 대비하여 

명확하게 말해 주었다. 긍정적 시각도 좋고 부정적 시각도 좋지만,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한국 정부가 남북한의 전반적 게임의 구조에 대한 철저한 분석 후 사안에 대응했는가 

하는 점이다. 우리가 강한 전략을 사용하면 북한 또한 강한 전략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전략이, 설사 부분적으로 성공하고 국민들의 염원을 반영한 것이라 하더라도 얼마만큼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 근본적으로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김병연: 지금까지의 정부의 대북정책은 대부분 희망사항(wishful thinking)을 제시하는 

데에 그쳤다는 생각이 든다.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그동안 시행한 정책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노력도 담겨있지만, 여전히 정책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하나의 

완성된 전략으로 발돋움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고 본다. 더 중요한 문제점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추진에 있어, 정책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거나 북한에 통하지 않을 

경우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대한 정부의 준비가 부족했다는 점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남북한 간 신뢰를 바탕으로 다양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정책인 만큼 

실패할 경우의 대응방안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다시 말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것이 현 정부 대북정책의 사전적(ex ante) 

의도라고 가정한다면, 사후적(ex post) 결과는 지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같은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흐름이 과연 남북관계와 통일에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마땅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며, 사전적 신뢰 구축이 어렵다면 

과거의 악화된 남북관계와 같은 사후적 상태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한다. 개성공단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북한의 전향적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개성공단

이 남북경협의 마지막 수단으로 남아 있는 디딤돌이라는 점을 상기해 볼 때, 이 디딤돌을 

잃는다는 것은 서로에게 부담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북한의 도발적 행동이 문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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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이지만 우리 정부는 이를 예상하고 대비책을 세워야 했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전략이 

부족했다는 비판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북한의 개성공단 잠정 폐쇄 이후 우리의 대응은 합리적이었다. 그러나 시기의 선택이 

너무 빨랐다는 점을 아쉬운 점으로 지적하고 싶다. 우리 측 잔류 인원들에 대한 식자재 

공급 등의 인도적 어려움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굳이 그렇게 빨리 철수 결정을 해야만 했는지 

되짚어 볼 필요도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해 우리가 정말로 북한과의 대화를 원하고 잘해 

보자는 신호(signal)를 보내고자 했다면, 당장 인원을 철수시키는 조치보다는 북한에 판단할 

시간을 더 주는 정책이 필요했다고 본다. 북한이 판을 키워 보려는 목적으로 개성공단을 

빌미 삼아 도발적 행동을 지속하기는 했어도 우리가 철수를 결정한 시점까지 며칠간은 조용했다. 

북한 내부에서도 분명 개성공단 문제를 두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개성공단의 

폐쇄는 결국 북한에 큰 타격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근거로 강경파와 

다른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그룹에게 시간적 여유를 좀 더 제공했으면 어떠했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 즉, 우리의 대응이 너무 급박한 나머지 북한 내부의 여러 세력들이 대립하는 

가운데 개성공단 사업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개혁파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스스로 포기한 모양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우리 측 인원 7명을 통해서라도 정부의 대화의지를 전달했어야 

함에도, 이제는 그들마저 돌아옴으로써 신뢰신호(signal)를 보낼 수조차 없는 상황이 되었다. 

결국은 백지상태(zero-base)로 돌아온 것인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향후 어떻게 남북 간 

신뢰 구축을 이루어 갈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zero)와 무엇이라도 남아 

있는 상태(one)의 차이는 큰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정부가 신뢰프로세스의 디딤돌을 

놓쳐 버리는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보인다. 

이석: 김병연 교수가 박근혜 정부의 신뢰프로세스와 개성공단 사태를 연계하여 전반적인 

평가를 해주었다. 개성공단에 대한 전반적 평가는 기본적으로는 합리적인 대응이었고 커다란 

실수는 없었다고 볼 수 있지만, 최선의 대응이었는지에 대해서는 타이밍과 신호, 그리고 

신뢰신호를 주는 수단 등 두 가지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는 말을 해주었다. 개성공단 

사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 나쁘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참석한 토론자 및 대다수 

여론의 평가인 것 같다. 그러나 전략적 차원에서 이를 평가해 보면, 긍정적 및 부정적 측면 

가운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정부 대응에 대한 평가에 더해 현재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현황 및 향후 바람직한 방안으로 어떠한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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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 볼 수 있는지 토론해 보자.    

조봉현: 개성공단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이에 따른 결과로 

최근 북한은 여러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경제개혁을 시도하고 있으나, 전 세계의 불신을 받으며 

계획한 경제개혁의 뜻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북한에 투자를 계획했던 중국 기업들마저 

투자계획을 보류 및 철회하였다. 반면, 우리 정부의 우리 측 개성공단 인원 철수 대응은 

적절했다고 본다. 개성공단에 체류했던 인부들의 생활은 매 끼니를 라면으로 해결할 정도로 

힘들었으며, 이로 인한 건강 악화 문제 또한 발생했기 때문이다. 즉, 인도적 측면과 체류 

인원의 신변안전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정부의 대응은 바람직했다.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사태에 강경한 대응을 한 또 하나의 이유로는 개성공단 사태가 단기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을 들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현 정부는 개성공단을 그 자체의 

문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의 시금석으로 보고 있다. 현 개성공단 사태는 누구나 

북한의 잘못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에 현재의 개성공단 문제에 한정되지 말고 더욱 

장기적 관점에서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축과 같은 남북관계의 틀을 쌓아 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 정부의 대응과 관련하여 다소 아쉬운 점은 개성공단 체류 인원에 대한 전원 귀환조치이

다. 정부가 남북경협에 있어서의 개성공단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했다면, 잔류 인원을 한 

번에 귀환시키기보다는 순차적 귀환을 고려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북한과의 대화 여지를 

남겨 두었어야 한다. 이번 개성공단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개성공단 내 입주기업이다. 

이들에 대한 정부 나름대로의 지원책이 모색되고는 있지만, 아직 미흡한 면이 많은 듯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입주기업들의 일차적인 피해금액 산정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산정규모 또한 정부의 측정 액수와 기업의 측정 액수 간 격차가 크다. 정부는 

일반적으로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피해금액을 산정하고 있는데, 이때의 피해금액은 1조원이다. 

반면, 입주기업들의 입장에서는 투자액은 차치하더라도 몇십 년간 키워 온 기업의 도산으로 

인한 매출손실, 도산금액, 바이어(buyer)에게 들어올 클레임(claim), 협력업체에 결제해야 

할 금액 등 최소 2~3조원의 피해금액을 산정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유지비는 지원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개성공단의 회생 시 기업이 다시 들어갈 수 있으며, 

기업 자체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현 정부의 지원수준은 기업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123개 기업의 국내 협력업체 

조사 결과, 전국에 총 5,800여 개의 협력업체가 있으며 이들 기업은 3~5억원 정도의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의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으나 이번 사태로 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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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순간에 멈춰 버림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업체에 대한 고려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 하나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개성공단에 입주한 123개의 기업은 해외로 

나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을 택했다는 것이다. 즉, 개성공단에 입주하고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함으로써 국내 산업에 긍정적 효과를 미쳤다는 점 역시 정부의 입주기업 

지원책 마련에 고려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 정부는 1차적으로 3,000억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하

였고, 추가적으로 보험을 포함해 약 7,000억원의 지원을 예상하고 있다. 3,000억원이라는 

절대적인 공급규모 자체가 작지는 않지만, 융자 개념을 포함한 이 금액이 신용도가 낮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지원이 될지에 대해 우려 된다. 최악의 경우에 

받게 되는 보험은 지원책이 될 수 없다. 오히려 대출금액의 상환연장, 결제에 필요한 자금 

투입, 클레임에 대한 대응적 조치 등 정부 차원에서 해결 가능한 지원을 통해 기업이 무너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들 기업에 가장 중요한 점은 대체생산지를 찾는 일이다. 

현재 국내 협력업체들로부터의 주문은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입장에서는 생산을 계속해 공급을 함으로써 거래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대체생산지 모색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최소한 

부도는 피할 수 있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릴 필요가 있다. 

이석: 현재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에 대한 대응이 아쉬운 점도 있지만, 현실적 및 정책적으로 

바람직했다는 말을 해주었다. 다만, 개성공단 사태로 인한 입주기업의 피해와 관련하여 정부의 

시각과 기업의 시각에서 바라본 피해의 개념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더욱 현실적인 피해지원책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보험금 지급은 최후의 보장수단으로 현 상황에서 거론될 이야기는 

아니며, 현재 필요한 것은 부도 방지를 위한 자금지원, 대출상환기한 연장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인 대체생산지의 고려이다. 

양문수: 원론적으로 남북경협 내지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에서 차지하는 의미로 미루어 

볼 때, 정부의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은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개성공단 지원에 대한 법적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정부의 의지가 있다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다. 

또 하나 고려해 보아야 할 점은 5⋅24조치 이후의 우리 정부의 기업에 대한 지원 태도이다. 

5⋅24조치의 경우, 정부가 국정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기업들의 행동에 제약을 

가한 상황이었지만 민간기업들은 생계수단의 상실을 비롯해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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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정부는 특별자금대출, 융자지원만을 해줄 뿐이었다. 정부가 개성공단이 가지는 상징성 

및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고 개성공단 회생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이전과는 다른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즉, 지난 5⋅24조치에서의 기업들에 대한 지원 

분석을 통해 개성공단 사태와 5⋅24조치 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판단하고, 현 상황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석: 참 어려운 문제이다. 지적한 것처럼, 5⋅24조치 이후의 남북경협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일각에는 개성공단은 이제 회생 불가능하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

다. 현실적으로 개성공단의 재개가 불가능할 뿐더러 다른 남북경협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개성공단의 잠정 폐쇄는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현 

상황에서 개성공단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어야 하며, 이 같은 사태 방지를 위해 어떠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말해 달라.

박순성: 개성공단은 남북경협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시작되었다. 남북경협은 

남북관계를 안정시킴으로써 한국에의 투자조건을 개선시키고, 이를 통해 국가의 신뢰도까지도 

높일 수 있다는 면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이처럼 개성공단을 단순히 경제의 미시적 

차원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경제의 거시적 차원 및 정치적⋅외교적 차원에서 고려한다면,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현 사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런데 현재의 

개성공단 문제는 남북관계의 게임의 구조 밖에 놓여있던 상태에서 게임의 구조 안으로 들어온 

상태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과연 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개성공단 문제를 게임의 구조 밖으로 끌어내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게임의 

구조를 바꾸기도 쉽지 않다고 본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어진 우리의 생각은 남북관계에서 원칙을 지킴으로써 북한의 행동패턴

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었다. 언젠가 북한의 행동패턴이 바뀌면 남북관계가 정상화될 것이라고 

본 것이다.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우리 세대가 죽기 전에 

북한의 행동패턴이 바뀔 것인가?”에 대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렇다면 과연 북한의 

지도부가 1980년대 중반 이후로도 1950~60년대의 행동패턴을 이어 왔는가? 혹시 북한의 

행동패턴은 바뀌었는데 우리는 북한이 바뀌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남한의 북한에 대한 정책 및 

행동패턴뿐만 아니라 북한의 태도 역시 상당히 바뀌었다고 본다. 북한의 태도 변화 없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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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의 설립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지금이라도 남북 

모두의 행동패턴에 대해 평가해 보고, 개성공단이 가능했던 조건 등을 판단함으로써 개성공단을 

회생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개성공단에서 노동력을 철수하면서 북한경제기는 이미 최하점을 지났고 북중관계가 

좋아지고 있으며 핵무력 건설과 경제건설을 병행시켜 나감으로써 경제체제를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이미 1960년대에 

확인되었듯이 ‘병진노선’이 불가능한 국가전략이며,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등 더 나은 국가비전이 있다는 것을 설득해야 한다. 당연히 이러한 설득을 

위해 즉각적인 강경대응의 자제와 인도적 지원의 확대, 다양한 채널을 통한 대화 시도 등이 

있어야 한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에의 지원은 우선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입주기업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원은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북한이 판단할 수 있는, 일종의 

시금석이기 때문이다. 즉, 입주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북한이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을 회생시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이 다시 가동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며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개성공단의 

회생과 남북경협의 재개는 같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동안 남북관계에서 이루어졌던 정경분리는 독특한 정치적⋅군사적⋅안보적 조건을 바탕

으로 이루어졌다. 정경분리라고 하는 것은 일정 정도의 정치적⋅군사적⋅안보적 차원에서의 

남북관계 개선 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데, 현재는 이러한 정경분리가 가능한 최소한의 정치적⋅
군사적⋅안보적 조건이 상실되었거나 거의 상실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 한국 정부는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에 관한 고찰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가 유념해야 할 점은 현 상황이 자칫 잘못되면 그동안 남북관계에서 

쌓아 왔던 우리의 주도적 역할을 일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현 상황의 

돌파를 위한 적극적인 구상과 행동이 필요하다. 

이석: 박순성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개성공단의 재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즉, 현재까지 남북한 게임의 구조 밖에 놓여 있던 개성공단 

문제가 이제는 게임 안으로 들어왔고, 이를 다시 밖으로 꺼내기가 어려울 뿐더러 남북관계 

자체의 상황 변화가 쉽지 않아 개성공단의 재개가 여의치 않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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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에 있어 개성공단이 차지하는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창조적 시각이 필요하다는 말을 해주었다. 

김병연: 개성공단 문제는 비대칭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현재가치만 본다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수 있는 반면, 미래가치는 굉장히 클 수 있으며, 개성공단 자체로 

한국경제가 발전하는 등의 큰 이익이 되지는 않지만 폐쇄된다면 큰 피해를 주는 구조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만약 개성공단이 이대로 폐쇄된다면 이미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미국, 

중국, 유럽 등과의 FTA 협상에서 북한산 제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 

우리의 입장을 피력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나아가 통일 이후 북한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비관세 혜택 적용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서라도 개성공단과 같은 

사례를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남북경협에 있어 개성공단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디딤돌 

및 마중물 효과는 매우 크다. 때문에 개성공단을 잃어버리고 무엇인가를 새롭게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다시 말해 남북관계의 시금석이자 미래의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 역할을 해온 개성공단을 포기하고 다른 사업을 생각해 보자는 주장은 

투자가치 면에서도 합리적이지 못할 뿐더러 실제적으로도 의미가 없다. 또한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독재국가의 행동양식을 외부에서 변화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함으로

써 전략적 접근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망만을 담은 정책을 추구한다는 

것은 스스로 대북정책에 대한 학습이 부족했음을 자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향후 어떠한 전략을 취해야 하는가. 당장은 ‘복원’이 필요한 것 같다. 

즉,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되, 그 이후 어떻게 개성공단 문제를 개선하고 

확장시켜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한다. 복원이라는 것은 크게는 남북관계의 

큰 틀에서의 복원을 의미하며, 작게는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의미한다. 남북관계의 큰 틀 

안에서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개성공단 정상화를 

포함한 대화와 협력 의지를 전달하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석: 현재가치와 미래가치, 그리고 존재 시의 경제적 가치와 비존재 시의 경제적 비용의 

측면에서 개성공단의 가치를 살펴보았다. 이를 종합해 보면 개성공단이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는 언급을 해주었다. 그렇다면 이제 개성공단의 존재에 대해 더욱 현실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보자. 첫째, 남북경협을 재개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대화의 계기를 

어떻게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둘째, 남북경협의 재개 시 현재의 개성공단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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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관련 제도의 개선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가?

조봉현: 남북관계의 개선 및 남북경협에서의 개성공단의 상징성을 생각해 보면, 개성공단 

자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살려야 한다고 본다. 또한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한 사이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데에도 개성공단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개성공단은 이미 우리가 엄청난 

자원을 투자하여 북한 발전을 위해 노력한 결실이며, 자연스럽게 북한을 변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개성공단의 회생에는 마감시간(deadline)이 있다. 그 시기를 7월 이전이라고 본다. 

장마철이 되면 공단에 있는 설비들의 부식이 빠르게 진행될 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관리해 

주어야 하는 설비들의 손상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온도⋅습도 관리가 필수인 원부자재와 

완성품은 시간이 지날수록 배상 및 폐기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성공단을 

회생시키고자 한다면 입주기업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7월 이전 정상화를 

목표로 북한과의 협상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성공단의 회생을 서둘러야 하는 또 다른 이유로는 

거래처 이탈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의 50% 이상은 섬유⋅의류 

기업으로, 봄과 가을은 이들 기업의 피크시즌이다. 따라서 가을철을 위한 수요량을 맞추려면 

그 전에 공장 가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회생시기가 미뤄질 경우 현재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거래하는 바이어들은 새로운 생산자를 찾아 나설 것이고, 입주기업들의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 또한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에의 단전조치는 개성공단 사태의 회생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개성공단 사태 이후 개성공단에 대한 전력공급은 평소의 1/10 수준만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개성 시민의 2/3 정도가 개성공단 전력을 이용한 상수도시설의 물을 이용하고 

있고, 다른 상수도 자원이 없기 때문에 개성공단에 대한 단전은 곧 북한 내 단수로 이어져 

개성 시민의 상당수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단전조치와 관련한 신중한 

대처가 요구된다.

개성공단 사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서는 대화의 계기가 필요하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설비 점검과 원자재 및 완제품을 가져오는 문제 등 앞서 언급한 기업의 논리를 통해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는 기업들이 이러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이는 북한 입장에서도 남측에 통행을 허용할 명분을 얻게 

해줄 수 있다.  

그렇다면 이번 개성공단과 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가.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개성공단에 관한 남북한 합의사항과 개성공단 관련 법, 규정, 규칙, 

제도 등을 재점검함으로써 이 같은 사태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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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남북한 상사분쟁 조정위원회 등을 국제기구와 연계함으로써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개성공단 국제화의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외국 기업을 유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제규범의 틀 안에서 안정적인 

시장경제체제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남북경협 재개를 위한 방법도 찾아야 한다. 현재 남북 신뢰가 깨진 상태이기에 

쉽지는 않겠지만, 하나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인도적 지원 카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곧 춘궁기에 들어서면 북한의 경제상황은 어려워질 것이고, 이에 인도적 

지원 카드를 적절하게 쓸 기회가 생길 것이다. 두 번째로 기존의 합의사항, 남북경제협력사업, 

금강산사업, 5⋅24조치 등 다양한 문제도 긍정적으로 협의해 나갈 수 있다는 의지를 표명함으로

써 대화의 창을 열 필요가 있다. 단순 퍼주기식이 아닌,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항목을 활용함으로써 북한의 관심을 유발하고, 이를 경제협력과 연계시킴으로써 

자연스럽게 남북관계를 풀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석: 개성공단의 회생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은 단전 등의 행동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회생 가능성을 남겨둘 경우 설비 점검 등 자연스럽게 추후 조치가 필요하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 기업들이 다시 개성공단에 접근할 수 있는 이야기의 장이 마련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개성공단과 관련된 기구, 지침, 규정에 관한 재논의를 통해 강제조항, 

구속조항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해 주었다. 다음으로 남북경협과 관련하여 인도적 

지원, 협의사항의 준수, 북한이 원하는 개발계획의 논의 등의 접근 방법을 말해 주었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대북정책과 관련한 향후 바람직한 방안 

등에 관한 전반적인 의견을 말해 주기를 부탁한다. 

양문수: 기본적으로 남북경협과 관련된 사업들의 추진에 있어, 함께하는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고 관계 유지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가 스스로 

이야기했듯이, 신뢰라는 것은 단기간에 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개성공단이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종전의 남북경협보다 진일보한 것은 분명하다. 이 점을 무시하고 개성공단을 

그만 두고 다른 것을 하자는 주장은 지양되어야 한다. 개성공단에는 나름 축적된 자산이 

있기 때문에 경협을 풀어가기가 용이하지만, 새로운 사업은 오히려 더 힘들다. 상대적으로 

쉬운 것은 그만두고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을 새로 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남한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북한과 함께 하는 사업, 즉 상대방이 있는 사업임을 의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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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개성공단 자체가 남북관계 형성의 시금석인 만큼, 개성공단 자체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의 개선을 위한 방안 또한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가 나아진다고 하더라도 현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 또한 중요하다. 

이에 있어 제도적 장치 마련도 중요하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결국 남북 간 

신뢰 구축이다. 법이나 제도가 아무리 잘 마련되어 있어도 이를 지키고자 하는 상호 간 

신뢰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 간 신뢰 구축을 위한 노력, 일례로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남북 간 행동 및 합의들에 대한 재점검 등의 시도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전반적인 남북 간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북측도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투자가 주춤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은 

지난 7일 북한 조선무역은행에 대한 거래중지조치를 내렸다. 북한경제에 미치는 북중경협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개성공단 사태로 북한이 의도한 만큼의 북중경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북한 스스로도 남북경협 및 남북관계에 대해 다시 고민을 해 볼 것이다. 물론 현재는 경제적인 

문제가 부차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경제적인 문제를 전혀 무시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문제는 이 경우 우리 정부에 대해 전혀 상반된 정책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남한이 계속 강경한 태도를 취할 경우 결국 북한이 손을 들 것이라는 정책제안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면, 이럴 때일수록 남한이 북한에 명분을 제공하고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정책제안이 

있을 수 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현재 북한이 남한과 대화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인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박순성: 약간 다른 이야기를 한 뒤,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평가로 

토론을 마무리하겠다. 우선 현재 북한의 하위 관료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북한의 

메시지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상위 관료와 하위 관료는 전혀 다르며, 현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상위 관료, 북한의 최고지도부이기 때문이다. 즉, 하위 관료층에서 

거론되는 개성공단 사태에 대한 아쉬움만으로 북한이 변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편, 중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조치를 취하고는 있지만 중국의 시장경제체제가 

상당 부분 진척되었고 지방분권이 심화되고 있는 등 중국 또한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이 

따로 움직일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현재 북중 간 경제관계는 중국 중앙정부의 주도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지방의 기업들, 지방정부의 수요에 의해 발전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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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 경제정책 자체의 변화가 꼭 남북관계의 개선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한다. 김병연 교수가 앞서 말해 

주었듯이, 사회주의 독재국가의 행태 변화는 우리가 직접 변화를 이끌어 가기보다는 그 행태를 

인정하면서 서서히 관계를 바꾸어 나가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현재 남북이 모두 명분과 실리를 둘 다 얻으려고 하는 데에서 문제가 커지고 있다고 본다. 

명분보다는 실리를 좀 더 생각하고 남북경협이나 개성공단 문제가 악순환의 게임 밖으로 

나오도록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란 쉽게 이야기하자면 

게임의 구조를 바꾸는 전략으로, 남북관계를 확대하고 심화하여 안정적인 남북관계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것이 박근혜 정부의 제3의 대북전략의 길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잘될 수 

있는 가능성은 가지고 있지만, 더욱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추가적인 

고민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동북아 질서 

변화, 북한의 대남 강경책으로 인한 남한 내부의 의식 변화, 그리고 북한 내부의 변화를 

잘 고려하여 상위의 국가전략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해야 한다. 즉, 진정한 의미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최상위의 국가전략으로 만들어야 한다. 둘째, 남북관계를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 중장기적으로 보아야 한다. 미래에 대한 중장기적 시각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과거 

전략 및 현상에 대한 중장기적 분석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물러난 이후에도 그 다음 정권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대북정책의 주요 아이디어로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남북관계에서 발생하는 많은 사건들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국가전략⋅정책기조 등의 

큰 흐름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인내심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김병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학습을 통해 진화된 전략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이전 

정부들의 정책에 비해 충분히 진화된, 충분히 스마트한 전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음과 

같이 우리가 제기할 수 있는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없기 때문이다. 첫 번째로, 우리와 

북한이 신뢰를 쌓아간다면 이는 자연스럽게 북한의 개혁⋅개방으로 이어질 것인가? 그렇게 

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얼마 전 『조선신보』에 김정은의 지시로 북한 내 일부 경제개혁 

조처를 시험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제도 자체의 

변화 없이 기업경영에 유인(incentive)을 제공하는 정도에만 그쳐 북한이 중국식의 개혁전략을 

선택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북한이 스스로 개혁개방을 추진한다

는 것은 현실적 제약이 있기 마련인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어떤 식으로 북한의 개혁개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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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끌어 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한다. 두 번째로, 북한의 행동양식을 바꾸겠다는 

정책은 결과적으로 북한의 붕괴를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북한과의 교역을 중지하는 

등의 상황에서 유엔을 비롯한 중국까지도 북한을 고립시킨다면, 북한의 붕괴를 촉진하는 

결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방향이 대한민국, 나아가 남북통일의 

과정에 바람직한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답할 것인지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문제인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하여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어떻게 이 목적을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답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만약 우리 정부가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남북경협도 추진하고자 한다면, 

이 두 가지 정책과제를 투트랙(two-track) 전략으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전략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일종의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내거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과연 그 브랜드에 

무엇을 담아낼 것인지, 어떤 제품을 선보일 것인지에 관한 답은 명쾌히 내리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이 정책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한반도의 미래와 

관련된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답으로서는 아직까지 그 내용이 충분히 채워지지 못한 것이 

사실인 만큼, 단순히 과거의 정책들에 대한 산술평균적 전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발전된 전략으로서 평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향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조봉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자체로만 볼 때, 제대로 작동이 된다면 좋은 정책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책을 진행시켜 나가야 하는지를 볼 때, 첫 번째로 기업을 중시한 

경제협력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성공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본다. 이러한 측면에서 큰 틀에서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이지만 작은 틀에서는 한반도 경협프로

세스를 만들어 가동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간 

균형이며, 세 번째로는 이미 조금씩 시작된 북한의 변화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새로운 경제협력을 추진할 경우, 기존의 경제협력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하에서의 경제협력은 달라야 한다. 즉, 경제협력을 풀어 나가는 데 있어 민간 주도의 경제협력을 

우선적으로 복원시킬 필요가 있으며, 일자리 창출 및 신성장동력 생성과 같이 우리 경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북한과 관련된 국제기구 

사업에의 참여 등 더욱 넓은 시각에서 경제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유엔개발계획(UNDP) 

및 국제개발협력 차원에서 이루어진 북한 내 경제협력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남북경협의 

새로운 장이 구축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러한 노력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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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이석: 긴 시간 동안 최근의 개성공단 사태의 원인 및 배경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남북경협 

방향에 대한 좋은 제안을 해 준 토론자들에게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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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주의 등장과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

이수석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leess1982@naver.com

Ⅰ. 머리말

박봉주가 다시 등장했다. 북한 정치에서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름이다. 한때 북한의 경제개혁

조치를 주도했다가 실각해서 북한의 정치무대에서 사라진 줄 알았던 그가 당 경공업부장에 

이어 내각 총리로 북한의 언론에 재등장한 것이다. 그는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계획하고 주도한 인물로 북한 경제개혁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그가 실각된 이후 북한은 박남기 

당 계획재정부장을 내세워 화폐개혁을 포함한 인민생활 관련 조치를 취했지만 실패로 돌아갔다. 

최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3차 핵실험 등의 군사도발로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던 

시점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박봉주를 내각 총리에 임명했다. 군사도발로 경제를 

포기한 것으로 인식되던 북한 정권이 왜 박봉주를 내각 총리로 임명했을까? 북한의 경제정책과 

대외정책은 변화될 것인지, 그리고 박봉주의 내각 총리 임명이 향후 북한의 권력구조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가 궁금하다. 

본고에서는 먼저 박봉주의 1기 총리 취임 당시의 상황과 물러날 때의 상황을 살펴본 후에 

현재 2기 총리 취임 배경과 정치적 의미에 관해 알아보겠다. 그리고 박봉주 2기 총리 취임 

이후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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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김정일 시대 박봉주 내각의 역할과 당정 갈등   

1. 실리주의와 박봉주 총리 임명 

1) 북한식 실리주의 사고

박봉주가 1기 총리를 지냈던 시기는 북한에서 실리주의 담론이 유행하던 시절이었다. 이데올

로기 일변도의 북한은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경제정책의 중요성을 실감하기 

시작했다. 이념으로서 사회주의와 수령체제는 지속하지만,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체제 유지가 곤란하다는 점을 인식한 것이다. 이 시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경제개혁의 중요성과 

변화에 관해 과거와는 다른 인식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개혁개방에 관해 일부 긍정적 인식을 보여주는 언급들이 등장했다. 물론 직접적인 

개혁개방에 관한 생각보다는 다른 분야에 대한 언급을 통해 개혁개방에 관한 인식을 엿볼 

수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경제분야에서의 실리주의 강조이다. 실리주의는 경제사업을 

추진할 때 현실에 맞게 교정하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김정일은 사회주의 시장이 없어진 

현재의 조건에서는 사회주의 시장이 있을 때와는 달리 주로 자본주의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에 맞게 수출구조와 무역방법을 대담하게 고쳐야 할 것을 강조한다.  

실리주의는 과학 중시 사상으로 연결된다. 과학 중시 사상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이것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강성대국론과 결부되면서부터이다. 김정일 사망 이후 로동신문에서 

김정일의 유훈으로 핵과 인공위성, 정치사상, 과학기술을 언급1)한 데서 보듯이 과학기술은 

북한경제에서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중요한 분야이다. 물론 과학기술에는 군수 관련 기술을 

언급할 때가 많다. 

김정일은 당 간부와 경제일꾼들이 해야 할 임무와 관련하여 실리라는 관점에 설 것을 

제시하고 있다. 경제분야는 경제일꾼에게 맡기되 경제일꾼은 실리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김정일은 젊은 간부의 등용을 강조하여 “실력이 있어야 당에 충성할 

수 있어 실력이 바로 충성심이자 창조적 능력”2)이라고 주장한다.  

경제관리개선조치에 대해서도 실리를 중심으로 해결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7⋅1조치에 

1) 로동신문, 2011. 12. 28.
2) 김정일, 현 시기 일군들의 실력을 높이는 것은 우리 혁명의 절박한 요구이다(2001년 12월 3일), 김정일 선집 15, 조선로동당출판사, 2005, 

pp.22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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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김정일은 “경제사업에서 실리를 보장하고 근로자들의 생산의욕을 높임으로써 사회의 

물질적 부를 늘리고 인민생활을 높이자는 데 그 의도가 있다.”3)고 한다. 7⋅1 경제개선조치는 

북한으로서는 야심차게 추진한 사업이다. 북한 체제의 특성과 맞지 않는 7⋅1 경제조치가 

나오게 된 배경은 북한에 경제위기가 만연하면서 등장한 실리주의 사고 때문이다.

2) 박봉주 1기 내각 등장

북한은 식량난 극복을 위한 증산운동을 배가해야 했고 흐트러진 사회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을 통해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당시 김정일은 이념도 좋고 

군사우월주의도 좋지만 경제사업에서는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박봉주를 정통 기술관료로서 이념과 상관없이 경제발전을 추진할 인물로 판단하였다.

박봉주가 화학공업상에서 총리로 임명되었을 때, 북한에는 새로운 경제개선조치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 북한은 경제사업의 전반적 분야에 내각의 역할을 확대해서, 내각의 지휘하에 

기업소나 공장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박봉주가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인물로 선택된 것이다. 

박봉주는 어떤 인물인가? 박봉주는 1940년생으로 덕천공업대를 졸업하고 평북 용천식료공

장 지배인 등 주로 생산부서의 관리인으로 근무하다가 1980년 10월에 당 중앙위 후보위원으로서 

당료생활을 하게 된다.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책임비서를 오랫동안 맡아 일했고, 1993년 

당 경공업부부장, 1994년 당 경제정책겸열부 부부장으로 활동하는 등 주로 경제부서에 근무했

었다. 1998년 최고인민회의 10기 및 11기 대의원을 지냈고, 2003년 9월 내각 총리가 되었다가 

2007년 해임되었다. 

박봉주는 2002년 임금 및 물가의 현실화, 기업의 경영자율권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인물이다. 또한 그는 노동자에서 총리 자리에까지 

오른 입지전적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1980년대 중반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책임비서였던 

그를 모델로 한 2부작 영화 ｢보증｣이 나오기도 했다. 김일성 부자 이외에 북한에서 살아 

있는 인물을 모델로 영화까지 만드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다.4)  

박봉주는 남한경제시찰단의 일원으로 김정일의 매제 장성택과 함께 서울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한국 공장 견학 시 공장 관련 사안들과 기술에 대해 꼼꼼하게 질문을 하여 경제관료로서

의 치밀한 면모를 보였다고 한다. 박봉주가 총리로 임명되었을 때 부총리를 비롯한 8명의 

3) 월간조선, ｢7⋅1조치에 대한 조선로동당 내부문건｣, 2002년 12월호, 2002.
4) 동아일보, “주성하 기자의 서울에서 쓰는 평양이야기”, 2013.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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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구성원이 교체됐는데, 문화상을 제외하고는 전부 경제분야 관련 인물이다. 이처럼 경제분

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원을 교체한 것을 통해 당시에도 내각의 과제는 경제재건이라는 

점을 잘 알 수 있다.

2. 내각의 역할 확대와 당정 갈등관계 

     

신년공동사설을 비롯해 김정일의 담화 등 북한의 각종 문건에서는 내각의 역할 강화를 

오래전부터 주장해왔지만 내각의 위상과 역할은 제대로 자리매김되지 못했다. 이는 당과 

군이 경제분야에 개입하기 때문이다. 내각의 역할 강화를 주장하는 문건이 있지만, 다른 

문건들에서는 내각을 비롯한 각급 경제기관 지도일꾼들은 당의 경제사상과 이론, 방침을 

경제강국 건설의 확고부동한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온다. 이는 내각은 

결국 당의 지도하에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렇기에 내각 총리는 권한보다는 책임이 더 많은 자리이며 그 위상은 낮다. 작고한 황장엽 

북한노동당 비서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총리가 되는 것이 경사라기보다는 두려움과 근심스러운 

일로 여겨진다고 한다. 심지어 총리로 임명된 날, 총리 가족들은 불안감으로 밤에 우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만큼 명예나 권한보다는 책임과 의무가 더 많은 자리여서 언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당과 국방위원회가 상위 기관으로 존재하는 권력의 역학관계에

서 내각 총리가 소신껏 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힘은 별로 없다.  

만일 경제가 기대한 만큼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을 경우, 내각 총리의 교체는 언제든지 

가능했다. 박봉주 이후 내각 총리는 경제관료인 김영일로 교체되었고, 2009년 11월 화폐교환 

이후 나타난 북한 경제⋅사회 혼란의 책임을 물어 김영일은 해임되었으며 최영림 평양시당 

책임비서가 총리로 선출되었다. 당에 비해 내각을 자주 개편하는 것은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총리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각 총리의 제한된 역할에도 불구하고 특이하게 김정일은 박봉주에게 막강한 

권력을 주었다. 박봉주 총리 임명은 이전의 총리 임명처럼 단순히 경제분야를 담당하는 명목상의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경제에 밝고 추진력 있는 박봉주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

려는 의도로 보인다. 아마 김정일은 7⋅1조치의 적극적인 추진을 박봉주 총리에게 기대했을 

것이다. 

박봉주의 등장을 전후로 북한은 당과 정부의 조직 및 인력 구조조정을 실시했고, 당과 

군의 경제사업을 축소해서 내각으로 이전했다. 또한 내각의 전문화와 세대교체를 추진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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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 인사권 및 경제관리 재량권의 총리 위임이라는 파격적인 조치를 취했다. 기존에는 당에서 

결정한 것을 내각이 이행하면 되는 구조였지만, 김정일은 내각 인사과정에서 총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이 시기 박봉주는 각급 성, 중앙기관들이 경제 관련 문제를 총체적으

로 파악하기 위해 경제현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함으로써 내각의 권한을 

크게 확대시켰다.5) 

그러나 2005년 상반기부터 북한 내부에서 경제정책을 둘러싼 권력갈등이 발생한다. 즉, 

경제개혁 속도와 당의 영도 보장 문제로 인해 갈등이 초래된 것이다. 북한에서는 당이 모든 

정책 결정과정 및 시행에서 정통성과 해석권을 갖는다. 당은 자신의 권력을 되찾으려고 사회주의

노선을 강조하기 시작했고, 김정일도 내각의 권력 남용 문제를 제기했다. 2006년 6월에는 

내각이 자본주의의 척후병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기까지 했다. 김정일도 당과 내각관계에서 

고심했던 흔적이 역력하다.

김정일은 당과 군부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었고, 박봉주를 견제하기 위해 2005년 7월경 

박남기를 등장시켰다. 최고인민회의 예산위원장인 박남기는 신설된 당 계획재정부장에 임명되

자, 총리가 갖고 있던 경제부처 인사권을 회수하고 당 계획재정부를 강화시켰다.6) 기존에 

내각이 갖고 있던 권력이 박남기에 의해 당으로 점차 이관되기 시작하면서 일시적으로 경제분야

에서 내각의 박봉주, 당의 박남기 투톱 체제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결국 박봉주는 당과 군부의 견제로 실각하게 된다. 내각 총리의 한계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박봉주의 경제자문에 응해 주던 인사들은 부정부패 혐의로 지방으로 좌천되었다. 

박남기 역시 2009년 11월 화폐개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처형되었다. 이후 사람들은 경제개혁을 

추진하거나 인민경제를 맡고 있는 자리는 위험한 자리라는 것을 점차 인식하게 되었다.  

5) 한기범, ｢북한정책결정과정의 조직행태와 관료정치｣, 경남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p.164.
6) 상게서, p.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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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김정은 시대 박봉주 재등장과 북한 권력 구도  

1. 박봉주 등장의 정치적 의미

박봉주는 총리 해임 이후 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 지배인, 당중앙위 제1부부장, 후보위원, 

당 경공업부장 등을 거쳐 다시 총리가 되었다. 박남기처럼 처형되거나 숙청되지 않은 것을 

보면 김정일은 그를 추후 등용할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봉주만큼 경제를 잘 아는 

사람이 없기에 향후 경제개혁을 위해 필요한 인물이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이다. 김정일은 

건강이상이 발생한 2008년 이후 박봉주를 복권시키려는 의도하에 그를 당 중앙위원회 간부로 

다시 등용하기 시작했다. 어쩌면 김정은 후계자를 위해 차후 경제분야 일을 맡길 구상을 

했는지도 모른다. 

박봉주 등장의 정치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정치무대에서 세대교체와 연계되어 

있다. 박봉주 등장 이전 최영림 내각에서는 고령자가 많았다. 당시 내각에 포진한 인물중 

부총리 이상의 연령을 보면, 최영림을 포함해서 강능수 부총리는 80대 고령이고 이 외에 

70대도 다수 포진되어 있다. 박봉주 내각에서는 상대적으로 젊은 층이 많다. 김정은으로서도 

할아버지, 아버지와 같이 일했던 세대보다는 좀 더 젊은 층과 일하고 싶을 것이다. 

이러한 세대교체 현상은 군부에서도 발생했다. 작년에 김정은은 인민군 총정치국장에 60대 

초반의 최룡해를 임명하여 수뇌부의 세대교체를 진행한데 이어 최근 소장파인 50대 장정남을 

인민무력부장으로 임명했다. 김정은은 군부 내 소장파 군인들에게 주요 직책을 맡기면서 

내각의 젊고 경제를 잘 아는 인물들과 함께 국정을 끌어 나가고 싶었을 것이다.  

둘째, 김정은은 박봉주의 내각 총리 임명을 통해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주민들에게 각인시키려 한다. 박봉주는 지난 4월 1일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총리에 

취임한 이후 1기 총리시절에 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지는 않고 있지만, 경제정책에 관해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는 모습들을 가끔 언론에 보여주고 있다. 북한 지도부가 경제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려 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작년부터 김정은은 인민의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해왔다. 그러나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주민의 경제적 

고통은 심각해지고 있다. 북한이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함과 불만 등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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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따라서 북한은 2000년대 중반 경제개혁의 상징이었던 박봉주 카드를 내세워 북한 

주민들의 불만을 무마하고 경제회생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며 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유도하려

는 의도를 갖고 있다.  

셋째, 박봉주 총리 임명을 통한 대외경제 여건의 개선이다. 북한의 체제 내구력은 저하되어 

있고 경제는 오랫동안 침체상태에 있다. 이를 해결할 만큼 북한의 대외경제 환경이 개방적이지도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은 정권은 박봉주를 통해 중국 등 시장경제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사회주의권과 돈독한 관계를 형성하려 한다. 

한동안 북한은 중국과의 경협을 구상하고 중국의 특구 조성을 염두에 두었지만, 3차 북핵실험

으로 인해 김정은 시대들어 북중관계는 소원해져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외 경제분야 협력을 

내각 총리에게 맡겨 정치⋅군사 분야와 다른 행로를 가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대외경제협력 

구상을 바탕으로 박봉주가 중국을 방문해서 북중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당⋅정⋅군 관계에서 권력이 한 곳으로 집중되지 않게 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최근 북한의 도발은 강경군부의 영향력 확대와 연관되며, 한반도의 긴장상황은 군부에 더 

많은 권력이 집중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김정은으로서는 군부와 함께 당과 내각에도 권력이 

분배되어야만 정권의 존속이 오래갈 수 있다고 본다.

박봉주의 등장은 김정은이 당과 군부의 이데올로기 중심주의 사고와 달리 경제 분야에서는 

실리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인식한 결과이다. 과거 한때 영향력이 있었던 

박봉주를 등용함으로써 김정일 시대에 강조했었던 실리주의를 따르고, 당과 군 관계자에게도 

경직된 이념 대신 때로는 실리주의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2. 박봉주 내각의 과제와 세대교체

4월 22일 박봉주는 총리 취임 이후 첫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개최했다. 내각 확대회의에서

는 김정은이 2013년 3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말한 사안들을 집행하기 위한 논의를 했다.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노선 관철 문제, 3월 전국경공업대회에서 김정은이 제시한 과업 

관철 문제, 올해 1/4분기 인민경제발전계획 수행 정형 및 2/4분기 인민경제발전계획 수행을 

위한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당의 병진노선 관철을 위한 과업과 방도를 제시하였으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한 대응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지난 3월 김정은은 경공업대회에 참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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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소비품을 생산하는 단위의 공장 가동 정상화를 촉구한 바 있는데, 그 지시를 어떻게 

잘 이행할 것인가를 논의했다. 특히 이번 내각 확대회의는 경제개혁 성향의 박봉주 총리의 

지휘 아래 북한이 어떠한 경제적 결정을 할 것인지가 관심을 끈 회의였다. 

내각 확대회의 이후 박봉주는 경제현장을 방문했다. 4월 23일 박봉주 총리는 황해남도 

해주시 비료공장과 채소온실, 청단군 청정협동농장 등에서 농사실태를 점검했다. 협동농장에

서 분조는 기본적인 생산단위이고 농장원들이 책임감을 갖도록 분조관리제를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월 23일 평양에서 열린 제28차 중앙과학기술축전 개막식에 참석했는데, 

조선신보는 중앙과학기술축전에 관한 기사에서 “올해 축전 개막식에 박봉주 내각 총리가 

참석한 사실은 조선이 경제강국 건설에서 과학기술 발전을 특별히 중시하고 있음을 웅변히 

말해 주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4월 29일에는 박봉주가 북한의 주요 석탄 생산지인 평남 순천지구 청년탄광연합기업소를 

찾아 생산실태를 점검하고 순천화학련합기업소를 방문했다. 북한 언론은 박 총리가 참석한 

순천지구 청년탄광련합기업소 일꾼협의회 개최를 알리면서 “새 세기 사회주의경제관리의 

요구에 맞게 경영전략을 옳게 세우고 기업관리, 노력관리를 합리적으로 짜고들 데 대한 문제가 

토의되었다.”고 전했다. ‘새 세기 경제관리’라는 용어가 나오고 이와 관련된 요구사항이 언급된 

것은 북한의 새로운 경제관리개선조치 준비설과 맞물려 박봉주의 역할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5월 13일 박봉주는 평안남도 안주시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를 찾아 비료 증산을 독려했다. 

박봉주는 총리 임명 이후 농촌, 탄광, 발전소 등 여러 지역의 생산단위를 방문하며 근로자들을 

격려했는데, 그 과정에서 공업과 농업의 관리방안을 언급한 것이 주목된다. 어쩌면 지난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와 비슷한 조치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현재 상황은 새로운 

경제개혁을 위해 현장점검을 하고 상황을 파악하는 단계일 수 있다. 

한편, 박봉주 내각에 새로 참여한 사람들을 살펴보자. 북한은 4월 2일 최고인민회의 12기 

7차회의 소식을 보도하면서 “일부 내각 성원을 해임 및 임명했다.”고 밝히고 새로 임명된 

리무영, 리철만, 강영수, 배학, 리혁, 리춘삼, 김경준, 강하국, 태형철 등 9명의 내각 상들을 

소개했다. 

리무영 부총리 겸 화학공업상은 1948년생으로 박봉주 총리보다 8년 아래이다. 그는 박봉주가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당 책임비서로 재직할 당시 이 기업 현장 기사장을 지냈고, 이후 

기업 지배인을 역임했다. 2003년에는 박봉주의 후임으로 화학공업상에 임명됐다. 2011년 

5월 화학공업상에서 물러나고 내각 부총리직만 갖고 있던 리무영은 이번에 다시 화학공업상을 

맡게 됐다. 박봉주의 의중이 반영되었다고 추측된다. 또한 10기부터 지금까지 최고인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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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이기도 하다. 리무영은 박봉주 내각에서 향후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이며, 

박봉주 이후 총리감으로 물망에 오를 인물로 판단된다.  

강영수 도시경영상은 2002년 도시경영성 책임부원을 시작으로 도시경영성 처장, 부상 

등을 역임했으며, 2011년부터는 북한의 핵심 건설사업인 평양시 만수대지구 현장지휘부 

부책임자를 맡아 실력을 인정받은 인물이다. 리춘삼 국가자원개발상, 김경준 국토환경보호상 

등도 내각에서 자기 분야의 실무경험을 쌓으며 2000년대 중반 1기 박봉주 내각에서부터 

관계를 맺어 온 인물이다. 

평안북도 농촌경리위원회에서 현장경험을 쌓은 리철만은 작년 4월 도 농촌경리위원장에서 

내각 부총리로 전격 승진했으며 이번에 농업상까지 맡았다. 현재 45세의 젊은 리철만은 

농촌사업 분야에 새로운 혁신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리혁 수산상은 함경남도 신포수산사업

소 지배인 출신이며, 강하국 보건상은 평양시 제3인민병원, 제1인민병원 원장을 두루 거치며 

현장 의료경험을 쌓은 인물이다.  

북한의 인사결정과정은 학연이나 지연과 같은 인맥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 그러한 만큼 

이번에 임명된 인사들 중 박봉주와 같이 내각에서 근무했던 인사라고 해서 박봉주 인맥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 기술관료들은 일처리 때문에 같이 일해 

본 경험이 있는 경우, 경제분야 과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경제기술관료 

특유의 치밀하고 꼼꼼한 성향도 좌우할 것이다. 박봉주 내각은 경제분야 회생을 위해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3. 당정 협력관계 

박봉주 2기 내각은 1기 때와는 차이가 있다. 1기 내각 총리 시절에는 김정일 이외에는 

후원자가 없었고, 오히려 경제개혁을 반대하는 인사들이 많았다. 지금은 상황이 달라져서 

박봉주가 일할 여건이 훨씬 좋아졌다. 무엇보다도 박봉주 본인이 당 정치국 위원이라는 점이다. 

1기 내각 총리 시절에는 정치국 위원이 아니어서 당의 견제나 감시를 받을 때가 많았다. 

현재 정치국 위원으로서 당의 기반과 권력을 일부 갖고 있는 박봉주는 과거와는 다른 위상에서 

총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내각은 김정일 시대 때보다는 담당해야 할 분야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장성택과 최룡해가 당과 군부의 핵심인물이라는 점이 박봉주의 총리역할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들은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장성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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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부터 개혁개방론자로 알려져 있었다. 일각에서는 박봉주의 등장이 장성택의 후원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장성택과 함께 한국을 방문했을 때, 두 사람은 우리의 경제발전 

상황을 보고 놀랐으며 한국의 개방 중심의 경제전략에 대해 공감대를 가졌을 것이다. 장성택은 

작년에 중국을 방문해서 경제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현재의 북한경제를 그대로 두고서는 

북한 체제에 미래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박봉주의 경제분야 관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후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부도 현재 세대교체 진행 중이므로 내각이 추진할 사업에 대해 적극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가의 계획적이며 통일적인 지도를 위한 방법으로 군 산하 무역회사들이 

내각 산하로 이동 중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박봉주는 과거 급격한 경제개혁으로 

낙마한 적이 있기에 당과 군부의 반발을 초래할 경제개혁은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 박봉주의 

1기 내각 총리 시절 당정 관계가 갈등관계라면, 2기 내각 총리 기간에는 협력의 당정 관계가 

예상된다.

 

Ⅳ.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

지난 4월 박봉주가 내각 총리에 임명되자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었다. 

북한의 군사도발 정국이 지속되는 가운데 과거 경제개혁조치의 상징 인물을 내각 총리에 

다시 기용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은 당의 주민에 대한 통제력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이완되어 있고 체제 내구력이 

저하되어 있다. 이러한 북한의 상황은 오랜 세월 동안 누적된 모순들의 결과로서, 근본적으로는 

북한이 수령절대주의체제라는 점에 기인한다. 수령제일주의가 북한의 통치 근간이므로 지도자 

개인의 즉흥적인 결정은 공식적인 지시가 되어 절대로 거역할 수 없는 사안이 된다. 특히 

수령 개인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다 보니 사회의 발전을 위해 동원되어야 할 자원과 물자, 

인력이 수령의 우상화에 먼저 바쳐진다. 

일반 정책 결정에서도 당이 사상적으로 지도하는 데 따라야 하므로 실무 차원에서 볼 

때 불합리한 결정도 그대로 집행되어야 한다. 물자배분의 경우 당과 군에 먼저 분배한 후에 

일반 행정기관에 배분하므로 국가운영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 이런 점을 인식한 북한 지도부가 

경제난을 극복하고 체제 내구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취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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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놓고 북한에서 개혁개방을 추진하는 것으로 분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북한에서 개혁적 변화는 수령유일체제에 대한 변화를 의미하므로 북한 당국은 변화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박봉주를 중심으로 개혁정책을 추진했지만 결국 당의 견제를 받아 

이들 그룹은 몇 년 만에 몰락했다. 

김정은 시대도 마찬가지이다. 박봉주를 내각 총리에 재기용한 것은 김정은 정권이 현재 

체제로서는 경제 살리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한 결과이다.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더 이상 체제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에 여러가지 제한적인 변화를 시도할 것이다. 

그러나 경제⋅사회적 측면에서는 제한적 변화를 추구할 수 있지만, 정치⋅군사적 측면에서는 

수령절대주의체제에 기반한 구조를 여전히 유지할 것이다. 북한 체제의 기본적인 특성이 

바뀌지 않는 한, 이 두 구조 사이의 모순은 더욱 커지게 되면서 김정은 정권의 선택의 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문제 등의 군사분야는 내각 담당이 아닌 군부와 군수경제 관련 

부서에서 관장할 문제이다. 군수담당 경제부서는 당 중앙위 비서국 산하이므로 내각이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다. 그런데 지난 4월 내각 확대회의 결정서 형식으로 핵과 경제건설 병진노선을 

내각이 이행한다는 입장을 선언했다. 내각은 김정은과 당이 결정한 사항들을 충실히 집행하는 

기구라는 것을 잘 보여준 대목이다.    

북한이 박봉주 내각의 출범과 함께 내세운 핵과 경제건설 병진정책은 여러 의미를 담고 

있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핵무력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논리로 북한의 

경제침체를 미국 탓으로 돌리려는 의도가 있다. 즉, 북한경제 활성화를 위해 핵무기를 개발해야 

하고 이러한 핵억제력에 의거해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힘을 집중하려는 것이 국가적 

목표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북한경제 악화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을 외부환경 때문이라고 

하면서 북한주민들에게 변명할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이다.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핵무력도 

건설하고 경제도 건설해야하는 이중적 과제가 김정은 정권 앞에 놓여 있다. 해결하기가 불가능한 

과제이다. 

박봉주 내각은 경제건설이라는 과제를 책임지고 있다. 박봉주 2기 내각은 1기 때처럼 

파격적인 경제관리개선조치를 발표하기는 곤란하다. 지금은 김정은 정권의 안정화가 제일 

큰 목표이다. 박봉주 내각은 김정은 정권의 안정화를 위해 인민생활 향상과 경공업분야의 

발전을 중점적으로 추구할 것이다. 또한 국제사회 제재를 받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추진하며 현재 조성되고 있는 북한 내 특구 외에 몇 개의 특구 조성을 고려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중국이 원하는 방식, 즉 투자자 보장과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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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제한된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광범위한 경제개혁정책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북한식 변화의 한계이다. 

Ⅴ. 맺음말 

북한은 2000년대 초중반 7⋅1 경제개선조치와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와의 관계 개선 

등의 변화를 시도하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조치들은 오히려 기존의 수령유일체제를 보존하고 

강화하려는 자구책에서 나온 것으로, 북한은 여전히 1950년대부터 유지한 당과 수령 중심의 

체제를 변화시키지 않고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북한 지도부는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는 더 이상 체제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을 뿐이다.  

박봉주 총리의 등장은 경제난이라는 북한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결과이다. 북한은 초보적 

형태의 내부 개혁과 개방 분위기를 일부 유지하는 정도의 정책을 추진할 수는 있다. 즉, 

일반 사회주의국가에서 개혁개방이라고 하는 정치적 변화를 제외하고 초보적 경제분야에서의 

개혁과 대외무역거래의 활성화 및 일부 지역에서의 개방 등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조성할 

것이다.  

북한이 경제개혁을 통해 경제를 회생시키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대외개방을 통해 외자를 

유치하며 서방세계와 활발히 교류할 수 있을지는 김정은 정권의 선택사항이다. 북한이 국제사회

에 참여해서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21세기에 맞는 국가체제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20세기 냉전시대의 유물들을 안고 고립적⋅폐쇄적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는 북한이 결정할 

일이다.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복리를 향상하고 체제 정상화의 길로 

나아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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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도시화 추이와 특징

조남훈 | 국방부장관 정책보좌관 | chonh437@naver.com

Ⅰ. 서론

지구상에는 수많은 도시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도시들은 각기 다른 모습과 특징을 

지닌다. 각 도시의 독특한 기능이나 산업구조가 바로 그러한 것들이다. 그런데 도시는 변한다. 

즉, 도시를 둘러싼 경제적 조건이 변함에 따라 도시의 기능이 변하고 산업구조가 바뀌기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노동력의 수급에 영향을 미쳐서 도시의 성장을 촉진하기도 

한다.  

다른 나라 도시들과 비교해 볼 때 북한의 도시들도 그 나름의 특징을 지닌다. 그중 하나는 

북한 도시의 규모가 다른 나라 도시들의 규모보다도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라는 것이다. 또한 

성장 속도가 별로 빠르지 않다는 것도 그중 하나이다. 그런데 이러한 북한 도시의 성장 

양상은 인구이동이 제한된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을 반영한다. 즉, 산업의 배치와 육성이 

중앙의 계획에 의해서 결정되는 북한에서는 도시의 성장이 경제적 효용 달성을 위한 개별 

경제주체의 자발적 행동이나 지방정부의 유인 제공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국토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현존하는 북한 도시의 

모습은 경제적 요소보다는 비경제적인 요소로부터 더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북한 도시의 형성은 북한 정권 수립 이전에 이미 축적된 역사적⋅지리적 환경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북한 도시의 변화가 이러한 

요소로부터만 영향을 받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오히려 개혁개방 및 시장화가 본격화되면 

북한 도시의 변화 양상은 지금과는 확연히 달라질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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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북한 도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그룹별로 식별한 후 북한의 도시들이 어떻게 

성장해 왔으며 향후 환경 변화를 바탕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바뀔 것인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도시화 이론

1. ‘집적의 경제’와 자본주의 국가의 도시화

도시화는 모든 국가들이 경험하는 범세계적인 현상이며 경제성장과 함께 발생하는 긍정적인 

현상이다. 반면에 도시화는 인구의 증가와 함께 도시 빈민이나 도시환경 문제와 같은 부정적인 

현상을 동반하기도 한다. 도시화의 이유에 대해서는 많은 학설들이 있으나 자본주의 경제체제하

에서 도시화의 주된 원인으로는 ‘집적의 경제(agglomeration economy)’를 들 수 있다. 

집적의 경제는 일정 지역에 동종 혹은 다양한 산업체가 집중적으로 위치함으로써 발생되는 

경제적인 이익을 의미한다.1) 즉, 같은 도시에 위치하는 다양한 제조업체들은 상호 간에 기술과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생산의 효율을 높일 수 있으며 도시화에 따른 생산인프라를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데, 이를 집적의 경제라고 하는 것이다. 

최근 들어 많은 학자들이 공간적인 집중현상과 경제적인 집적현상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즉, ‘산업은 왜 특정 지역에 집중되며 지역 간에는 왜 격차가 발생하는가?’ 그리고 

‘특정 산업분야의 집적과 도시의 성장은 어떠한 관계를 갖는가?’ 하는 질문들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다. 폴 크루그먼(Paul Krugman)과 같은 학자들은 교통비와 수확체증 그리고 수요분포

가 상호작용하면서 공간상의 중심과 그 주변을 형성한다고 주장한다.2) 즉, 경제적인 원인들이 

공간 및 지리상의 산업 형성 및 배열을 결정짓는다는 것이다. 한편, 후버(Hoover)는 집적의 

경제를 규모의 경제(scale economy), 지역화 경제(localization economy) 및 도시화 경제

(urbanization economy)로 구분하고 이 중에서 공간적 집중에 의해 발생하는 지역화 경제와 

도시화 경제가 특화도시 및 대도시의 성장을 촉진하는 원인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지역화 

경제란 한 산업에 속하는 기업의 수가 늘어날수록 생산비용이 감소하고 생산성이 높아지는 

산업 내의 외부효과를 지칭하며 도시화 경제는 도시 전체의 총생산규모가 커지고 비용이 

1) 김정섭⋅임창호, 「산업집적의 외부효과가 도시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추계학술발표회 발표논문, 2002, p.312.
2) 권오혁, 「폴 크루그먼의 신교역론과 집적경제 모델」, 공간이론의 산책 42, 『월간국토』, 8월호, 국토연구원, 2000년, 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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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지칭한다.3)       

그런데 이러한 도시지역에서 제조업체의 집적은 필연적으로 생산요소인 노동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서 고용의 기회를 찾는 노동인력들의 도시 이주를 촉진한다. 그 결과 

도시규모는 더욱 확대되고 도시화도 점차 진행된다.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가지는 모든 국가의 대도시들과 특정 산업이 집중된 중소도시들의 

현재 모습은 이러한 집적경제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화가 과도해지면 

‘규모의 불경제’가 발생되어 도시는 점차 성장동력을 잃고 성장을 멈추게 된다. 인구 유입이 

정체된 대도시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2. 사회주의 국가의 산업정책과 도시화

자본주의 경제에서 도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집적의 경제이나, 여기에는 

반드시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이 전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지속적인 도시 성장을 위해서는 

도시 외부로부터의 지속적인 노동력 유입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집적의 

경제 달성을 위한 도시화는 인구이동을 제한하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힘든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주의 국가에서 도시화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도 중앙정부의 명령을 바탕으로 계획적인 인구이동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즉, 이주 제한으로 인해서 노동력의 자발적 이동은 불가능하나 국가계획에 따른 노동력의 

이동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집적의 경제’ 달성을 위한 인구이동과 이로 인한 

도시화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 국가들이 중화학공업분야에 중점을 둔 급격한 산업화를 경제정책의 핵심으로 

추진해 왔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의 산업화 역시 자본주의의 

산업화와 마찬가지로 산업체의 위치, 즉 산업생산의 지리적 분산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포브스와 드리프트(Forbes and Thrift)는 사회주의 국가의 산업정책과 도시화 정책이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가진다는 점을 관찰하였다.4) 

“동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모방한 소련의 전략은 도시화의 비용을 최소화하고 도시와 

농촌 간의 균형적인 성장을 추진하는 것이다. 도시와 농촌 간의 인구이동을 제한하는 이러한 

3) 김정섭⋅임창호, 상게서, p.132.
4) Dean Forbes and Niegel Thrift, The Socialist Third World: Urban Development and Territorial Planning, Basil Blackwell Ltd., 1992. 
  조진철, 「사회주의 개발도상국으로서의 북한의 도시와 지역계획」, 『통일과 국토』, 제6호, 한국토지공사, 2001, pp.4~1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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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련의 전략은 ‘직접적 정책’, 즉 신사업의 중심을 주요 도시의 거점으로부터 배제함으로써 

대도시의 성장을 통제하고 중소도시의 성장을 장려하는 것이다. 소련의 Propika 또는 내부 

통행체계를 통해서 도농 간의 인구이동을 억제하는 이러한 정책은 1932년에 최초로 도입되었

다.”

여기서 산업생산의 지리적 분산화는 대도시의 발전을 제한함으로써 도시화 속도를 느리게 

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정책은 역극화 현상(polarization reversal)이라고 

불리는데, 이는 사회주의 개발도상국의 도시 형성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한편, 

이러한 정책은 비록 똑같은 형태는 아니나 중국, 쿠바 및 북한 등의 사회주의 개발도상국에도 

받아들여졌다. 그 결과 사회주의 개발도상국의 도시는 자본주의 개발도상국의 도시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발전되었다. 예를 들면 자본주의 개발도상국의 도시는 매우 급속한 도시 성장과 

종주도시화를 경험한 반면에 사회주의 개발도상국의 도시들은 상대적으로 느리고 완만한 

도시 성장을 경험하였다.5) 

Ⅲ. 북한의 도시화

1. 북한의 행정구역과 도시화

북한의 행정구역은 1945년 해방 당시에는 6도 9시 89군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수십 

차례의 조정을 거치면서 2011년 현재 1개의 직할시(평양), 2개의 특별시(남포, 라선), 9개의 

도(평안북도, 평안남도, 자강도, 량강도, 함경북도, 함경남도, 황해북도, 황해남도 및 강원도), 

24개의 시, 145개의 군 및 3개의 지구(신의주특별행정지구, 개성공업지구, 금강산관광지구) 

등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6) 그중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직할시, 특별시 및 24개 시 

등 주요 도시의 현황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5) 조진철, 「사회주의 개발도상국으로서의 북한의 도시 및 지역계획」, 『통일과 국토』, 제6호, 한국토지공사, 2001, p.6.
6) 통계청, 북한통계, 2011년 행정구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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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북한 행정구역상의 직할시, 특별시 및 시

행정구역 주요 도시 행정구역 주요 도시

직할시 평양 특별시 남포, 라선

평안남도 평성, 개천, 덕천, 순천, 안주 평안북도 신의주, 구성, 정주

자강도 강계, 만포, 희천 량강도 혜산

황해남도 해주 황해북도 사리원, 개성, 송림

함경남도 함흥, 단천, 신포 함경북도 청진, 김책, 회령

강원도 원산, 문천

자료: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자료실(http://www.nknet.org).

북한 행정구역의 특징은 몇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째, 북한의 시는 농촌을 포함하는 

광역시로서 시의 인구에는 도시 주민만이 아니라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평양직할시에도 강동군 및 강남군 등 농촌지역으로 분류되는 군이 존재하며 

여기에서는 상당수의 농민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2008년에 실시된 북한 인구일제조사 

자료에 의하면 평양 총인구 325만 5천 명 중 농업에 종사하는 농촌인구는 약 43만명에 

달하는데, 이는 도시 총인구의 약 13%를 점한다.7) 한편, 북한의 자료를 보면 행정구역으로서의 

시와 사회⋅경제 단위로서의 도시가 상호 구분되어 있으며 농민은 도시인구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농민이 행정구역상의 시에 거주할 경우 그 시의 행정적인 인구에는 포함되지만 

통계 목적상의 도시인구에는 포함되지 않는다.8) 둘째, 북한에서는 행정구역이 자주 변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1945년 분단 이후 35회 이상에 걸쳐 행정구역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9) 

이로 인해 북한의 도시에 ‘군’과 같은 인접 지역의 행정구역이 새로이 포함되거나 배제되는 

것은 다반사이다. 예를 들면 현재 남포, 개성 및 라선 등 총 3개의 도시가 포함된 특별시(과거의 

직할시)에는 1960년 함흥 및 청진 등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1967년 행정구역 개편과 함께 

함흥과 청진은 일반 시로 격하된 바 있다. 한편, 청진은 1977년 일반 시에서 직할시로 승격되었으

나 1985년부터는 다시 일반 시로 격하되고 만다.10) 남포 역시 최근의 행정구역 개편과 함께 

큰 폭의 인구 감소를 경험한 바 있다.            

 7) 통계청, 북한통계, 2008년 북한 인구일제조사. 
 8) 고성호, 「북한의 도시화 과정과 특징」, 『통일문제연구』, 1996년 상반기호(통권 제25호), 평화문제연구소, 1996, pp.141~142.
 9) 김두섭, 「북한의 도시화와 인구분포: 남한과의 비교」, 『한국인구학회지』, 제18권 제2호, 한국인구학회, 1994, p.72.
10) 박헌주, 「북한의 행정구역, 어떻게 개편되었나」, 『북한』, 제282호, 북한연구소, 1995, pp.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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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해방 이후 남북한의 도시화 추이

(단위: %, %p)

1950 1955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한국 21.4 24.4 27.7 32.4 40.7 48.0 56.7 64.9 73.8 78.2 79.6 81.3 82.9

북한 31.0 35.5 40.2 45.1 54.2 56.7 56.9 57.6 58.4 59.0 59.4 59.8 60.2

남북 차이 9.6 11.1 12.5 12.7 13.5 8.7 0.2 -7.3 -15.4 -19.2 -20.2 -21.5 -22.7

자료: UN통계;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www.kostat.go.kr).

2. 북한의 도시화 수준

북한도 해방 후 경제발전을 추진하면서 빠른 도시화를 경험하였다. 특히 해방 직후 북한의 

도시화 속도는 한국보다도 앞섰는데, 이러한 상황은 1980년대 초반까지도 지속되었다. 즉, 

1950년 9.6%p의 차이를 보이던 남북 간 도시화율은 1970년까지 그 차이가 점차 확대되었으며, 

이후 차이가 감소되다가 1980년에 이르러서는 56.7% 및 56.9%로 거의 유사한 수치를 기록하였

다. 이후 한국의 도시화율은 북한을 점차 추월하였으며, 2010년에 이르러 한국과 북한의 

도시화율은 각각 82.9% 및 60.2%로 22.7%p에 이르는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초기에 한국보다도 앞서던 북한의 도시화율이 1980년 이후 역전된 것은 두 가지 

원인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첫 번째 원인은 앞서 지적한 사회주의 국가의 지역적 균형성장정

책이다. 북한도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균형발전 및 사회통제를 위하여 도시와 

농촌 간의 균형적인 성장을 추진하였는데, 이는 도시화를 더디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 

두 번째 원인은 남북한 산업정책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즉, 남북한 도시화율의 변화 추이는 

직접적으로는 남북한 산업발전의 양상과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초기 도시화율이 

낮은 이유는 한국의 산업화 추진 시점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즉, 북한은 이미 1950년대 

중반부터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한 반면, 한국은 1962년에 

시작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기점으로 196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인 경제개발

과 산업화를 추진하였기 때문에 초기 도시화가 뒤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1970년대에 

들어서 한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은 매우 빠른 속도의 도시화를 가능하게 만든 원동력이 된 

반면, 자본집약적인 북한의 중공업 중심 경제체제는 노동수요 창출의 한계 때문에 빠른 속도의 

도시화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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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북한 주요 도시의 인구 변화 추이
(단위: 천명)

1940 1967 1972 1980 1982 1987 1993 2008

평양 286 1,555 1,847 1,842 1,907 2,355 2,741 3,255

함흥 75 424 489 594 613 701 710 769

청진 198 226 407 509 531 520 582 668

남포 69 141 163 715 731 367

원산 79 226 272 233 242 274 300 363

신의주 61 170 217 271 276 289 326 359

단천 259 284 346

개천 320

개성 72 141 326 107 112 331 334 308

사리원 35 85 85 174 187 221 254 308

순천 356 297

평성 9 28 109 199 212 239 273 284

해주 63 113 163 182 184 195 229 273

강계 26 170 163 194 198 211 223 252

3. 주요 도시의 인구 변화 추이

2008년 인구일제조사 당시 북한의 최대 도시는 평양으로 인구가 325만 5천명에 달하였다. 

한편, 두 번째 및 세 번째로 큰 도시는 함경남도 함흥 및 함경북도 청진이었다. <표 3>에는 

2008년 인구일제조사에 따른 도시별 인구 순위가 나타나 있다. 인구가 백만 명 이상인 도시는 

오로지 평양뿐이며 50만명 이상인 도시가 2개, 그리고 인구 10만명 이상인 도시는 18개 

에 불과하다. 이 중 남포와 개성은 1993년에 실시한 인구일제조사에 비하여 오히려 인구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행정구역 조정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거주이전의 자유가 없는 북한에서의 

큰 폭의 인구 감소는 일반적으로 자연적인 인구 감소가 아니라 정책적인 인구 감소일 가능성이 

크다. 즉, 도시의 인구 감소는 주민의 자발적인 이동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력의 재배치나 

행정구역의 조정 등 당국의 정책 변경에 따른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개성의 경우는 개성공단 근로자의 재배치에 따른 결과일 수 있으며, 남포의 경우는 남포에 

속해 있던 대안군, 천리마군, 강서군 및 용간군 등이 각각 황해북도와 평안남도로 편입되면서 

인구 감소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11)        

11) 정영철 외, 『북한 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경제적 함의』, 연구보고서 2011-37-2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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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책 62 113 136 168 172 179 207

희천 28 27 163 205

구성 28 109 177 205

라선 38 57 54 89 197

혜산 16 85 136 164 178 193

신포 28 81 158 171

송림 85 81 108 102

자료: 1940년은 하경준, 「북한의 도시규모 분포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988; 1967년 및 1972년은 이재하, 「통일에 대비한 북한의 

지역 균형개발방안 모색』, 한반도 평화 정착의 제도화와 협력 증진, 제19회 통일문제 세미나, 1996; 1987년은 Nicholas Eberstadt and 

Judith Banister, The Population of North Korea, 1992; 1993년 및 2008년은 통계청, 북한 인구일제조사 자료(http://www.korstat.go.kr)

에서 발췌.

조진철, 「사회주의 개발도상국으로서의 북한의 도시 및 지역계획」, 『통일과 국토』, 제6호, 2001의 <표 4>에서 재인용.

4. 도시 그룹별 특징

북한의 도시는 크게 4개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전통적인 대도시들이다. 평양, 

함흥, 청진, 원산, 사리원, 신의주 및 해주 등이 이 그룹에 속하는 도시들인데, 이 도시들은 

사회주의 정권 수립 이전인 일본 식민지 시대부터 북한 지역에서 꾸준히 성장해 온 전통적인 

대도시들이다. 이들 도시의 인구는 도시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꾸준히 증가해 왔다. 그런데 

이 도시들 중 일부에는 북한의 도시 균형발전정책에 따라서 역사적으로 직할시 및 특별시로 

지정 및 해제가 반복되었던 도시들이 포함되어 있다.

두 번째 그룹의 도시들은 만포, 강계, 희천 및 혜산 등의 북부 내륙 도시들이다. 북한 

도시의 성장유형을 보면 해방 전과 해방 후가 상당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방 이전의 

북한 도시들은 일본의 대륙진출을 위한 전진기지로서의 성격이 강했으며, 일본으로부터의 

지리적 접근이 쉽고 만주로 쉽게 연결될 수 있는 동해안 연안의 도시들이 발달하였다. 하지만 

해방 이후 북한은 자립경제 건설을 목표로 한 대내지향적인 발전전략을 채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해안 도시보다도 내륙 도시를 개발하는 데에 주력하였다.12) 위의 도시들은 이러한 

북한의 정책을 바탕으로 육성된 도시들이다. 한편, 북한 내륙지방에 새로이 자강도와 량강도를 

신설한 것도 이러한 정책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그룹의 도시들은 평양 주변의 위성도시들로서 남포, 순천, 평성 및 송림들을 들 

수 있다. 평양 주변에 위치한 이들 도시는 평양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지속적인 인구 

12) 김두섭, 상게서, 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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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행정구역상 도시의 도시인구 비율

행정구역 총인구 도시인구 농촌인구
도시인구

비율
행정구역 총인구 도시인구 농촌인구

도시인구 
비율

량강도 719,269 464,690 254,579 0.65 평안북도 2,728,662 1,431,936 1,296,726 0.52  

 혜산시 192,680 174,015 18,665 0.90  신의주시 359,341 334,031 25,310 0.93  

함경북도 2,327,362 1,645,886 681,476 0.71   정주시 189,742 102,659 87,083 0.54  

 라선시 196,954 158,337 38,617 0.80   구성시 196,515 155,181 41,334 0.79  

 김책시 207,299 155,284 52,015 0.75  평안남도 4,051,696 2,629,943 1,421,753 0.65  

 회령시 153,532 92,494 61,038 0.60   평성시 284,386 236,583 47,803 0.83  

 청진시 667,929 614,892 53,037 0.92  남포시 366,815 310,864 55,951 0.85  

함경남도 3,066,013 1,811,074 1,254,939 0.59   안주시 240,117 167,646 72,471 0.70  

 신포시 152,759 130,951 21,808 0.86   개천시 319,554 262,389 57,165 0.82  

 단천시 345,875 240,873 105,002 0.70   순천시 297,317 250,738 46,579 0.84  

 함흥시 768,551 703,610 64,941 0.92  덕천시 237,133 210,571 26,562 0.89  

강원도 1,477,582 725,611 751,971 0.49  황해북도 2,113,672 972,632 1,141,040 0.46  

 원산시 363,127 328,467 34,660 0.90   사리원시 307,764 271,434 36,330 0.88  

증가를 경험하였다. 예를 들어 평성시장은 평양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과 신의주와 평양을 

잇는 교통여건을 바탕으로 전국의 도매시장 역할을 해왔다. 

네 번째 그룹의 도시들은 서해안 지역의 내륙 도시들인데, 이 도시들은 평야지대에 위치하여 

공업뿐만 아니라 농업도 함께 발달한 도시들이다. 정주평야에 위치한 평안북도 정주, 열두삼천

리평야(안주평야)에 위치한 평안남도의 안주, 재령평야에 위치한 황해북도의 사리원, 연백평야

에 위치한 황해남도의 해주 등이 여기에 속한다. 그런데 이들 도시들은 이러한 이중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도시 내에 거주하는 농업 종사인구의 비율이 상당히 높으며, 이로 인해 

상당히 낮은 도시화 정도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이 지역에 속한 정주, 안주 및 개성 등의 

도시인구 비율은 각각 0.54, 0.70 및 0.62로 전국의 도시인구 비율인 0.61과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한편, 서부 지역은 아니나 역시 평야지역에 위치한 단천의 도시인구 비율도 

0.70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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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주요 도시의 기간별 연평균 인구증가율

(단위: %)

1940~67 1967~72 1972~87 1987~93 1993~2008

제1그룹

평양 6.47 3.50 1.63 2.56 1.15 

함흥 6.63 2.89 2.43 0.21 0.53 

원산 3.97 3.77 0.05 1.52 1.28 

신의주 3.87 5.00 1.93 2.03 0.64 

청진 0.49 12.49 1.65 1.90 0.92 

제2그룹

강계 7.20 -0.84 1.74 0.93 0.82 

라선 1.51 -1.08 3.39 

희천 2.88 -0.72 12.73 - -

혜산 6.38 9.86 1.26 1.37 0.54 

제3그룹
및 제4그룹

남포 2.68 2.94 10.36 0.37 -4.49 

개성 2.52 18.25 0.10 0.15 -0.54 

사리원 3.34 9.86 3.29 2.35 1.29 

평성 4.29 31.24 5.37 2.24 0.26 

해주 2.19 7.60 1.20 2.71 1.18 

자료: 통계청 2008년 인구일제조사(http://korsts.go.kr). 

 문천시 122,934 92,525 30,409 0.75   송림시 128,831 95,878 32,953 0.74  

자강도 1,299,830 828,253 471,577 0.64   개성시 308,440 192,578 115,862 0.62  

 강계시 251,971 251,971  - 1.00 황해남도 2,310,485 821,954 1,488,531 0.36  

 만포시 116,760 82,631 34,129 0.71   해주시 273,300 241,599 31,701 0.88  

 희천시 168,180 136,093 32,087 0.81   평양시 3,255,288 2,823,414 431,874 0.87  

전국 23,349,859 14,155,393 9,194,466 0.61 

자료: 통계청 2008년 인구일제조사(http://korsts.go.kr). 

 

한편, 네 개의 그룹에 속한 북한 주요 도시들 인구 증가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하여 <표 3>에 

나타난 인구규모를 바탕으로 주요 도시들의 연도별 인구성장률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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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함흥 원산 신의주 청진

그런데 이상 네 가지 그룹의 인구 증가 형태를 살펴보면 각 그룹이 상당히 뚜렷한 특징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1그룹의 경우 청진을 제외하고는 1940년 이래로 전반적으로 

인구증가율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제1그룹의 도시들이 전통적인 대도시들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상기 도시들의 신규 역할 제한, 기존 산업구조의 유지 및 정부의 

균형발전에 의한 도시규모 억제 등이 그 이유인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자연적인 인구증가율을 

고려할 때에 이 도시들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인구 유입은 극미한 것으로 생각된다. 

제2그룹의 인구증가율 추이는 혜산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감소하다가 1972~87년 사이

의 제3기에 증가율이 다시금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이 기간 동안 북한 정부의 

내륙지역 개발정책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혜산의 경우, 내륙지역 도시이기는 

하나 상당히 오래전 일제강점기부터 발전해 온 도시로서 인구증가율 추이가 제1그룹인 대도시의 

경우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 제1그룹 도시의 인구증가율 변화 추이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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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제2그룹 도시의 인구증가율 변화 추이

(단위 %)

마지막으로 제3그룹 및 제4그룹의 인구증가율 변화 추이는 남포를 제외하고는 비슷한 

모양을 보이고 있다. 즉, 이 그룹의 도시들은 1967~72년 사이의 제2기에 인구증가율이 

상승하다가 이후 정체되거나 조금씩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여기에 해당되는 도시들은 

평야 인근의 도시들이거나 서부 평야지역의 도시들로서 제2기 동안 상당한 정도의 인구증가율

을 경험한 후 최근까지 안정적인 인구증가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3> 제3그룹 및 제4그룹 도시의 인구증가율 변화 추이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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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남북한의 종주도시화 지수 변화 추이

1940 1967 1972 1980 1982 1987 1993 2008

북한
 1.44 3.67 3.78 3.10 3.29 3.75 4.23

   0.81 1.78 1.51 1.31 1.21 1.35 1.80

남한
 3.47 2.71 3.02 2.65 2.67 2.73 2.82 2.91

   1.44 1.38 1.57 1.43 1.39 1.36 1.31 1.18

 주:  는 한국 및 북한에서 번째로 큰 도시의 인구수, 은 각각 서울 및 평양의 인구수임.

5. 종주도시화

평양은 북한에서 특별한 지위를 가진 도시이다. 해방 이후 지속적으로 북한의 수도 역할을 

해왔으며 북한에서 권력과 가장 가까운 핵심 계층이 거주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특히 평양은 

해방 이전에도 이미 북한 지역에서는 가장 큰 도시였으며 해방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도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 온 도시이다. 평양의 인구는 2008년 현재 325만 5천명으로 북한에서 

유일하게 100만명 이상의 인구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평양의 모습은 ‘평양의 도시규모가 

언제까지 확대될 것인가’ 하는 의문을 던져 준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주의 국가들은 

도시와 농촌 간의 균형발전을 추구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평양의 비대함은 사회주의체제에서는 

상당히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다.    

평양의 상대적 규모를 측정하기 위하여서 ‘종주도시화 지수’가 사용될 수 있다. 종주도시란 

수도 또는 한 도시가 다른 도시들에 비하여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지고 중소도시들이 조화롭게 

발전하지 못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보통 제3세계, 특히 아시아나 남미의 국가들에서 빈번하게 

관측된다.13) 

다음의 <표 6>에서 보면 한국의 종주도시화 정도는 점차 감소하는 반면, 북한의 종주도시화 

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40년에 한국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던 

북한의 종주도시화 정도는 이후 규모가 역전되어 2008년에는 북한의 종주도시화 정도가 

한국의 1.5배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평양의 성장 속도가 서울에 비하여 매우 

빠름을 보여준다. 

     

13) 김두섭, 상게서, p.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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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북한 도시로의 인구 유입 

(단위: 명, %)

도시인구
최근 5년 내에 이주한 

도시 거주 주민
5년 전
거주지역

(도시+농촌)
순 도시 유입 주민 수

수 비율

계 14,624,594 161,461 1.10 139,262 18,373

량강도 464,690 3,826 0.82 7,293 -3,467

함경북도 1,804,223 12,584 0.71 11,899 685

함경남도 1,811,074 8,243 0.46 17,987 -9,744

강원도 725,611 14,171 2.0 10,557 3,614

자강도 828,253 3,846 0.53 6,991 -3,145

평안북도 1,431,936 11,803 0.82 14,093 -2,290

평안남도 2,940,807 31,685 2.21 28,506 3,179

황해북도 972,632 11,654 1.20 12,336 -682

황해남도 821,954 6,581 0.80 10,023 -3,442

평양시 2,823,414 57,068 2.02 19,577 37,491

 자료: 통계청 2008년 인구일제조사(http://korsts.go.kr). 

6. 제한적 인구이동과 도시 성장

북한의 인구이동은 매우 제한적이며 그나마 공식적인 이동도 정부의 허가에 의해서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 도시로의 인구 유입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다음의 <표 7>에는 

2008년 북한 인구일제조사를 바탕으로 정리된 도시지역으로의 인구 유입 현황이 나타나 

있다.

전국적으로 볼 때 최근 5년 동안 거주지역을 바꾼 인구는 겨우 1%에 불과해서 북한에서의 

인구이동이 매우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도에서 인구가 

유출된 반면 함경북도, 강원도, 평안남도 및 평양에서만 인구 유입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평양으로의 인구 유입은 북한의 전체 유입인구의 2배에 달하여서 북한에서 대부분의 인구 

유입이 평양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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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북한 인구일제조사에 나타난 도별 인구 증가 추이

(단위: 만명, %)

총계 평양 평남 평북 자강 황남 황북 강원 함남 함북 양강

1993 2,121 274 287 243 115 201 151 130 273 206 64

2008 2,335 326 369 273 130 231 181 148 307 233 72

증가율 10.1 19.0 28.6 12.3 13.0 14.9 19.9 13.8 12.5 13.1 12.5

자료: 통계청 1993년 및 2008년 인구일제조사(http://korsts.go.kr). 

Ⅳ. 북한 도시의 성장 전망

1. 도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요소들

1) 시장의 발달

정영철 외(2011)는 도시인구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시장의 발달을 들고 있다.14) 

도시에 시장이 발달하면 사람들이 장사의 기회를 찾아서 도시로 밀려들 수 있다는 것이다. 

1993년과 2003년의 북한 인구일제조사 자료를 살펴보면 동 기간 동안 북한에서 인구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평안남도, 황해북도 및 평양시였다. 그런데 정영철 외(2011)는 이들 지역의 

인구증가율이 높은 이유 중 하나는 이 지역에 평성시장(평안남도), 사리원시장(황해북도) 

및 통일거리(평양) 등 대표적인 대규모 종합시장이 들어서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즉, 

시장의 존재가 인구증가율 상승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사실 시장에서 장사에 종사하는 상당수의 인력들은 공식적으로는 그 도시에 등록된 거주자가 

아닐 수도 있다. 따라서 만약 이러한 미등록 유동인구까지도 고려한다면 인구 증가에 미치는 

시장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14) 정영철 외, 『북한 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경제적 함의』, 연구보고서 2011-37-2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p.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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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역의 증가

북한의 국경지대에 최초로 도시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고려 말 및 조선 초라고 할 수 

있다. 그 당시에 고려 및 조선의 중앙정부는 국경지대에 산재해 있던 여진족으로부터 국경지역을 

방어하기 위하여 군사 목적의 요새나 사군⋅육진을 설치하였는데, 이러한 것들이 도시의 

초기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청의 건국과 함께 물자교환을 위한 국경무역이 조선과 

청 사이에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마침내 회령과 경원에 무역시장인 ‘개시’가 설치되

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국경무역을 주로 하던 국경도시들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게 된 시기는 일제강점기이다. 

대륙 침략을 위한 물자조달이 간절했던 일본은 조선 북부와 만주 지역에서의 자원수탈을 

위해서 철도 및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하였다. 이러한 과정 

중에 예로부터 조선과 중국의 통로 역할을 수행하던 국경도시에 교통통행로가 건설되었으며, 

이러한 교통시설을 바탕으로 국경도시들은 물자 집결지 및 교환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 결과 국경도시는 빠른 속도로 확장되었으며, 대륙 침략의 교두보로서 나진항이, 

행정 중심지로서 혜산과 신의주가, 관문도시로서 만포가, 그리고 자원개발 거점 및 공업도시로

서 회령과 청진이 급속도로 성장하게 된다.15) 한편, 이와 비슷한 시기에 중국 쪽에서도 단둥, 

훈춘 및 투먼과 같은 비슷한 성격의 새로운 근대도시들이 출현하게 된다. 하지만 일본의 

제2차 세계대전 패망과 더불어 이러한 한국 및 중국의 국경도시들은 그 기능이 급속히 위축되고 

만다.  

북한과 중국의 국경도시들이 다시금 관심의 대상이 되고 성장을 재개하게 된 것은 20세기 

후반부터이다. 즉, 20세기 말 중국과 러시아가 개방되면서 그동안 관심 밖이던 국경지역의 

도시들이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다.16) 한편, 수차례의 유엔안보리 결의안

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와 남북경협의 감소는 북중무역이 대폭 확대되는 원인을 

제공하였는데 이 또한 북한의 국경도시들이 확장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그 결과 신의주, 

만포, 혜산 및 회령 등에서는 시장이 활성화되고 중국과의 국경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었다.  

15) 이옥희, 『북중 접경지역: 전환가 북중 접경지역의 도시네트워크』, 푸른길, 2011, p.146.
16) 이옥희, 상게서, p.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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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특구의 설치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북한에서는 인구이동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도시인구 증가의 

대부분은 자연증가 때문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예외가 되는 것은 대량의 

노동력 배치이다. 1950년대에 북한은 광업자원이 풍부한 내륙 도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상당한 규모의 노동인력을 내륙 도시에 배치한 바 있다. 그런데 이러한 노동력 배치에 의한 

도시인구의 증가는 앞으로도 가능한데, 이는 경제특구의 설치 및 확장과 관련되어 있다. 

현재 북한은 한국과 개성공업지구를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과는 라선 지역과 황금평⋅위

화도 지역에의 특구 설치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특구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경우, 종국적으로는 노동력의 재배치에 따른 인구이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현재 1단계 사업으로 약 100만 평방미터의 지역에서 운영되는 개성공단의 북한 측 고용인력은 

약 4만 6천명인데, 만약 개성공단이 최초 계획대로 750만 평방미터 규모로 확장된다면 개성공단

의 노동수요가 개성시 노동력만으로는 충당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경우 노동력의 재배치가 

필요할 것이며 이는 결국 개성시로의 인구 유입을 유발할 것이다. 특히 개성공단이 필요로 

하는 노동인력의 대부분이 여성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인구유입의 효과는 훨씬 클 것으로 

판단된다.   

2. 북한 도시의 발전방향

1) 개혁개방에 따른 도시 발전방향

북한에서 김정은이 집권하고 잠시 개혁개방이 진전되는 듯했으나 다시금 국영상점을 정상화

하고 사회주의 경제를 복원하려 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특히 정권 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시장을 압박하고 이를 정부가 통제하려고 하는 북한의 정책기조상 북한에서 

단시간 내에 개혁개방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곧 6⋅28조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최소한 농업분야에서는 인센티브제도를 바탕으로 추가

소득 획득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가 싹트고 있다. 

단기적으로 북한의 경제정책은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개혁개방보다는 무역특구를 중심으로 

하는 투자유치에 중점을 둘 것 같다. 특히 북한은 작년에 외국인투자 관련법 등을 정비한 

바 있으며, 라선 지역을 중심으로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중국으로부터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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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한편,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제재 국면의 확대는 결국 북중무역의 확대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북한 도시의 발전도 당분간 특구 및 국경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현재 북한의 투자유치 및 광공업 수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기반시설의 미비이다. 

북한에 산재한 대부분의 사회기반시설은 일제강점기에 건설된 것으로서 그동안 적절한 유지⋅
보수 활동이 없이 운영되어서 내구력이 이미 한계에 다다른 실정이다. 따라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보수 또는 신규 건설이 필요하나 자본의 제약으로 이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는 우선순위를 갖고 추진될 수밖에 없으며 도시의 발전도 

이러한 시설이 우선적으로 갖춰지는 곳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2) 통일과 북한의 도시 발전

통일에 즈음하여 도시 발전의 형태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인구이동 및 북한 지역의 

국토개발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이 이루어지면 많은 남북한 주민들이 

경제활동의 기회를 찾아서 도시로 이동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인구이동의 규모 및 속도를 

결정짓는 것은 인구이동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각 도시가 제공할 수 있는 노동의 기회이다. 

그런데 각 도시의 노동의 기회는 결국 북한 지역에 대한 정부의 국토개발정책과 산업정책의 

결과일 것이다. 만약 정부가 북한의 어떤 도시에 노동집약적인 산업단지를 배치한다면 그 

도시에는 상대적으로 기술력이 떨어지는 북한의 노동인력이 유입될 것인 반면에, 지식집약적인 

산업이 배치되는 도시에는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북한 주민들이 유입될 것이다. 그러므로 

통일시기 북한의 도시화 양상은 중앙정부의 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체제전환기간 동안 남한과 북한의 경제상황에 가장 커다란 변수 또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은 북한 인구의 남한으로의 이동이다.17) 체제이행기간 동안 남북한 

간의 인적교류 및 왕래는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고용의 기회를 찾아서 남한으로 이동하는 

북한 노동력의 증가가 가장 커다란 영향요소가 될 것이다. 독일의 경우에도 초기 체제이행기간 

동안 동독 주민의 서독 방문 또는 이주가 급격히 증가한 바 있다. 이처럼 독일 통일 이전부터 

늘기 시작한 동독 주민의 서독 이동은 독일 통일 이후 더욱 크게 증가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추이는 다음의 표와 같다.

17) 이하의 내용은 다음의 자료에서 발췌하여 인용한 것이다. 조남훈, 「북한 체제전환 시의 초기 상황과 정책적 시사점」, 미발간 논문, 한국개발연구
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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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동독 주민의 서독 지역 이주 추이

(단위: 천명, %)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이주
주민 수 

43 388 395 249 199 172 163 168 166 168 182 196

증감률 - 802.3 1.8 -37.0 -20.1 -13.6 -5.2 3.1 -1.2 1.2 8.3 7.7

자료: 김창권, 「독일 통일 이후 구동독 지역 인구이동 및 인구 변화와 한반도 통일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 『경상논총』, 제28권 제1호, 한       

독경상학회, 2010, p.35, <표 3>에서 발췌. 

상기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88년 연평균 4만 3천명에 불과하던 동독 주민의 서독 

이주가 1989년 베를린장벽 붕괴 이후 약 39만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990년에도 서독 지역으로 이주한 동독 주민 수가 약 40만명에 달하여서 통일 이후 인구이동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1년부터는 동독 주민의 

이주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통일독일 정부의 임금정책 및 복지정책 등 동독 주민의 

이주 억제를 위한 경제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통일 이후의 인구이동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계속되는 

북한으로부터의 인구 유입은 노동력의 초과공급으로 남한 지역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으며 북한 주민의 구직활동과 실업자의 증가로 남한 지역의 정치적 안정성이 저해될 

수도 있다. 반면에 북한 지역의 인구 감소는 북한 지역의 노동인력의 부족 및 생산능력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한편, 이동인구의 상당 부분이 젊은 연령층임을 감안할 때 북한 

지역에서 복지 문제 등 고령화 관련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18) 따라서 인구이동 문제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나 통일과정에서 반드시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인구이동 문제는 독일에서보다도 북한에서 훨씬 더 심각하리라고 판단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 때문이다. 즉, 급진적 통일이 진행되고 남북한 간의 여행이 허용되면 

수많은 북한 지역 주민들이 고용의 기회를 찾아서 남한 지역으로 이동할 것이다. 특히 이동이 

용이하고 상대적으로 고용기회가 많은 젊은 층의 이동이 왕성할 것이다. 또한 평양 및 대도시의 

주민보다도 지방에 거주하던 북한 주민의 남한 유입이 더 많을 것이며 정부 및 공공 부문보다는 

기업부문에서 일하는 인력들의 남한으로의 이동이 더 활발할 것이다.  

18) 김창권(2010)의 연구에 따르면 독일 통일 이후 1991년부터 2007년까지 서독으로 이주한 동독 주민의 67%가 30세 미만의 젊은 층인 반면, 65세 
이상 이주민의 비중은 3%에 불과하였다. 김창권, 「독일 통일 이후 구동독 지역 인구이동 및 인구 변화와 한반도 통일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 
『경상논총』, 제28권 제1호, 한독경상학회, 2010, pp.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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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및 공공 부문에 종사하는 인력의 인구이동이 기업부문의 인구이동보다 더 적은 이유는 

배급제가 붕괴된다고 할지라도 정부 및 공공 부문에 종사하는 북한 인력은 고용문제가 정리되기 

이전까지는 고용주 자격을 승계한 남한 정부로부터 합당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기업에 종사하는 북한 인력의 임금은 기본적으로 기업 자체에 의해서 지급되어

야 하는데, 북한 기업들 대부분은 남한 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하여 종업원에게 임금을 지불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기업에 종사하는 인력은 임금을 전혀 지불받지 못하거나 정부가 보조하는 일부분의 

소득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평양 주민을 위시한 대도시 거주 주민과 지방 주민 사이에서도 발생할 

것이다. 즉, 대부분 정부부문 및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평양 주민을 포함한 북한의 특권계층들은 

오히려 한국 정부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반면, 지방 주민은 상대적으로 임금을 

지급받기 힘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인력의 인구이동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다. 왜냐하면 

농업은 배급제의 붕괴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생산한 농업 상품의 판매를 통해서 실제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으며, 통일 후에도 실제 농사를 지을 경우 토지분배 시에 경작 토지에 대해서 

기득권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상기의 이유들 때문에 통일 후 남북한 도시지역에서의 인구 유출 및 

유입은 매우 급격하게 증대될 것이다. 

Ⅴ. 결 론

해방 이후 북한의 도시는 그 나름의 특성을 갖고 발전해 왔다. 하지만 한국과는 다른 

체제 및 경제운영방식으로 인하여 한국의 도시와는 그 모습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북한의 도시들은 사회기반시설의 미비 때문에 성장 가능성도 높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개방이 이루어지고 이후 통일까지 실현된다면 북한의 도시문제는 매우 시급한 

과제로 떠오를 것이다. 자유로운 인구이동이 허용되는 체제하에서 도시발전의 문제는 기본적으

로 노동의 수요와 공급의 문제로 귀착된다. 그런데 이때 노동의 수요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는 

해당 도시의 자본투하 양상과 산업구조의 형태이다. 한편, 노동의 공급을 결정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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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도시와의 비교우위와 국가 전체의 인구증가율일 것이다. 따라서 통일 이후 북한 도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적정한 성장을 유도하려면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인구이동정책 및 산업정책을 세워야 한다. 

북한은 베일에 싸인 나라이다. 구체적 자료를 파악하기도 힘들고 신뢰성 있는 통계치를 

얻기도 힘들다. 하지만 급변하는 상황을 통해서 곧 다가올지도 모르는 통일을 준비하고 남북한 

지역 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균형 있는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도시들에 대한 

연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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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택: 북한경제연구협의회를 시작하도록 하겠다. 지난 5월 초에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우리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

의 성공적인 분위기를 다음 달로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으로 연결시키

기 위해 노력 중이며, 중국 역시 ‘박근혜-시진핑 정상회담’에 상당한 

기대를 표명하고 있다. 이에 이번 북한경제협의회에서는 ‘한미 정상회

담 이후의 대북정책과 국제협력’이라는 주제로 박근혜 정부의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평가하는 동시에 이를 토대로 향후 바람직한 

우리의 대북정책 및 국제공조 방안에 대해 토론해 보고자 한다. 먼저 대북정책 및 북한문제의 

처리와 관련하여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말해 달라. 

최진욱: 총평부터 시작하자면,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아 이루어진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양국 간의 동맹관계를 다지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본다. FTA 협력이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제안도 긍정

적이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우리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얻어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오바마 대통령의 신뢰프로세스 

지지란 한국과 미국의 대북정책 공조를 공고히 할 수 있었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초기의 우려나 혼란을 불식시키는 한편, 향후 미국의 대북억지력 강화 

속에 남북 간 대화의 주도권은 한국이 갖는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다자협력의 틀로서 제시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향후 보다 많은 조율과 과제를 

남겼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서는 남북협력과 동북아 평화협력의 병행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바람직한 구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동북아 다자협력 

구상인 서울프로세스에 관한 논의는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렀으며 구체적인 논의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6자회담과 어떻게 다르며 또 그 효용성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즉, 서울프로세스를 통해 환경, 테러, 재난구조 등과 같은 낮은 단계의 협력에서부터 

출발해 정치적⋅군사적 논의를 이끌어 내고자 한다면, 이미 이러한 논의의 틀을 제공하고 

있는 6자회담은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며 관련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과는 

어떠한 추후 협의가 필요한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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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다음 달로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그동안 6자회담 개최국의 역할을 

수행해 온 중국에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연계된 한국의 주도권 이슈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전홍택: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긍정적인 성과로 남북대화에 대한 접근 측면에서 한미 

간에 상당한 공감이 이루어졌다는 의견이었다. 다만,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관련해 조금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정민: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총평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가장 균등한 동맹의 시초이다. 즉,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이 필요한 국가가 되었다는 것이다. 최근 미국의 대외전

략을 살펴보면, 예산절감과 심각한 재정적자 문제로 아태 지역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은 감소하고 있으며 일본의 영향력은 위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중국의 영향력은 크게 부상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지금은 아태 지역에서 미국의 장기적 국가이익을 수반할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한 시점이며, 그 파트너의 적임자가 한국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는 한국 정부가 우리의 필요에 의해 한미동맹을 유지해 왔다면 이제는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도 한국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이는 굉장히 중요한 패러다임의 이동(paradigm shift)이라

고 볼 수 있다. 

둘째,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이 미국 경제⋅외교 정책의 롤모델이 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미국이 대외 정책을 브랜딩(branding)하고 미국을 측면 지원하는 

차원에서 한국이 핵심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을 긍정적으로만 

평가하기는 어렵다. 우리가 미국 대외경제정책 수행국으로서의 롤모델이 된 만큼 한국에 

대한 미국의 기대감 그리고 우리의 책임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만 

행동해 왔던 지금까지와는 달리, 한국에 대한 미국의 요구사항의 강도가 훨씬 높아질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에게 지워지는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면도 

존재한다. 

셋째, 중국으로 대표되는 대륙권과 미국⋅일본으로 대표되는 해양권의 세력경쟁 속에서 

한국의 지위가 상승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시아 대륙에서 유일하게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이 한반도이며, 미국의 동맹국가 중 한국만큼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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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한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향후 G2가 성공하는 데 있어 한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고 볼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였으며, 박근혜 

대통령 또한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 못지않게 중국에 보내게 될 메시지도 굉장히 중요함을 

인식하였을 것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지금까지 추진되었던 유사한 정책과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는 ‘서울프로세스’가 그 내용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단순히 

현 정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남북관계, 나아가 동북아 평화협상의 로드맵을 제시한다면 

중국과 러시아도 불가피하게 이에 동조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고, 따라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이러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단계에 

관하여 양국 정상들 간에 교감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전홍택: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로 크게 네 가지를 지적해 주었다. 동등한 동맹외교로 

한미 동맹관계의 패러다임이 변화하였다는 점, 미국의 대외 외교⋅경제 정책 수행에 있어 

한국이 동맹국 중 가장 성공한 나라로서 롤모델이 되었다는 점, G2 사이에서의 한국의 역할 

인식 상승, 마지막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로드맵으로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위한 

‘서울프로세스’에 관한 인식 공유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그 내용이다. 더불어 이러한 한국의 

역할 인식 상승에 따라 우리에게 기대하는 기대치 또한 높아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유호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세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해 

보겠다. 첫 번째,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한미관계를 규정했다는 점이

다. 이는 지금까지의 한미 간 전략, 동맹, 가치동맹 수준을 넘어 

전 세계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핵심 축(linchpin)으로서의 한국의 

역할을 중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북한의 핵개발에 따른 위협, 특히 재래식 위협만이 아닌 

핵을 통한 위협에 대한 미국의 보다 강화된 억지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의 강경한 태도에 미국이 B-52와 핵잠수함, B-2 폭격기, 스텔스 전투기 F-22와 

같은 최첨단무기를 투입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자신들의 역량을 과시했다는 것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대한 방위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박근혜 정부가 남북문제를 풀어 갈 키워드라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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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의미와 방식을 오바마 정부에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는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미국의 오해를 방지하고 

한미 간 정책 조율로 인한 불협화음을 사전에 제거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즉, 한반도 신뢰프로세

스란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 가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국제사회가 함께 협력해 나가자는 정책인데, 이 과정에서 “북한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 보상하지 않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향후 

중국과의 대화⋅협의에 있어 한미 간 기본 논지를 구축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다만,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자체 핵개발 등 한국 정부의 자체 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2년 동안 유예했다는 점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아쉬움으로 남는다. 2년이라는 시간을 

벌어 놓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북한 핵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한미 간에 잠복된 긴장요소가 될 수도 있다. 

전홍택: 이번 회담에 대한 성과로 한미관계의 ‘글로벌 파트너십’ 형성에 따른 한국의 의무와 

책임을 강조해 주었다. 또한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미국의 억지력을 확인하였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방식에 대한 오바마 정부와의 사전적 공감대 형성을 마련하였다는 점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긍정적인 성과로 볼 수 있다. 다만, 향후 한미관계의 잠복된 긴장요인이 

될 수 있는 한미원자력협정의 규정 문제가 매끄럽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태환: 패러다임의 이동(paradigm shift)이 일어났다고 표현하

기는 어렵지만,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이 미국을 필요로 

하는 수준 이상으로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는 점은 이번 정상회담의 긍정적인 성과라고 본다. 또한 현재의 중국 

역시 북한을 의식하는 것 이상으로 한국을 중요한 상대로 인식하고 

있다. 이렇듯 과거와는 양상이 달라진 현 상황에 대해 이제는 한⋅미⋅
중 관계 구축을 위한 기초 마련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인은 지난 2004년, 한⋅미⋅중을 중심으로 북한문제 협의를 위한 대화채널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2005년에 책으로, 2007년에는 발표논문에서 주장한바 있다. 2007년

까지도 미국과 중국은 이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2009년부터 미국과 중국이 

한⋅미⋅중 대화에 대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태도가 변화기 시작해 다시 2010년에 ‘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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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한⋅중⋅일 삼각협력체제’라는 책을 발간하기도 했고, 지난 몇 년 동안 트랙Ⅱ 수준에서 

대화를 해본 경험이 있다. 이러한 측면의 연장선상에서 한국과 미국 간에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그 역할을 긍정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본다. 나아가 이러한 과정은 차후 중국과의 원만한 관계 구축을 이끌어 내고 이를 토대로 

한⋅미⋅중 협력이 가능해지는 일련의 과정이 될 때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논의 없이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보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는 남한이 북한 핵문제에 있어서 북한이 한미 간 이간을 꾀하는데 

대해 별다른 대안이 없었다면, 금번 한미 정상회담은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프로세스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있었다는 것이다. 다만, 북한문제에 대한 미국의 역할과 관련하여 비핵화가 

공동 목표이기는 하지만 미국은 우선 핵이전 방지만 목표로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 한미 정부 간 상세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는 큰 

체제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며, 차후 과제는 미국 및 중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  

앞서 논의된 주도권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미국과 중국 양쪽을 잘 보듬어 가면서 우리의 

적극적인(proactive) 역할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두 축은 한⋅미⋅중 관계와 한⋅중⋅일 관계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로 나타난 

결과인지는 모르겠으나, 최근 일본의 독자적 행보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비난이 일고 있다. 

이에 향후 우리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를 잘 이끌어 나감으로써 한⋅중⋅일 관계를 공고히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전홍택: 북한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미⋅중 대화채널 구축에 관한 추가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자와 긴밀히 협력하며 우리만의 

독자적인 공간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고, 남북문제와 동북아 협력의 연결고리로서 일본과의 

관계를 잘 이끌어 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주변국의 평가와 향후 한중 정상회담을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 논의해 보자. 

유호열: 북한의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다. 우선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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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DMZ 내 세계평화공원 유치’ 발언에 대해 북한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장본인은 미국과 남한이고, 세계평화공원 구상은 평화파괴자⋅전쟁도발자의 

주제넘은 궤변이다.”라고 비난하였다. 또한 북한은 ‘글로벌 파트너십’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며, 

북한의 이러한 태도로 미루어 볼 때 향후 정상회담 및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 내기는 쉽지 않을 듯하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중국의 평가는 크게 부정적이지 않다. 중국은 이미 한국과 

미국이 동맹관계임을 감안하여 한중관계를 바라보고 있었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형성된 한미 간 관계가 중국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 평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은 향후 한중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환대하지는 않지만 신중하게 

관망하는 태도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바라보고 있다.  

반면, 일본은 겉으로 드러내 놓고 반대하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미관계에 대해 크게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 총리의 자문을 북한에 보낸 행동은 일본 나름대로의 강구책이자 일종의 일본판 을(乙)의 

반란이라고 생각된다.   

이정민: 북한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으로 인해 굉장히 놀랐을 것이다. 비록 한미 간의 

국력 차가 아직 크기는 하지만, 한국의 높아진 위상만큼 그 차이가 좁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북한과 중국의 국력 차는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이는 한반도 내에서 비대칭적인 

힘의 균형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현재 한국은 일본을 제외한 4강과의 대외 

관계에서 이례적으로 좋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즉, 한중관계가 좋았을 때에는 한미관계가 

상대적으로 좋지 못했고 한미관계가 좋았을 때에는 한중관계가 일부 후퇴하는 등 한국이 

주변 강국과 동시다발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이다. 

이렇듯 최근 한국의 국제관계적 균형으로 한반도 내 국력의 비대칭성은 더욱 심화되었고, 

이에 북한은 현재 혼란 상태에 빠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렇다면 북한이 이러한 혼란 상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문제인데, 해결을 위한 두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북한이 

중국식 경제개방을 추진함으로써 북한 나름대로의 유턴전략을 취하는 것이고, 둘째는 더 

비대칭적인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북한이 후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된다. 즉, 북한은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더 생산하고 개발하는 전략을 선택할 것이다.  

다음으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소프트파워(soft power)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다. 지금까지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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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소프트파워를 생산한 적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한미동맹뿐 

아니라 한⋅EU FTA, 한⋅아세안 경제협력 등 모든 면에서 국력보다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반면, 중국의 소프트파워는 하드파워(hard power)에 비해 굉장히 부족하며, 특히 

미국, 일본, 아세안과 비교한 아태 지역에서의 중국의 소프트파워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중국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의 소프트파워를 인정하고, 

이의 중요성과 자국의 부족한 소프트파워 수준을 깨달았을 것이다. 둘째, 중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나라로는 북한과 파키스탄 그리고 좀 더 확대된 시각에서의 이란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이 세 국가는 모두 사실상 실패한 국가이며, 이에 중국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아시아에서의 진정한 동맹국이 필요함을 인지하였을 것이다. 즉, 아태 지역을 원(圓)으로 

본다면 안쪽은 중국이, 바깥쪽은 미국이 포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원 밖에서 중국을 

지지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원 밖의 중국의 우군을 만드는 것이 오늘날 

중국이 직면한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중국은 이제 대남한 전략과 관련하여 한국이라는 

나라를 떠나 한반도 전체를 고려하는 듯하다. 다시 말해 중국은 어느 시점에 가서 한반도가 

한국의 주도하에 통일이 된다면 이를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어떠한 이익을 취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에 대한 중국 정보기관⋅인민군⋅당의 평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 당의 기조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통치기간 동안 중국 내 한반도에 대한 재인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본다.  

전홍택: 이정민 교수가 한미 정상회담에 관한 주변국의 반응을 정리하며 한 가지 재미있는 

지적을 해주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시각이 점점 변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한반도 

통일 이후에 중국이 한국에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지에 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진욱: 덧붙이자면 북한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맹비난을 가하고 있는데, 이는 

긴장고조를 통해 그들이 원하던 미국과의 대화가 좌절된 것에 대한 실망감에서 비롯된 듯하다. 

다시 말해 미국은 북한의 대화 요구에 대해 북한에 한국과 먼저 대화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한국의 주도권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미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

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강조하며 수차례 기립박수를 받은 것은 결국 핵보유국으로서 인정받겠다

는 북한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미있는 사실은 

북한이 아직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실명 비난을 하지 않고 추후 사태를 주시하겠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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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는 북한의 최근 긴장 고조가 한계에 봉착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한편,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이 있었던 2010년의 중국의 태도와 지금의 중국의 태도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본다. 즉, 2010년 당시 중국이 미국과 한국에 대해 힘을 과시하고 

북한을 두둔함으로써 오히려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 이제는 중국도 이러한 

비용을 치르지 않기 위해 북한에 대해 책임 있는 행동을 보일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중국의 대한반도 전략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향후 

한⋅미⋅중 대화에 중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자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일본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일본 외교정책의 핵심은 한⋅미⋅일 공조를 통한 중국 

견제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중국의 태도 변화로 인해 일본의 외교전략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일본 정권을 장악한 강경우파 세력이 미국과 한국의 정책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도 이러한 전략 실패에 기인한 듯하다. 이에 향후 이러한 기조가 

계속된다면 앞으로의 한⋅미⋅일 공조에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북한의 

비핵화에 관한 한 우리 입장에서는 한⋅미⋅일보다는 한⋅미⋅중 협력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태환: 중국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실질적인 한미동맹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으나 사기 

진작 측면의 신뢰 강화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국 전문가들은 한미 정상회담이 북한에 한미공조가 튼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고, 이에 경계 및 위협을 느낀 북한이 강경대응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논하였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역할에 따라 향후 지정학적인 역학관계의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평가하였

다. 즉, 중국은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는 않지만 내심 한미동맹이 

중국에 부담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전홍택: 이태환 박사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중국의 반응에 대해 잘 설명해 주었다. 

지금까지의 논의에 더해 다음 달로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논의되어야 할 의제(agenda) 

및 한중관계 개선을 위한 전략에 대해 논의해 보자.  

유호열: 한중 정상회담을 포함한 한중관계를 보면 박근혜 정부는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우선, 중국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사전에 가지고 있던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선입견을 해소하고자 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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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와는 상반된 태도이다. 다음 달에 개최될 한중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함에 있어 한미 간 합의기관의 협의를 통해 중국을 그 안의 

핵심 요소로 하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한다면 상당히 성과 있는 정상회담이 될 것이라고 

본다. 둘째, 최근 한중관계에 존재하던 걸림돌 중 상당 부분이 제거되었는데, 그중 하나가 

북한을 바라보는 중국의 시각 변화이다. 과거 한국과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 여부를 놓고 

상당한 입장 차를 보여 왔다. 그러나 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 의지에 따라 핵을 포기시켜야 

한다는 데 대해 한국과 중국이 공통된 목표를 갖게 되었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더욱 

구체적인 방안 마련 또한 가능해졌다. 셋째, 한국과 중국 모두 일본과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문제에 대한 한중 간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마지막으로 미⋅중 간 전략적 논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한중 협력관계도 향상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우호적인 상황 속에서 다가오는 한중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지도자 교류이다. 지난 이명박 정부와 

후진타오 정권의 5년간의 한중관계를 평가해 보면, 상당히 진전된 부분이 있지만 부족한 

점도 많았다. 예를 들어 2008년에 합의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경우, 형식적 틀은 

갖추었지만 한중 간 본질적인 신뢰관계 형성에는 미흡한 측면이 많았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이 

주장하는 것, 특히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핵심은 결국 지도자 교류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정상급 이외의 수준에서 한중 간에 형성되어 있는 대화채널은 상당히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한중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써 총리급 또는 그 외의 고위 관료들 간 대화채널 마련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이 이러한 인적교류를 만들어 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둘째, 공적인 관계 이외의 교류, 즉 여론이라든지 민간 차원에서의 교류 강화가 

필요하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분야의 전문가 그룹을 대거 참여시키

고 해당 채널을 통해 한중 정상회담에서의 합의를 이끌어 낸다면 향후 5년간 한중관계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룰 것이다.    

이정민: 시진핑 정부는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최고의 예우를 갖추어 진행할 것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기도 하며, 앞으로 시진핑 국가주석

과 쌍두마차로 달릴 수 있는 가장 상징적인 아시아의 리더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은 모든 미디어를 총동원한 밀착보도를 통해 자국 국민들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단순한 

외교 정상이 아니라 중국과 가장 가까운 나라의 정상이라는 점을 각인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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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예상되는 중국의 행동 배경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이다. 즉, 북한의 핵무기 생산 위협에 대해 중국은 지금까지 북한과의 전통적 관계를 

생각하여 이러한 행동을 묵인해 왔으나 이제는 북한이 무엇을 하든 자신들의 국익을 위해 

한국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한국이 중국을 위협할 수 있는 독자적 핵무기나 전략적 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이 지속적으로 있어 온 북한의 위협을 저지하는 차원에서 한국이 

순항미사일이나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의 

이러한 행동은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대북 차원이 아닌 대중 차원의 문제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한중 간 신뢰 회복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국내 정치 문제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현재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사회갈등  

증폭과 빈부격차의 심화, 인권침해와 같은 대내적 사안으로, 중국은 이러한 문제를 모두 

극복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아직 산재된 문제가 많기는 하지만 한국은 

권위주의체제에서 민주주의체제로의 변환에 성공했으며, 민족주의가 강하면서도 세계화된 

나라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권위적인 시대에서 성장했던 한국의 지도자의 딸이 지금 이 시점에 

가장 모범적인 G-20 국가의 대표적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 중국에는 

상징적 가치를 갖는 듯하다. 결과적으로 한국이 5년마다 겪는 극심한 정치혼란 속에서도 

어떻게 체제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왔는지에 대한 요인을 배우는 것이 현재 중국의 입장에서 

중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권문제, 즉 탈북자문제가 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탈북자문제를 거론할지는 미지수이지만, 탈북자문제에 관한 한중 간 모종의 이해관계가 형성된

다면 한중관계에 굉장히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최진욱: 한중 정상회담의 의제는 크게 네 가지가 될 수 있다. 우선 한⋅미⋅중 공조가 

대두된 가장 큰 이유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다음으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관련하여 미국과 중국의 경쟁관계를 원활히 할 수 있는 

방법 모색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례로 호주는 미국과의 강력한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교역관계는 중국과 훨씬 깊게 유지하고 있는데, 북한과 직면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이러한 

사례를 전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같은 관계를 참고함으로써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를 

이분법적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즉, 한미동맹의 강화와 한중관계의 증진을 얼마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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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관련하여 북한의 안정을 위해 중국과의 

창의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창지투개발계획이나 황금평 개발사업과 같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우리 기업들이 중장기적

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협의를 통해 북한문제와 관련된 중국의 공조를 이끌어 

내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면서도 자연스럽게 한반도의 미래와 북한의 변화⋅개방에 대한 중국과의 진솔한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중국이 북한에 대해 곤혹스러워 하고 있는 대북정책을 전환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중국과 함께 북한의 개방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제는 중국 역시 북한의 개혁개방을 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우리 정부의 정책적 진정성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전홍택: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동북아 지역개발 문제를 다자화하고, 여기에 북한 또한 

개입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는 의견이었다.

이태환: 북한문제에 대해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북한을 관리대상으로 하는 관점에서 중국과의 

인식 공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고위급 전략경제 대화채널이 

존재한다. 이처럼 한국 역시 고위급 한중 전략경제 대화를 가질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 

한중 정상 간의 핫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다음으로 정보의 공유이다. 정보교류 측면에서 학술적인 논의를 비롯한 공개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정보공유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불법어로문제, 형사치아문제 양국 간 교류증

대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외교당국이 혼자 처리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다. 

한중 공동위원회 형태로라도 양국 국민들의 고충 처리 담당창구를 만들어 사안별로 이에 

합당한 정부기구와 연결시켜 동시다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나가

야 할 것이다. 시스템을 공고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성공을 위해 중요한 것은 바로 중국의 역할이다. 이에 중국과의 

협력을 도모함으로써 중국이 한국의 최고의 파트너이며, 한국이 중국에 동북아 발전에 관한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음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북한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동북3성의 중국 기업과 공동으로 투자하는 방식으로 남⋅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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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협력을 통해 북한 근로자들에게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노력 등이 있다. 

중국 중화학공업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동북3성에의 공동투자를 통해 중국 동북 3성의 

발전에 한국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중국이 관심을 갖는 석유 가스 수송을 

위한 서해 해저 파이프라인 건설에의 참여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전홍택: 동북3성의 개발 비전에 우리 정부가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북한을 개입시키

고, 이를 통해 대중관계에 있어서의 북한문제를 넘어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이제 

다음 안건에 관한 논의를 이어가 보자. 한미관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어지는 일본의 돌출행동과 관련하여 북한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문제를 어떻게 평가하며 

이에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말해 달라.   

최진욱: 일본 정부는 지난 5월 14~17일에 이루어진 이지마 이사오 내각관방 참여(총리 

자문역)의 북한 방문을 계기로 지난해 11월 이후 중단된 북한과의 정부 간 대화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일본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든 북한과 접촉하고 이를 통해 대북관계에 

있어서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행동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우리 정부와의 협의 없이 일본이 

이러한 행동을 취한 것에 아쉬움이 남는다. 최근 이러한 일본의 행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분위기가 지속될 경우 북한의 비핵화 추진을 위한 한⋅미⋅일 간 

공조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신(新)정부 출범시기에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된 

것은 결국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함에 있어 한⋅미⋅중 3국의 중요성은 부각된 반면, 일본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한계를 드러내었다는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유호열: 최근 국제관계에서 일본의 존재감은 매우 낮았다. 북한 핵문제 및 한반도 주변의 

정세를 논의할 때에도 중국의 역할, 미중 간 관계 등만이 중요시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국내적인 문제와 더불어 국제관계에서의 입지 확보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이에 북한과 접촉한 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행보가 성과를 내기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즉, 북한이 일본인 납치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하지만 그러기에는 

북한의 부담 또한 크다는 것이다. 일본의 입지 강화를 위한 방법으로 한⋅미⋅일 공조체제를 

재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 또한 일본의 7월 참의원선거가 끝나야만 가능할 

듯하다. 

한미, 한중 정상회담이 잇따라 개최되면서 국내에서의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상승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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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대한 반감 또한 도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일본에 대한 반감은 격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정부 차원 및 민간 차원에서 일정한 정도의 

조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상황일수록 한일 간, 한⋅미⋅일 간 관계를 복원⋅관리

하려는 전략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의 임기 말에 밀실논란을 빚으며 

논의가 중단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필요함에도 국민 정서상 매우 어긋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정민: 현재 일본이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일본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보통국가(normal state)’가 되는 것이다. 2016년은 진주만 공습 75주년이고, 2020년은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지 75주년이 되는 해이다. 따라서 일본은 2020년까지는 

제2차 세계대전의 악몽에서 벗어나 자국을 보통국가화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일본은 전술적인 차원에서의 대북관계는 물론, 한일, 중일, 미일 간의 관계를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한⋅중⋅미 간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태 지역에서의 일본의 역할을 

인정할 나라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이는 쉽지만은 않다고 여겨진다. 

일본 입장에서는 일종의 딜레마에 빠진 셈이다. 즉, 향후 국제관계에서 일본은 전술적인 

차원에서의 리더는 될 수 있지만 전략적인 차원에서의 리더는 될 수 없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일본의 독자적 행동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전홍택: 한중 정상회담 이후의 일본의 부정적 행보를 잘 관리하며 동북아, 나아가 전 

세계적 차원에서 일본을 상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태환: 북한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가 취해야 할 국제관계의 기본적 틀은 한⋅미⋅중으

로 끝날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한⋅중⋅일 관계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일본과의 협력하에 

우리의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간다면 동북아에서의 한국의 입지는 상당히 넓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해양문제에 있어서의 국제적 협력 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해양자원을 포함한 여러 가지 해양문제들을 종합적인 안보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재난구조를 위한 안전훈련 역시 이에 포함되며, 일본과 협력하는 순찰

(patrol)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이의 원활한 해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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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택: 한⋅중⋅일 간 공통의 관심사를 유발하고 추진 가능한 의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이제 한미 정상회담 이후의 남북관계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어떠한 정책과 태도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해 보자. 전반적인 정책방향에 더해 개성공단 처리문제

나 인도주의적 대북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함께 조언해 달라.

최진욱: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 순방을 마치고 주관한 첫 번째 국무회의에서 개성공단에 

두고 온 완제품과 원⋅부자재의 반출과 관련해 북한 측에 회담을 제의할 것을 통일부에 

지시하였다. 혹자는 이를 두고 대화에 지나치게 매달리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본인은 매우 

바람직한 제안이었다고 생각한다. 상호 간 신뢰 구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대화라고 

할 때,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는 신뢰구축을 위해 우리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메시지도 될 수 있다. 또한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상황에서 과거 같으면 우리가 같이 맞대응하거나 무시했을 텐데, 우리가 대화를 

제의했다는 것은 대단히 용기 있는 자세이며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앞으로도 현재와 같은 기조를 유지함으로써 북한에 대해 효과적으로 

접근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6월 중으로 예정된 ‘반관반민(1.5트랙)’ 형태의 한⋅미⋅중 

대화를 통해 동북아 다자협력의 초석을 닦아 나가야 한다. 

유호열: “남북관계는 원칙에 입각하여 접근한다.”라는 기준에서 보면, 개성공단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은 바람직했다고 본다. 북한은 남한이 개성공단을 절대 포기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개성공단 잠정 폐쇄라는 카드를 던졌을 것이다. 이에 북한에 대한 우리 측의 대화 

제의는 개성공단이 정상화되든 아니면 완전히 폐쇄되든 간에 향후 남북관계의 틀을 만드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 생각된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 대북공조를 재확인하며 압박과 대화 유도라는 투트랙

(two-track) 전략의 구체화를 위해 중국과의 공조를 추진하기로 협의하였다. 때문에 단순히 

남북대화를 통해서만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중 공조를 강화하며 

북한의 비핵화 및 국제 규범⋅의무 준수를 이끌어 내는 것이 북한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접근방식이라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 달로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의 

승패를 가를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올해 7월 27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 대화공세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전향적인 정책 없이는 우리 정부는 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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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평화협정 체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북한을 비롯한 주변 국가에 지속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즉, 북한의 위장 평화공세를 차단하고 주변국과의 공조를 통해 북한의 정책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향후 박근혜 정부가 5년 동안 해야 할 과제이다. 

전홍택: 마지막으로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및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성공을 

위해 우리 정부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관한 구체적 방안을 말해 달라.

이정민: 박근혜 정부가 어떠한 방향으로 대북정책을 전개해야 하느냐는 것도 중요한 변수이지

만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북한에 대한 정보체계의 재확립이다. 다방면의 학자들과 정부 

안팎에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과연 우리가 북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에 

관한 개인적인 의문이 있다. 일부에서는 북한이 5년 내에 40~60개 안팎의 핵탄두를 보유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 만일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성공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현재 미국만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한미 간 정보공조 강화가 필요하며, 다음 달로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양국 간 정보공조에 

관한 논의를 이어 나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KDI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관한 네 가지 분야의 연구를 제안하고 싶다. 

이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미국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며, 앞으로의 통일에 

대비해 우리만의 상대적인 레버리지(leverage)를 갖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 대한 

비교우위를 가질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북중 군사협력이다. 구체적으로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어떠한 무기를 공급받고 있으며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북한의 인민군에 어떠한 군사기술을 

전수하였는지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다. 국가정보원, 국군기무사령부 등과의 협력을 통해 

KDI가 북한의 군사 데이터베이스(military database)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북한의 핵무기, 탄도미사일,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패전 이후 프랑스는 독일 무기 제조에 종사하던 많은 과학자를 사실상 

감금하여 자신들의 핵무기 개발을 위해 일하도록 하였다. 확신하건대, 만일 통일이 현실로 

다가온다면 북한 내 무기전문가들은 중국 및 미국 등으로 강압적으로 이동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북한의 무기체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사전에 구축해 

놓아야 한다.  

세 번째로 북한 지하자원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외신 기자들과 이야기해 보면 북한 

내에 많은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음에도 왜 이를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북한경제연구협의회
한미 정상회담 이후의 대북정책과 국제협력

79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이유 분석과 정확한 매장량 등에 관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은 북한의 통치자금에 관한 연구이다. 

최소한 위 네 가지 분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확보된다면, 북한 연구에 필요한 많은 

정보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태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동북아의 평화 및 안정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주변 

국가에 인식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첫 번째이고, 

북한의 비핵화가 두 번째라는 우선순위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설득해야 할 

부분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는 이상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없다는 것이다. 즉, 비핵화의 

문제와 평화⋅안정의 문제는 함께 가는 것이다. 

흔히 북한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한국이 남북관계의 개선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한국이 대북정책에 있어서의 신뢰를 강조하

는 태도 이면에는 중국과의 공조 강화에 대한 고려가 밑바탕에 깔려 있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의 공통된 이익을 키워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한국이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 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중국이 우리 정부에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며, 한중 간에 북한문제를 논의함에 있어 중국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중국에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유호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대북정책이 

교조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에 대해 경계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우리만의 노력으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처럼 향후 5년 동안 남북관계가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든 간에 관계없이 모든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는 또 

다른 차원에서 통일과 관련한 비용 및 방안 등에 관한 연구를 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북한 

정권 붕괴 등 급변사태에 대비한 현실적인 대비책을 꾸준히 보완,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일종의 오픈 프로세스로 인식하면서 다른 대북정책들과

의 조화 속에 병행하며 추진하는 것이 기존에 박근혜 정부가 목표했던 신뢰프로세스의 성공을 

이끌 수 있는 자세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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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택: 오랜 시간 동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한중 정상회담 및 국제공조 

방안에 대해 좋은 제안을 해준 토론자들에게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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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2013년 4월 1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회의를 개최하였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의 최고주권기관이자 최고입법기관으로, 북한 헌법 87조는 최고인민회의를 ‘헌법을 수정

⋅보충하고 법을 제정하는 최고의 주권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민공화국의 창건방침에 

따라 1948년 8월 북한인민총선거에 의하여 창설된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성되는데, 1998년 9월 제10기 회의 출범 이후로는 한차례의 정기회의만이 열리고 있다.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은 1994년 개정된 헌법에서 크게 강화되었으며, 주요 권한으로는 ∆헌법과 

각종 법령의 채택⋅수정 ∆휴회중 상설회의가 채택한 법률의 승인 ∆대내외 정책의 기본원칙 

수립 ∆국가주석, 부주석, 정무원 총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과 위원, 중앙인민위원회 서기장과 

위원, 중앙재판소⋅검찰소장의 선거 및 소환 ∆인민경제발전계획의 승인 ∆국가 예산 승인 

∆각종 조약의 비준⋅폐기의 결정 등이 있다. 

금년도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의제는 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 ②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수산태양궁전법을 채택함에 대하

여 ③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자위적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데 대하여≫를 채택함에 대하여 ④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우주개발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우주개발국을 

내옴에 대하여≫를 채택함에 대하여 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주체101(2012)년 

사업정형과 주체102(2013)년 과업에 대하여 ⑦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101(2012)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주체102(2013)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⑧ 조직문제 등이었으며, 이번 

최고인민회의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은 김일성과 김정은을 법적으로 우상화하기 위하여 사회주의헌법의 일부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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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보충하고 금수산태양궁전법을 채택하였다. 둘째, 북한은 또한 핵보유국으로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이와 관련된 법령의 채택, 우주개발법 채택 및 국가우주개발국 설치 

결정 등 3개 의안을 처리하며 국제사회의 압박에 물러서지 않고 대결해 나가겠다는 결의를 

대내외에 과시하였다. 셋째, 2012년 국가예산수입은 계획대비 101.3% 수행되었고 국가예산지

출은 99.6%가 집행되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금번 최고인민회의에서도 예산집행액 및 올해 

예산액은 공개되지 않았고 북한은 각 항목별 비중만을 일부 발표하였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박봉주를 내각총리로 재기용하며 ‘핵개발, 경제발전 병진노선’을 이어

가겠다는 의지를 공고히 하였다. 

본 자료에서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된 금번 최고인민회의의 의제 및 2004년 이후 

최고인민회의의 경제부문별 사업실적과 중점사업 내용을 정리하여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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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의 의   제

1998.9 제10기 제1차회의
 ∙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
 ∙ ｢사회주의 헌법｣ 개정
 ∙ 국가지도기관(최고인민회의) 선거

1999.4 제10기 제2차회의
 ∙ 1998년 예산집행 결산과 1999년 국가예산 승인
 ∙ ｢인민경제계획법｣ 채택

2000.4 제10기 제3차회의

 ∙ 1999년 예산집행 결산과 2000년 국가예산 승인
 ∙ ｢교육법｣, ｢대외경제중재법｣, ｢민용항공법｣ 채택
 ∙ 사회안전성을 인민보안성으로 명칭변경
 ∙ 북러간 조약 비준

2001.4 제10기 제4차회의
 ∙ 2000년 예산집행 결산과 2001년 국가예산 승인
 ∙ 내각의 2000년 사업정형과 2001년 과업 발표
 ∙ ｢가공무역법｣, ｢갑문법｣, ｢저작권법｣ 채택

2002.3 제10기 제5차회의
 ∙ 2001년 예산집행 결산과 2002년 국가예산 승인
 ∙ 내각의 2001년 사업정형과 2002년 과업 발표
 ∙ ｢국토계획법｣ 채택

2003.3 제10기 제6차회의
 ∙ 2002년 예산집행 결산과 2003년 국가예산 승인
 ∙ 군사복무법, 기구법, 도시계획법, 하천법, 회계법 채택 승인

1. 주요 의제 및 내용

금번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 회의에서는 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 ②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수산태양궁전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③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자위적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

히 할데 대하여≫를 채택함에 대하여 ④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우주개발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우주개

발국을 내옴에 대하여≫를 채택함에 대하여 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주체101(2012)

년 사업정형과 주체102(2013)년 과업에 대하여 ⑦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101(2012)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주체102(2013)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⑧ 조직문제 등 8개의 주요의안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중 조직문제를 제외한 7개 의안들은 대의원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1998년 제10기 제1차 최고인민회의부터 올해 4월에 개최된 제12기 제7차 회의까지의 

의제를 정리⋅비교 한 결과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2004년 제11기 제2차 최고인민회의부터 

제12기 제7차 최고인민회의까지의 최근 10년 간 경제부문별 사업실적과 중점사업 내용은 

부록에서 제공한다.   

<표 1> 역대 최고인민회의 의제 (1998.9~2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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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9 제11기 제1차회의
 ∙ 김정일 국방위원장 재추대
 ∙ 국가기도지도기관 선거
 ∙ 핵문제에 관련한 외무성의 조치 승인

2004.3 제11기 제2차회의
 ∙ 내각의 2003년 사업정형과 2004년 과업 발표 
 ∙ 2003년 예산집행 결산과 2004년 국가예산 승인

2005.4 제11기 제3차회의
 ∙ 내각의 2004년 사업정형과 2005년 과업 발표 
 ∙ 2004년 예산집행 결산과 2005년 국가예산 승인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및 위원 보선

2006.4 제11기 제4차회의
 ∙ 내각의 2005년 사업정형과 2006년 과업 발표 
 ∙ 2005년 예산집행 결산과 2006년 국가예산 승인
 ∙ 과학기술발전을 다그쳐 강성대국 건설 추동 보고

2007.4 제11기 제5차회의
 ∙ 내각의 2006년 사업정형과 2007년 과업 발표 
 ∙ 2006년 예산집행 결산과 2007년 국가예산 승인
 ∙ 김영일을 내각총리로 선출, 김영춘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

2008.4 제11기 제6차회의
 ∙ 내각의 2007년 사업정형과 2008년 과업 발표 
 ∙ 2007년 예산집행 결산과 2008년 국가예산 승인

2009.4 제12기 제1차회의

 ∙ 김정일 국방위원장 재추대
 ∙ 국가지도기관 선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
 ∙ 2007년 예산집행 결산과 2008년 국가예산 승인

2010.4 제12기 제2차회의

 ∙ 내각의 2009년 사업정형과 2010년 과업 발표
 ∙ 2009년 예산집행 결산과 2010년 예산 승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

법의 일부 조문을 수정함에 대하여> 채택

2010.6 제12기 제3차회의
 ∙ 내각 총리 소환과 교체
 ∙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선거
 ∙ 내각 구성원 교체

2011.4 제12기 제4차회의
 ∙ 내각의 2010년 사업정형과 2011년 과업 발표
 ∙ 2010년 예산집행 결산과 2011년 예산 승인
 ∙ 내각 부총리 해임, 국방위원회 인민보안부장 임명,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장 보선

2012. 4 제12기 제5차회의

 ∙ 사회주의헌법을 수정ㆍ보충
 ∙ 김정은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수위에 추대
 ∙ 내각의 2011년 사업정형과 2012년 과업 발표
 ∙ 2011년 예산집행의 결산과 2012년 예산 승인

2012. 9 제12기 제6차회의
 ∙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실시
 ∙ 곽범기를 예산위원장으로 선출, 홍인범⋅전용남을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2013. 4 제12기 제7차회의

 ∙ 사회주의헌법의 일부 내용 수정⋅보충
 ∙ 금수산태양궁전법 채택
 ∙ 최고인민회의의 법령(자위적핵보유국의 지위 공고화) 채택
 ∙ 우주개발법 및 최고인민회의 결정(국가우주개발국) 채택
 ∙ 내각의 2012년 사업정형과 2013년 과업 발표
 ∙ 내각의 2012년 예산집행의 결산과 2013년 예산 승인
 ∙ 박봉주를 내각 총리로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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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주의헌법 수정보충 내용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김영남대위원의 사회주의헌법의 일부 내용 수정⋅보충안과 금수

산태양궁전법 채택에 대한 보고를 필두로 진행되었다. 북한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위업을 

법적으로 고착시키기 위해 사회주의헌법의 서문을 수정⋅보충하고 금수산태양궁전법을 채택

할 것을 주장하며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생애와 업적이 집대성되

여있는 금수산태양궁전은 선군혁명의 승리적전진을 선도하는 기치이며 대원수님들과 우리 

인민의 혈연의 정을 뜨겁게 이어주는 영원한 태양의 성지”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금수산태양궁

전법을 채택하는 것에 관해 “수령영생의 대기념비이며 조선민족의 존엄의 상징인 금수산태양궁

전을 민족번영의 만년유산으로 대대손손 빛내여가려는 천만군민의 절절한 소망은 고결한 

충정과 도덕의리를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빛나게 실현하게 

되었다.”라고 규정하며 김일성⋅김정일의 법적인 우상화를 통해 김정은의 권력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하였다.

3. 핵보유국 및 인공위성 제작발사국 천명

북한은 또한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자위적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데 대하여≫의 법령 채택, 우주개발법 채택 및 국가우주개발국 설치 결정 

등 3개 의안을 처리하였다. 이는 국제사회가 대북제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위의 안건들에 

대해 북한이 국제사회의 압박에 물러서지 않고 맞서 대결해 나가겠다는 결의를 대내외에 

보여준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위의 핵보유국 및 인공위선 관련 의안은 지난 3월 

31일 개최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채택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즉,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서둘러 개최한 배경에는 북한의 새로운 정책노선인 

경제⋅핵무기건설 병진노선을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북한은 “자주적이고 정의로운 핵무력을 가지게 됨으로써 우리 

공화국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세상에 빛을 뿌리게 되었다.”

며 핵보유국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한 10개항의 결정서를 다음의 <표 2>와 같이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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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기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으로 가증되는 적대시정책과 핵위협에 대
처하여 부득이하게 갖추게 된 정당한 방위수단이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력은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과 공격을 억제, 
격퇴하고 침략의 본거지들에 대한 섬멸적인 보복타격을 가하는데 복무한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가증되는 적대세력의 침략과 공격위험의 엄중성에 대비하여 핵억제력과 핵보복 타격
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운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기는 적대적인 다른 핵보유국이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거나 공격하는 경우 그를 
격퇴하고 보복타격을 가하기 위하여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최종명령에 의하여서만 사용할 수 있다.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적대적인 핵보유국과 야합하여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하
지 않는 한 비핵국가들에 대하여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는다.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무기의 안전한 보관관리, 핵시험의 안정성보장과 관련한 규정들을 엄격히 준수한다.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무기나 그 기술, 무기급 핵물질이 비법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담보하기 위
한 보관관리체계와 질서를 세운다.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적대적인 핵보유국들과의 적대관계가 해소되는데 따라 호상 존중과 평등의 원칙에서 
핵전파 방지(핵확산 방지)와 핵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협조한다.

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전쟁위험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며 
핵군비경쟁을 반대하고 핵군축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

10 해당 기관들은 이 법령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철저히 세울 것이다.

<표 2> 핵보유국으로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결정서

이 밖에도 북한은 우주개발법을 채택하고 우주개발사업에 대한 감독과 통제를 총괄하는 

중앙지도기관인 국가우주개발국을 설립하기로 결정하면서 북한이 당당한 인공위성제작 및 

발사국임을 강조하였다. 

4. 2012년 예산집행 결산 및 2013년 예산계획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 회의를 통해 「2012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2013년 

국가예산」을 심의⋅채택하였다. 내용을 살펴보면 올해의 사업과제가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특별히 새로운 성과로 주목할 만한 것은 없다고 보여진다. 

국가예산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경공업과 농업, 인민경제 4대 선행부문을 비롯한 산업부문에서 

생산이 늘어났음을 강조하였고, 금수산태양궁전 등 기념비적창조물 건설에 예산이 사용되었음

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무료의무교육제와 무상치료제, 사회보험 등 인민적 시책에의 예산 

사용과 희천화력발전소와 같은 대규모 산업대상들이 완성되었음을 논하였다. 북한은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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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예산수입
증가율

3.1 3.2 2.5 13.6 5.7 15.1 7.1 5.9 4.0 5.2 6.3 7.5 8.7 4.1

계획대비 
실적

102.4 100.3 100.5 100.9 - 100.8 97.5 100.2 101.6 101.7 101.3 101.1 101.3 -

예산지출
증가율

1.9 2.9 2.3 14.4 8.6 11.4 3.5 3.3 2.5 7.0 8.3 8.9 10.1 5.9

계획대비 
실적

102.7 100.5 99.8 98.2 99.3 104.4 99.9 101.7 99.9 99.8 99.9 99.8 109.7 -

제10기 제6차 회의 이후 전년도 예산집행액 및 올해 예산액은 밝히고 있지 않으며, 재정상 

최광진대의원이 보고한 2012년 예산집행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2012년 예산집행 및 주요내용

지난해 북한의 국가예산수입은 계획대비 101.3% 수행되었으며 이는 전년대비 110.1% 

상승한 결과이다. 지방예산수입은 113.8%로 수행되었다. 한편, 북한의 2012년 국가예산지출은 

전년대비 109.7% 상승한 99.6%로 집행되었다. 

<표 3> 연도별 북한 예산

(단위: %)

국가예산지출 중 주요 비목별 지출비중을 살펴보면 경공업과 농업, 인민경제 4대선행부문을 

비롯한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44.8%, 인민적시책과 사회문화시책 부문에 지출총액의 

38.9%를 지출하였으며, 지출총액의 15.9%를 국방비로 지출하였다.

2) 2013년 예산책정 및 주요내용

북한은 2013년 국가예산수입과 지출에 대해 “나라의 전반적 경제를 활성화하고 인민생활을 

안정향상시키는데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켜나갈수 있도록 수입과 지출규모를 편성”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예산수입은 지난해보다 4.1%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중 국가예산수입의 기본원천인 거래수입금은 3.5%, 국가기업이익금은 6.0% 증가하였고, 

협동단체이익금은 5.3%, 감가상각금은 2.8%, 부동산사용료는 3.4% 증가할 것이라 예견하였

다. 국가예산수입 총액에서 중앙예산 수입은 83%, 지방예산 수입은 17%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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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전년대비 증가율(%)

수입

총예산수입 4.1

거래수입금 3.5

국가기업이익금 6.0

협동단체이익금 5.3

감가상각금 2.8

부동산사용료 3.4

지출

총예산지출 5.9

석탄⋅전력⋅금속⋅철도운수 7.2

농업⋅경공업 5.1

기본투자 5.8

과학기술 6.7

교육 6.8

보건 5.4

사회보험⋅사회보장 3.7

체육 6.1

문화 2.2

북한은 국가예산지출도 2012년도에 비하여 5.9% 증액 편성하였다. 이중 석탄⋅전력⋅금속

⋅철도운수부문은 7.2%, 농업⋅경공업부문은 5.1%, 기본건설과 대보수를 비롯한 기본투자는 

5.8%, 과학기술부문은 6.7%, 교육부문은 6.8%, 보건부문은 5.4%,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부문

은 3.7%, 체육부문과 문화부문은 각각 6.1%와 2.2% 증액 편성하였다. 국방비로는 지출총액의 

16%가 편성되었으며 인민경제비, 인민적시책비, 관리비 등에 관한 구체적 발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음의 <표 4>에서는 2013년도 국가예산 수입 및 지출의 전년대비 증가율을 정리하였다. 

<표 5>는 연도별 예산수입 증가율, <표 6>은 연도별 예산지출 증가율, 마지막으로 <표 7>은 

연도별 국방비 지출 비중을 나타낸다.

<표 4> 2013년도 국가예산 수입 및 지출의 전년대비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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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총예산수입 15.1 7.1 5.9 4.0 5.2 6.3 7.5 8.7 4.1

국가기업이득금 13.5  7.2 6.4 4.7 5.8 7.7 N.A 10.7 6.0

협동단체이득금 8.4 23.2 4.5 0.4 3.1 4.2 3.8 5.3 5.3

감가상각금 N.A 1.8 9.6 2.6 6.1 2.5 1.4 2.3 2.8

부동산사용료 N.A 12 5.4 3.1 3.6 2.0 0.7 1.9 3.4

사회보험료 3.0 141 15.1 1.1 1.6 1.9 0.4 1.7 N.A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총예산지출 11.4 3.5 3.3 2.5 7.0 8.3 8.9 10.1 5.9

농업 29.1 12.2 8.5 5.5 6.9 9.4 9.0
9.4 5.1

경공업 N.A N.A 16.8 N.A 5.6 10.1 12.9

4대 선행 N.A 9.6 11.9 49.8 8.7 7.3 13.5 12.1 7.2

과학기술 14.7 3.1 60.3 6.1 8.0 8.5 10.1 10.9 6.7

사회적 시책 N.A 3.0 N.A N.A N.A 6.2 N.A N.A N.A

교육 N.A N.A 7.0 4.2 8.2 N.A N.A 9.2 6.8

보건 N.A N.A 9.8 5.9 8.0 N.A N.A 8.9 5.4

사회보험⋅사회보장 N.A N.A 9.4 N.A N.A N.A N.A 7.0 3.7

체육 N.A N.A N.A N.A N.A N.A N.A 6.9 6.1

문화 N.A N.A N.A N.A N.A N.A N.A 6.8 2.2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편성 15.5 15.9 15.9 15.8 15.8 15.8 15.8 15.8 15.8 16.0

집행 15.6 15.9 16.0 15.7 15.8 15.8 15.8 15.8 15.9 -

<표 5> 연도별 예산수입 증가율

(단위: %)

   주: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율임.

<표 6> 연도별 예산지출 증가율

(단위: %)

   주: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율임.

<표 7> 연도별 국방비 지출 비중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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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

총리 최영림 박봉주

부총리

로두철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겸직)
강능수
김락희
리태남
전하철
조병주 (기계공업상 겸직해제)
한광복 (전자공업상 겸직)
강석주 
김용진 (前 교육위원회 위원장) 
리승호 (新, 前수도건설총국당책임비서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 지배인)
리철만 (新, 前평안북도농촌경리위원회 위원장)
김인식 (新, 수도건설위원장 겸직)

로두철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겸직)
강능수 (前 문화상)
조병주 (前 기계공업상) 
강석주 (前 외무성 제1부상)
리무영 (新, 화학공업상 겸직)
김용진 (前 교육위원장) 
리철만 (新, 농업상 겸직)
김인식 (수도건설위원장 겸직)
전승훈 (前 금속기계공업상) 

5. 개혁인사 등용: 박봉주 내각총리 선출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다루어진 조직문제는 박봉주 내각의 출범을 알리는 인사 조치였다. 

북한은 박봉주를 내각총리로 재기용함으로써 ‘핵개발, 경제발전 병진노선’의 이행력을 제고하

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인사 등용 결과를 살펴보면, 최영림대의원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

장으로 선출되어 내각총리에서 소환되었고, 박봉주대의원이 내각총리로 선출되었다. 김정각대

의원과 리명수대의원은 직무변동으로 국방위원회 위원에서 소환되었고, 김격식대의원과 최부

일대의원은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보선되었다. 태형철대의원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

장으로 소환되었고, 홍선옥대의원은 상임위원회 서기장으로 선거되었다. 회의에서는 또한 

일부 내각성원들이 해임 및 임명되었다. 이러한 대대적인 인사개혁은 김정은을 비롯한 당중앙위

원회 정치국 성원들이 박봉주 내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표 8> 내각총리와 부총리 명단

박봉주 내각총리는 1993년부터 당 경공업 부부장, 경제정책검열부 부부장, 내각 화학공업상

을 지냈으며 지난 2002년 임금 및 물가 현실화, 기업의 경영자율권 확대 등의 개혁적 조치를 

담은 ‘7⋅1경제관리 개선조치’를 이끈 인물이다. 그러나 이 조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당과 군부 간 마찰로 2007년 4월 해임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박봉주가 개혁적인 사고를 

가진 경제 관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 속에서 

북한이 기대하는 경제개혁의 효과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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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2003년 사업실적 ∙ 안변청년발전소, 삼지연지구 수력발전소 등 중소규모 발전소 신설

2004년 중점사업

∙ 화력발전소 설비 대보수
∙ 수력발전소 효율제고대책 수립
∙ 녕원발전소, 어랑천발전소, 례성강발전소, 원산청년발전소, 흥주청년2호발전소, 태
천4호발전소 등 대규모수력발전소 및 중소수력발전소 발전능력 확대

2005년

2004년 사업실적
∙ 화력발전소 설비보수, 수력발전소 구조물보수정비, 발전소 신설
∙ 2002년 대비 전력생산 1.5배 증가

2005년 중점사업
∙ 지속적으로 발전소 개건보수
∙ 불합리한 전력계통 개조
∙ 새로운 계량계측수단 도입

2006년

2005년 사업실적 ∙ 내평2호군민발전소, 대각청년발전소, 승호철도청년발전소 등 20여개 발전소 준공

2006년 중점사업
∙ 화력발전서 설비보수 정비
∙ 수력발전소 발전설비기술개조와 수력구조물보수사업
∙ 삼수발전소, 어랑천1호발전소, 원산청년발전소, 례성강1호발전소 발전능력 향상  

2007년

2006년 사업실적
∙ 삼수발전소, 어랑천1호발전소, 태천4호청년발전소, 흥주청년2호발전소 등 대규모 
및 중소형수력발전소 완공

2007년 중점사업
∙ 수력발전소의 타빈개조, 수력구조물보수, 화력발전소들의 설비보수와 기술개건에 
힘을 집중

2008년

2007년 사업실적 -

2008년 중점사업
∙ 대규모 수력발전소 조업을 앞당기고 현존 수력발전소들의 수차개조 사업을 적극 
추진
∙ 화력발전소 설비보수와 석탄보장 사업 완수

2010년
2009년 사업실적 -

2010년 중점사업 ∙ 모든 발전설비 만가동

2011년

2010년 사업실적
∙ 수력발전소들의 완공
∙ 희천발전소건설의 빠른 진척으로, 2012년까지 완공 가능

2011년 중점사업

∙ 발전설비들의 만가동과 만부하 보장, 송변전체계의 합리적 구성
∙ 생산된 전력의 효과적 사용
∙ 희천발전소건설의 집중적 추진 및 대규모수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 건설의 급진적 
추진 

2012년
2011년 사업실적

∙ 희천발전소의 준공
∙ 여러 대상의 발전소들의 완공

2012년 중점사업  -

2013년

2012년 사업실적
∙ 화력발전소들의 설비대보수 진행
∙ 희천-평양 사이 송전선건설과 발전기 시운행을 성공적으로 진행

2013년 중점사업
∙ 화력발전소의 생산성 확대 및 새로 완공된 발전소들의 운영 정상화
∙ 모든 발전기에 대한 컴퓨터화 실현

[부록] 최근 10년 간 최고인민회의 발표 경제부문별 사업실적과 중점사업 (2004~2013년)

<표 9> 전력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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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2003년 사업실적 ∙ 무산광산연합기업소와 검덕광업연합기업소 등 생산정상화

2004년 중점사업
∙ 채탄장 수 증가
∙ 연, 아연 정광생산 증산
∙ 귀금속과 희유금속광산 개발

2005년

2004년 사업실적
∙ 전년 대비 철광석 생산 88% 증가, 마그네사이트괴광 생산 86% 증가, 연 및 아연 
생산 14% 증가

2005년 중점사업

∙ 함남지구와 북부지구탄광에 투자 확대
∙ 전기아연생산 1,4배 증가
∙ 룡양광산, 대흥청년광산 등 마크네사이크광산 생산 정상화
∙ 국내탄에 의한 마그네샤크링카생산 4.2배 장성
∙ 경소마그네샤, 전기응용마그네샤크링카 등 생산 증가

2006년

2005년 사업실적 ∙ 중요광산 개건확장 공사

2006년 중점사업
∙ 무산광산연합기업소, 검덕광업연합기업소, 대흥청년광산, 혜산지구 광산 등 광산개
건 현대화

2007년

2006년 사업실적 ∙ 검덕광업연합기업소, 무산광산연합기업소, 은파광산의 채광 및 선광능력 제고

2007년 중점사업
∙ 채탄장 수 확대, 석탄생산 증대
∙ 채탄장 확대, 필수자재와 막장장비, 탄부들의 로동보호물자 확보

2008년

2007년 사업실적 -

2008년 중점사업
∙ 굴진을 선행시켜 기본굴진에 의한 탄량을 철저히 확보
∙ 채탄장 수 증가 
∙ 선진적인 채탄방법 수용

2010년
2009년 사업실적 -

2010년 중점사업 ∙ 석탄공업부문에서 석탄생산능력을 전망성있게 늘임

2011년

2010년 사업실적 ∙ 석탄생산능력의 증가

2011년 중점사업
∙ 석탄생산 증대
∙ 석탄생산능력을 전망성있게 늘임

2012년
2011년 사업실적 ∙ 중요 탄광들의 정비보강

2012년 중점사업 -

2013년

2012년 사업실적
∙ 석탄 및 시멘트생산 증대
∙ 생산 공정의 현대화

2013년 중점사업
∙ 암질조건에 맞는 천공방법 채택
∙ 탄광작업의 기계화수준 향상 및 과학적인 생산지휘체계 구축

<표 10> 채취공업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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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2003년 사업실적 -

2004년 중점사업
∙ 전기기관차, 화차 생산 및 수리
∙ 철길 기술상태 개선 대책 수립
∙ 철도화물수송 전년대비 20% 증가

2005년

2004년 사업실적
∙ 철길구조물 기술상태 개선
∙ 9월10일배수리공장과 남포항 등 중요무역항의 능력확장공사 수행

2005년 중점사업
∙ 기관차와 화차 수리 및 생산
∙ 철도화물수송량을 전년대비 20% 증가

2006년

2005년 사업실적 ∙ 콩크리트침목, 철길부속품생산기지 등 신설 및 개선

2006년 중점사업
∙ 철길강도 높이고 전기기관차와 화차의 생산, 수리 정상화
∙ 가동대수 증가 및 수송조직, 지휘 강화로 철도화물수송량 증가

2007년

2006년 사업실적 ∙ 철도운수와 육해운부문의 수송능력 확대

2007년 중점사업 
∙ 표준철길 조성사업
∙ 기관차, 화차생산과 수리 강화
∙ 현실에 맞게 수송조직과 지휘체계 강화

2008년

2007년 사업실적 ∙ 철길강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 및 기관차, 화차생산 기지 정비 보강

2008년 중점사업 
∙ 기관차, 화차 생산과 수리 강화하여 운영대수 증가
∙ 수송지휘에서 유일사령 지휘체계 확립
∙ 철도화물 수송량 정상화

2010년
2009년 사업실적 -

2010년 중점사업 ∙ 철도화물수송량을 늘이는 한편 철도의 물질기술적 토대 강화

2011년
2010년 사업실적 -

2011년 중점사업 -

2012년
2011년 사업실적 -

2012년 중점사업 ∙ 철도수송의 긴장성을 풀어야 함

2013년

2012년 사업실적
∙ 평양-남포 철길개건 
∙ 철도수송능력 및 물질기술적 토대 강화

2013년 중점사업
∙ 철길보수 집중을 통한 철길강도 보강
∙ 화물수송계획의 수행
∙ 수송지휘의 현대화⋅정보화 추진

<표 11> 철도운수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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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2003년 사업실적
∙ 연, 아연 생산 전년대비 76% 증가
∙ 철광석 생산 전년대비 46% 증가

2004년 중점사업
∙ 김책제철연합기업소와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설비개건, 대보수
∙ 선철생산은 2.5배, 압연강재생산은 5배 증산

2005년

2004년 사업실적 ∙ 무산광산연합기업소 철정광생산은 1.9배 증가

2005년 중점사업
∙ 무산광산연합기업소 등 철광석 생산 증가 및 국내연료에 의한 철생산 확대 
∙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김책제철연합기업소 개건현대화
∙ 황해제철연합기업소 초고전력전기로 조업

2006년
2005년 사업실적

∙ 락원기계연합기업소, 신포향주철직장, 단천제련소, 황해제철연합기업소 등 개건현 
대화

∙ 철생산공정과 마그네샤링크카생산공정이 주체적으로 이루어져 금속공업과 내화물
공업 분야에서 공업의 자립성 강화

2006년 중점사업 ∙ 주체적인 철생산 기지들의 생산 정상화

2007년

2006년 사업실적 ∙ 문경제련소와 단천마그네샤 공장에 새로운 생산공정 마련

2007년 중점사업

∙ 무산광산연합기업소, 은률광산 등 철광산들의 채굴, 운반, 선광설비를 갱신
∙ 철생산기지 정비, 보강
∙ 김책제철연합기업소의 생산 활성화
∙ 국방공업과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철강재 수요 보장

2008년

2007년 사업실적 ∙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의 주요 생산공정 기술개건

2008년 중점사업 
∙ 주체철 생산방법과 기술공정 완성
∙ 설비 정비, 보강하여 생산 정상화
∙ 금속공장의 물동수송 문제 해결

2010년

2009년 사업실적 -

2010년 중점사업

∙ 주체철생산체계 완성
∙ 철생산의 비콕스화를 실현하는데 중점 
∙ 생산공정의 기술개건, 현대화를 적극 추진
∙ 이미 마련해놓은 생산잠재력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

2011년
2010년 사업실적

∙ 주요금속공장들의 주체철생산체계 완성
∙ 새로운 합금강생산기지 조성

2011년 중점사업 ∙ 주체적인 철생산 체계와 방법의 개선

2012년

2011년 사업실적

∙ 주체철생산체계가 보다 완성
∙ 흥남비료련합기업소, 2.8비날론련합기업소,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의 기술개건
∙ 희천정밀기계공장의 연료뽐프분공장 최첨단수준으로 개건된 것을 비롯 기계, 전자

공업부문 중요공장들의 현대화 

2012년 중점사업

∙ 기술개건된 공장, 기업소들의 생산을 정상화
∙ 화학비료와 농약을 원만히 생산보장
∙ 화학섬유와 합성수지생산을 늘여 경공업원료의 국산화 비중 높임
∙ 단천지구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을 확대

2013년
2012년 사업실적

∙ 제철⋅제강소 현대화
∙ 주제철생산기지 완비

2013년 중점사업 ∙ 시설의 현대화, 과학기술에 의거한 채굴방법 강구

<표 12> 금속공업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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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2003년 사업실적

∙ 우량종자, 대홍단식감자농사방법, 두벌농사방법 등 선진영농방법 도입
∙ 농업구조개선과 영농공정과학화 
∙ 은정축산전문협동농장과 신원군 계남목장, 원산시염소목장 등 건설
∙ 흥주닭공장, 광포오리공장 개건 확장

2004년 중점사업

∙ 당의 종자혁명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 두벌농사방침 관철
∙ 영농물자보장사업과 농촌경리관리운영방법 개선
∙ 콩, 감자, 고구마 생산성 향상 대책 강구
∙ 트랙터, 감자수확기, 콩탈곡기 등 새로운 농기계 도입
∙ 먼바다어업, 세소어업, 양어 적극 발전

2005년

2004년 사업실적

∙ 두벌농사, 감자농사 수행
∙ 백마-철산물길공사와 금성간석지내부망공사 진행
∙ 전년대비 콩생산량 3배 증가
∙ 감자, 고구마 가공기지 건설
∙ 동해지구 수산기지에 인공배양장 건설, 자원증식장 확장

2005년 중점사업

∙ 당의 종자혁명방침, 적지적작원칙, 두벌농사, 감자농사혁명방침, 콩농사방침 관철
∙ 알곡파종면적 확대, 흙보산비료와 퇴비 생산 증가
∙ 단위당 알곡수확고 증대
∙ 선진영농방법, 새로 개발된 농기계 도입

2006년

2005년 사업실적
∙ 백마-철산 물길 완성
∙ 광포오리공장 개건현대화
∙ 흥주닭공장, 북창오리공장 등 현대적 축산기지 건설

2006년 중점사업

∙ 당의 종자혁명방침, 적지적작원칙, 두벌농사 관철
∙ 감자농사, 콩농사, 기름작물과 목화 재배
∙ 우량품종교체로 과수생산 증대
∙ 선진뽕나무 재배방법 도입

2007년

2006년 사업실적

∙ 다수확품종의 새 종자 보급
∙ 선진영농방법과 새 농기계 도입
∙ 원산목장 완공
∙ 구성닭공장, 광포오리공장, 가공직장 개건확장

2007년 중점사업

∙ 종자혁명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 두벌농사방침, 적지적작 원칙 관철
∙ 거름원천을 최대한 동원하여 질좋은 퇴비와 흙보산 비료를 생산, 시비
∙ 부침땅 면적 확대 : 대계도 간석지를 비롯한 간속지의 제방보강과 내부망공사를 계속 

추진하고, 새땅찾기를 적극 실시
∙ 물길공사와 토지정리 추진
∙ 닭공장, 오리공장들을 비롯한 축산기지의 실속있는 운영 보장
∙ 키낮은사과나무 밭면적 확장
∙ 뽕나무밀식재배면적 확대하고 뽕밭비배관리를 과학적으로 실시하여 누에고치 생산 증

가
∙ 어로방법, 고기배, 어구를 갱신, 바다나무량식과 재배어업을 발전시켜 수산물생산 증대

2008년

2007년 사업실적
∙ 다수확 품종 널리 도입
∙ 미루벌 물길공사 활발히 진행
∙ 평북도 돼지공장을 비롯하여 사리원, 강계, 함주 등지에 현대적 축산기지 건설

2008년 중점사업 

∙ 당의 농업혁명방침, 다수확 품종들을 적지적작의 원칙 관철
∙ 선진적인 영농기술과 영농방법 널리 보급, 일반화
∙ 현대적인 닭공장, 오리공장들과 돼지공장들, 경공업공장들에 만부하를 걸어 인민소비

품 생산 증대

<표 13> 농⋅수⋅축산업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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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009년 사업실적  -

2010년 중점사업

∙ 농업전선에 국가적인 힘을 집중하면서 종자혁명방침, 두벌농사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 
콩농사방침을 비롯한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

∙ 수산물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여 인민들이 실지 덕을 보게 할 것 
∙ 수매량정부문에서 주민들에 대한 식량공급을 정상화하고 상업부문에서 상품공급사업을 

개선

2011년

2010년 사업실적 -

2011년 중점사업

∙ 알곡생산목표 달성
∙ 농산과 축산, 과수와 축산의 순환식 생산체계 확립
∙ 현대적 축산과 과일생산기지들의 생산 활성화를 통한 축산물, 과일, 알곡생산 증대
∙ 과수업발전에서의 변혁
∙ 원양어업, 세소어업, 바다가양식의 대대적인 도입과 양어의 과학화, 집약화

2012년

2011년 사업실적
∙ 현대적인 대동강과일종합가공공장
∙ 식료공장 기술개선

2012년 중점사업
∙ 경공업과 함께 농업부문에 력량을 총집중
∙ 알곡 정보당수확고를 획기적으로 높임
∙ 고리형 순환생산체계를 세워 현대적인 축산기지들과 과일생산기지들의 생산을 활성화

2013년

2012년 사업실적
∙ 다수확 우량품종 배치면적의 확대
∙ 포전별 전자지도를 구축함으로써 포전별 농장물재배기술 및 방법 과학화

2013년 중점사업
∙ 알곡생산계획 완수
∙ 고리순환형생산체계의 구축
∙ 분조관리제 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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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2003년 사업실적
∙ 10월5일자동화기구공장과 모란봉자동화기구공장에 컴퓨터조종반생산공정 신설
∙ 과학기술발전 국가중점대상과제 수행
∙ 신형 트랙터 개발

2004년 중점사업
∙ 응용부문 과학연구기관 역할 강화
∙ 국제적인 과학기술교류사업 강화
∙ 선진과학기술 도입

2005년

2004년 사업실적 ∙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 관철, 과학기술발전계획과제 수행

2005년 중점사업
∙ 올해 국가중점대상과제수행에 역량 집중
∙ “2월17일과학자, 기술자돌격대” 활동 강화
∙ 과학기술행정사업과 규격화, 표준화 사업, 품질감독사업 강화

2006년
2005년 사업실적 ∙ 국가중점대상을 비롯한 1,050여건의 과학기술반전계획과제 수행

2006년 중점사업 ∙ 당의 과학기술중시노선 관철

2007년

2006년 사업실적
∙ 과학기술발전 국가중점대상과제들이 성과적으로 수행
∙ 수많은 발명과 과학연구성과들이 인민경제의 기술개건에 기여

2007년 중점사업
∙ 과학기술 발전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인만큼 과학기술발전과제들을 완수
∙ 핵심기초기술, 첨단과학기술 개발
∙ 인민경제의 정보화 실현을 위해 쏘프트웨어제품들을 적극 개발,  보급

2008년

2007년 사업실적
∙ 제2차 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의 주요 과제 수행
∙ 주요 과학기술성과들이 생산의 활성화와 인민경제의 기술개건에 이바지

2008년 중점사업

∙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새로운 국가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 착수 
∙ 첨단과학기술 부문의 토대 구축
∙ 인민경제 중요 부문들을 현대화, 정보화
∙ 국가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을 경제발전에서 과학기술 발전의 기여를 높일 웅대한 설계

도라고 평가

2010년

2009년 사업실적  -

2010년 중점사업
∙ 핵심기초기술과 중요부문 기술공학을 급속히 발전시킬 것
∙ 생산과 기술을 밀착시켜 자체의 기술개발능력, 제품개발능력 향상
∙ 최첨단 돌파전을 과감히 진행

2011년

2010년 사업실적 

∙ 인민경제 모든부문에서의 CNC화
∙ 핵융합의 성공
∙ 첨단기술제품의 개발
∙ 생물공학발전에서의 큰 진전

2011년 중점사업
∙ 핵심기초기술(정보기술, 생물공학)과 첨단과학기술분야의 획기적 발전
∙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과학기술적 문제들의 원만한 해결

2012년
2011년 사업실적  - 

2012년 중점사업  - 

2013년

2012년 사업실적
∙ 순천화학연합기업소와 대동강타일공장 생산공정의 CNC화 실현
∙ 첨단기술제품들의 연구제작이 가능한 생산기지 구축

2013년 중점사업
∙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 첨단기술제품의 대대적 개발

<표 14> 과학기술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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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양강도 경제개발구 추진 협의

북한이 중국과 접경한 양강도에 경제개발구를 건살하는 방안을 최근 중국 측과 협의했다고 

｢길림신문｣이 보도함. 보도에 따르면 양강도 대외사업국 김경호 국장 일행은 지린성 창바이조

선족자치현을 방문, 추라이푸 현 공산당위원회 서기와 회담을 진행한 자리에서 신장, 연봉, 

혜탄, 강안 등 4개 구역으로 나눠 구역마다 합자⋅합작방식으로 자금을 투입해 기업을 유치하는 

양강도 경제개발구 추진 계획을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전해짐. 중국은 그동안 창바이현을 

통해 북한의 풍부한 천연자원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 왔으며 창바이경제 개발구 변경무역 

수출입총회사의 경우 지난 2011년 북한의 조선신진회사와 공동으로 김정숙군에 있는 대규모 

석영 광산을 공동 개발하는 협약을 체결한 뒤 채굴한 석영을 중국으로 들여옴. 또한 북한의 

김정숙군은 지난해 9월 중국 창바이현과 자매우호결연을 맺을 당시 변경무역, 관광, 광산자원 

개발, 노무 송출 등의 협력을 강화하고 김정숙군의 풍부한 석영과 산나물, 한방약재 자원 

등을 공동발굴하기로 합의함. 연합뉴스,연합뉴스,연합뉴스, 4.19

WHO, “2011년 북한 결핵환자 신고 9만9천명”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동남아시아 결핵통제 2013’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북한에서 

신고된 결핵 환자는 9만9천71명으로 2010년에 신고된 8만4천648명보다 크게 증가함. 또한 

2006년 이래 북한에서 결핵 환자 신고 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면서 이는 환자를 찾아내기 

위한 노력이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 한편, 보고서는 2011년 북한의 결핵 환자 수를 

인구 10만명 당 422명으로 추정했는데, 이는 2010년보다는 다소 늘어난 것이지만 장기적인 

추세를 볼 때 2015년까지 환자 비율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 또한 2011년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는 10만명 당 6.4명으로 2010년의 7.7명 보다 줄어들었으며, 여러 가지 결핵 

치료약에 내성을 가진 다제내성결핵 환자는 3천5백명 규모인 것으로 추정됨. WHO는 다제내성

결핵 환자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올해 평양에서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내년에는 표본 집단을 

대내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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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해 약제내성률 실태 조사(Drug Resistance Survey)를 벌일 계획이며, 북한의 현미경 

검사 시설을 늘리고 다제내성결핵 환자들을 위한 요양원들도 보수할 것이라고 밝힘. Voice Voice Voice 

Of America,Of America,Of America, 4.20

‘마그네사이트 보고’ 단천, 북한 새 경제기지 될까

북한이 마그네사이트와 아연 등의 광물이 풍부한 것으로 유명한 단천 지역을 새로운 공업지대로 

확대 발전시키고 단천항을 국제적 무역중계지로 개발하려 한다고 ｢조선신보｣가 보도함. 

｢조선신보｣에 따르면 단천지구의 마그네사이트 매장량이 54억톤 으로 추산되고 이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규모. 또한 “마그네샤를 단지 원료로서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가공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그를 위하여 앞으로 단천지구에 많은 

공장들이 서게 되면 단천은 동해의 새로운 공업 지대로 출현하게 된다”고 설명해 그동안 

중국에 의존해 광물을 싼값에 팔던 방식에서 벗어나 단천항을 통해 수출국가를 다양화하려는 

점도 시사. 매일경제,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매일경제,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매일경제,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4.25

유진벨 재단, “북한 주민 다제내성결핵 심각”

최근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유진벨 재단 인세반(Stephen Linton) 회장이 “북한 주민들의 

다제내성결핵이 심각하다”고 밝힘. 북한 평안남북도와 평양시 다제내성결핵 센터 등 8곳을 

방문한 인 회장은 “다제내성결핵 치료센터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으나 여건상 더 많은 

환자를 치료하지 못해 안타깝다”며 북한의 단제내성결핵 환자 실태에 대해 설명함. 다제내성 

결핵균은 여러 종류의 치료제에 내성을 갖고 있어 치료가 어려 우며 1차 결핵환자의 경우 

6~8개월간 약을 복용하면 거의 완치되지만 다제내성 결핵은 2~3년간 값비싼 다제내성결핵 

약을 복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짐. 또한 다제내성 결핵은 부작용이 심해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인 회장은 북한은 매년 일반 결핵 환자 가운데 1만5천여명이 치료에 실패해 이들 

중 상당수가 다제내성결핵으로 발전 하고 있다고 밝힘. Radio Free Asia, Voice of America, Radio Free Asia, Voice of America, Radio Free Asia, Voice of America, 

연합뉴스,연합뉴스,연합뉴스,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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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김정은, 경제관리 해결책 지시...시험 실시”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해부터 수차례 경제관리방법의 개선을 지시해 

일부 조치를 시험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보도함. 북한 내각 사묵국 김기철 

부부장과 국계계획위원회 리영민 부국장은 “김정은 원수님께서 작년과 올해 여러 차례 나라의 

경제관리방법을 해결할 데 대해 말씀을 주시고 일꾼과 학자들에게 과업을 주셨다”며 “우리는 

연구기관, 경제부문들과 함께 여러 차례 국가적인 협의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있다”고 

밝힘. 또한 새로운 경제관리 조치가 일부 취해지고 있지만 생산계획, 가격조정, 화폐유통 

등 여러 문제가 동시에 진행되고 법도 새로 만들어야 한다며 “공장, 기업소의 생산을 활성화, 

확대하는 데서 필요한 권한을 주는 방향에서 조치가 확대된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 이들은 작년에 국계게획을 달성한 일부 농장들이 현물분배를 실시했고 공장, 기업소에 

독자적인 판매권과 무역권이 부여됐으며 이러한 내용은 현장 근로자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고 

소개하면서도 “일정한 성과가 나오면 선전할 수 있지만 좀 더 상황을 보아야 할 것”이라며 

유보적 태도를 보임. 동아일보, 연합뉴스,동아일보, 연합뉴스,동아일보, 연합뉴스,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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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O, “북 봄철 농작물 작황 작년보다 나을 것”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북한의 올 봄 농작물 작황이 작년보다 나을 것으로 전망했다고 

｢Radio Free Asia｣가 보도함. FAO는 북한의 올해 기상 여건이 좋아 보리, 밀, 감자 등  

6월부터 수확되는 농작물 작황이 작년보다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으며 북한 곡물 생산량의 

95%를 차지하는 쌀과 옥수수의 파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함. 그러나 FAO는 

비록 북한의 지난해 곡물 생산량이 전년보다 약 14% 늘었고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가겠으나 

주민 약 280만명이 끼니를 거를 수 있는 식량부족 상태에서 벗어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북한이 약 51만톤의 곡물을 수입해 주민들에게 공급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올해 초부터 이달 

중순까지 수입한 곡물은 1만2천400톤에 불과하다고 지적함. 따라서 FAO는 향후 4개월 

동안 북한의 식량난은 심각할 것이라면서 북한이 곡물 수입을 늘리는 한편 국제사회가 대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함. 매일경제,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매일경제,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매일경제,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4.23

유엔, “대북 인도적 긴급지원에 당장 3천만달러 필요”

유엔 산하 5개 국제기구가 북한에 2천940만달러(약 325억원) 상당의 인도적 지원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촉구함.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 세계보건기구(WHO), 식량 농업기구

(FAO), 유엔아동기급(UNICEF), 유엔인구기급(UNFPA)은 “북한 주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이 같은 규모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핵심 

인도주의 지원에 2013년에만 총 1억4천700만달러가 필요하나, 지금까지 이 중 26.8%를 

확보하는 데 그쳤다”고 밝힘. 또한 “(기금) 부족 사태가 계속돼 국제 기구들도 인도주의적 

요구에 효과적으로 부응할 수 없는 상태”라며 “이 가운데 생명 유지에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지원에만 2천940만달러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함.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4.25

농업 및 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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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FP, “1분기 조사결과 북한 주민 80% 영양 부족”

세계식량계획(WFP)이 올해 1분기 대북사업 평가보고서에서 북한 10가구 중 8가구가 영양부족

이라고 밝혔다고 ｢Voice of America｣가 보도함. WFP는 올해 1~3월 북한 전역의 87개 

가정을 방문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의 80%가 영양부족으로 나타났다고 설명. 조사한 가구 

수가 매우 적어 조사 결과가 북한 전체 주민의 식량사정을 반영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나, 

대상 가구의 43%는 다량 영양소와 미량 영양소 섭취가 모두 부족했으며 37%는 일부 영양소 

섭취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남. WFP가 방문한 가정들은 모두 하루 세 끼 식사는 하고 있었지만 

단백질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었으며 이들 중 38%는 WFP 요원들이 방문하기 일주일 전부터 

고기, 생선, 달걀, 콩 등 어떠한 단백질도 섭취하지 못했음. 평균적으로는 일주일에 1.3일간 

고기를 먹고 1.2일간 콩을 섭취해 북한 주민들의 단백질 섭취가 매우 열악한 상태로 나타남. 

한편 WFP는 같은 기간 86개 소아 병동을 방문, 해당 병원에 입원한 5세 미만 어린이 중 

14%가 중증 영양실조를 앓고 있었다고 밝힘. Voice of America, 연합뉴스, 한국일보,Voice of America, 연합뉴스, 한국일보,Voice of America, 연합뉴스, 한국일보, 5.7

국제사회 대북지원 22% 증가

2013년 국제사회의 대북지원금이 지난 4월말 현재 3천만달러가 넘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유엔 산하 금융추적서비스(FTS)에 따르면 국제사회가 

올해 북한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거나 돈을 기부한 건수는 모두 20건 이었으며 가장 최근 

지원은 지난달 15일 유엔인구기금(UNFPA)이 약속한 50만달러로 올 들어 약 3천160만달러가 

북한 지원사업을 위해 모금됨.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규모가 20% 이상 증가한 것은 스위스가 

북한의 경사지관리 사업에 100만달러, 수질개선사업에 165만달러, 낙농제품 지원에 500만달

러, 세계식량계획(WFP)에 520만달러를 기부하는 등 전년동기 대비 24배 증가한 1천300만달

러 규모의 대북지원을 제공한 것이 크게 작용. 스위스 개발협력처(SDC)는 지난해와 올해의 

대북지원 규모의 차이가 큰 이유는 2년 주기로 진행되는 지원사업의 예산 집행 시점 때문이라고 

설명. 올해 모금된 지원금의 약 80%는 식량지원에 집중됐으며 전체 20건중 12건, 약 2천500만

달러가 북한 주민들에게 식량을 전달하는데 사용됨. Radio Free Asia,Radio Free Asia,Radio Free Asia,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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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노트럭, 대북 트럭 판매 호조

중국의 대표적 대형트럭 제조업체인 시노트럭이 생산한 덤프트럭이 북한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현지 매체들은 구체적인 차량 대수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최근 시노트럭의 푸젠성 공장에서 생산된 덤프트럭들이 중국 세관 당국의 검사를 거쳐 북한으로 

수출됐으며 이는 푸젠성에서 북한으로 수출된 최초의 중국 브랜드 덤프트럭이라고 소개. 

시노트럭은 올해 1월에도 덤프트럭 40대를 옌타이항에서 산적해 단둥항을 거쳐 북한으로 

수출한 바 있으며 덤프트럭을 비롯한 시노트럭의 모델들이 안정적인 조작 성능과 우수한 

가격 경쟁력으로 최근 몇 년 사이에 대북 판매 량이 늘고 있으며 시장점유율에서도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매일경제,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매일경제,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매일경제,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4.22

세계은행, “북한 주요 개발지표, 동아태 평균에 크게 뒤져”

북한의 주요 개발지표들이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평균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세계은행이 최근 발표한 ‘2013 세계개발지표’ 보고서에 따르면, 5세 이하 

북한 어린이들의 영양실조 비율은 18.8%로 동아태 평균의 3.4배에 달하고 5세 이하 어린이 

사망률도 동아태 지역보다 57%나 높았음. 북한의 산림황폐화 비율은 연간 2%로 동아태 

지역 평균 -0.44%에 크게 뒤지는 것은 물론, 저소득국가 평균인 0.61%보다도 높았으며 

자연보호구역 비중 역시 전체 지역의 3.9%에 불과해 동아태 평균 13.3%, 저소득구가 평균 

10%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남. 북한의 1인당 전력 사용량은 7백49kw로 동아태 평균 2천337kw

의 30% 수준에 불과했으며 휴대전화 가입자 비율은 4%, 인터넷 사용 인구 비율은 0%로 

모두 저소득국가 평균에 못 미침. 한편, 북한은 이산화탄소 방출량, 젊은 층 문맹률, 15세 

이상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율 면에서는 저소득국가나 동아태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보임. 이번 ‘세계개발지표’는 6개 부문 61개 항목의 지표를 발표했지만 북한의 경우 자료 

부족으로 25개 지표만 집계됨. Voice Of America,Voice Of America,Voice Of America, 4.23

대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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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북⋅러 상호 투자 규모 급감

러시아가 북한과 경제협력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연이어 밝히고 있음에도 양국 간 투자 규모가 

지난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러시아 연방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최근 공개한 북한의 지난해(2012년 1~9월) 대 러시아 투자 규모는 376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75% 감소함. 또한 이미 러시아에 진출한 북한 기업이 철수하면서 같은 기간 투자 누적액도 

25% 감소한 1천870만달러를 기록했으며, 러시아의 대북 투자 규모는 같은 기간 92만5천달러를 

기록해 전년동기 대비 54.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Radio Free Asia,Radio Free Asia,Radio Free Asia, 4.23

중국의 3월 대북 원유수출 지난해보다 8.2% 증가

2013년 3월 중국의 대북 원유 수출이 작년보다 8.2% 증가했다고 ｢Voice of America｣가 

보도함. 중국 해관(세관)통계에 따르면 중국이 올해 3월 북한에 수출한 원유는 10만6천톤으로 

지난해 3월보다 증가했으며 또한 올해 1분기 원유 수출량도 15만9천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7% 증가함. 중국은 2010년 52만8천톤, 2011년 52만6천톤, 2012년 52만3천톤 

등 북한에 매년 50만톤 이상의 원유를 수출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매년 50만톤 가량의 원유를 

별도로 무상원조 하고 있지만 이는 무역 통계에 잡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Voice Voice Voice 

of America, 연합뉴스, 한국일보,of America, 연합뉴스, 한국일보,of America, 연합뉴스, 한국일보, 4.24

“북⋅이란, 광물-원유 물물교환식 무역 합의”

북한과 이란이 광물자원과 원유를 교환하는 방식의 물물교환 무역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Voice of America｣가 보도함. 메흐디 가잔파리 이란 산업부 장관은 “북한과 이란은 최근 

물물교환 무역을 통해 광물자원과 원유를 거래하는 문제에 관한 회담을 열었다”며 “(이 회담에

서) 두 나라는 교환할 자원의 목록을 결정했다”고 밝힘. 또한 (교환 자원의) 가격과 수량은 

추후 결정될 것“이라며 ”북한은 원유와 비료, 철강제품 등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그 대가로 

철광석 등을 (이란에) 제공할 준비개 돼 있다“고 설명. 로스탐 카세미 이란 석유장관도 북한에 

원유 수출을 고려하고 있으며 양국 정부 간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힘. Voice of America, Voice of America, Voice of America, 

동아일보, 연합뉴스,동아일보, 연합뉴스,동아일보, 연합뉴스,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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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분기 중국 방문 북 주민, 전년 대비 14% 증가

2013년 1분기 동안 중국을 방문한 북한 주민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 증가했다고 

미국 ｢Radio Free Asia｣ 및 ｢Voice of America｣가 보도함. 중국 국가여유국의 ‘1분기 

외국인 입국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국을 방문한 북한 주민은 4만5천800명으로 전년동기 

4만200명보다 13.93% 증가함. 북한 주민의 방중 목적은 취업(2만2천100명, 48.3%), 회의 

및 사업(1만1천800명, 25.8%), 관광 및 휴식(700명, 1.5%) 순이었으며, 남성 방문자가 3만5천

700명(78%)으로 여성 방문자 1만100명 (22%)에 비해 훨씬 많았던 것으로 나타남. 연령별로는 

45∼64세가 2만400명(44.5%) 으로 가장 많았고, 25~44세 1만9천600명 (42.8%), 15~24세 

5천명(10.9%) 순이었음. 또한 북한 주민들이 중국 방문에 가장 많이 이용한 교통수단은 

선박(1만 9천명), 자동차(1만1천100명), 기차(7천200명), 항공기(7천 100명), 도보(1천400명) 

순으로 집계됨. Radio Free Asia, Voice of America, 연합뉴스,Radio Free Asia, Voice of America, 연합뉴스,Radio Free Asia, Voice of America, 연합뉴스, 4.26

2013년 1분기 북⋅중 교역 4% 감소

2013년 1분기 북⋅중 교역액이 지난해보다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한국무역협회 (KITA)

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북⋅중 교역액은 13억1천만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4.3% 

줄어든 것으로 집계됨. 북한의 대 중국 수출은 5억9천만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4% 늘었으나 

수입이 7억2천만달러로 10% 감소해 전체 교역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1분기 북한이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은 석탄으로 3억달러에 달해 전체 수출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

며 철광석 5천만달러, 비합금선철 1천494만 달러, 남성용재킷 1천281만 달러, 납광석 1천124만

달러가 뒤를 이음. 북한이 중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한 것은 원유로 15만9천톤, 1억7천만달러를 

기록했으며 지난해 대비 6.7% 늘어남. 이밖에 20톤 이상 화물차 3천214만달러, 석유와 

역청유 1천642만달러, 밀가루 1천617만달러, 콩기름 1천 486만달러 등을 수입. 같은 기간 

한국과 중국간 교역액은 전년대비 5% 증가한 633억달러로 북⋅중 교역액의 48배를 넘었음. 

Voice of America,Voice of America,Voice of America,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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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북⋅EU 교역액 절반 이하로 급감

2012년 북한과 유럽연합(EU)의 교역 규모가 전년의 절반 이하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Voice of America｣가 보도함. EU 집행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북한과 

EU의 2012년 교역액은 6천900만유로로 전년도 1억5천900만유로의 43.4%에 불과했으며, 

특히 북한의 2012년 대 EU 수출액의 경우 전년도 1억1천700만 유로의 20.5% 수준인 2천 

400만유로로 나타남. 이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온 광물 수출액은 2011년 7천100만 유로에서 

2012년에는 300만유로로 급감함. 한편 2012년 북한의 대 EU 수입액은 4천 500만유로로 

전년도 4천200만유로보다 7.1% 증가했으며 항목별로는 기계전자장비 수입 액이 1천만유로로 

가장 많았음. Voice of America,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Voice of America,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Voice of America,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5.3

2013년 1분기 미국 대북 수출 78% 감소

2013년 1분기 북⋅미 교역액이 전년대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미국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미국과 북한 간 교역액이 110만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78% 

줄어든 것으로 집계됨. 또한 북한이 수출한 금액은 전혀 없고, 전액 미국이 북한으로 수출한 

금액인 것으로 나타남. 미국의 대북 수출액 가운데 96만달러는 ‘민간 기구가 구호 또는 

자선으로 제공한 지원 품목(NAICS 990000)’으로 분류돼 있어, 거의 대부분이 북한에 대한 

식량이나 의약품 지원인 것으로 보이며, 이밖에 닭 등 ‘가금류 (NAICS 311615)’ 수출이 

10만달러, 플라스틱 제품 1만4천달러, 향수와 화장품, 세면용품(NAICS 325620) 1만달러 

등을 기록. 미국 정부는 식량과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의 대북 수출과 재수출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북한의 상품, 서비스, 기술 등의 직⋅간접적 수입은 전면 금지됨. 

Voice of America,Voice of America,Voice of America, 5.7

“중국 4대 은행, 대북 송금 중단”

중국의 4대 국유 상업은행이 모두 대북 송금 업무를 중단했다고 ｢아사이신문｣이 보도함. 

중국은행과 건설은행, 농업은행, 공상은행은 북한이 핵실험을 벌인 올해 2월 부터 3월 사이에 



부문별 주요 기사
4월 16일~5월 15일

115

대북 송금을 중단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중국 정부 기관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는 차원에서 이들 은행에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짐. 이에 따라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의 어느 한 중국 무역회사 관계자는 북한에 돈을 보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인정했으며 중국에서 일하는 북한인의 본국 송금 등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다만 계좌가 폐쇄된 조선무역은행의 거래액 등이 분명하지 않아 실제 제재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는 확실하지 않으며 현금 거래나 물물 교환 등의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짐. 서울경제,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서울경제,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서울경제,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5.10

중국 투먼세관, 대북 수출입 전자허가제 도입

북한과 접경한 중국 옌볜 조선족자치주 투먼시 해관(세관)이 대북 수출입 기업들의 통관 

편의를 위해 전자수출입증서 제도를 도입했다고 ｢연변일보｣가 보도함. 이에 따라 기업들의 

원료, 완성품 수출입 수속이 빨라지고 생산주기도 짧아져 재고가 줄고 생산단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기대되며 24시간 수시로 수출입 허가를 받을 수 있고 통관 비용도 절반 이하로 줄어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됨.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 함경북도 

온성군 남양구와 도로, 철도로 연결된 투먼에는 중국에서 유일하게 북한 노동력 고용이 

공식적으로 허용된 ‘조선(북한)공업원구’가 있으며 현재 전자, 의류 등 3개 기업이 입주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투먼시는 올해 안에 10개사를 추가로 유치한다는 목표를 세움. 또한 

2015년까지 30개 이상의 기업을 유치, 이 공단의 총생산액을 10억위안(약 1천770억원)으로 

끌어올릴 계획임.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5.10

중국 다롄항, 대북 수출 화물 검사 강화

중국 내 대북 해운 거점인 랴오닝성 다롄항 해관(세관) 당국이 북한으로 반출되는 화물에 

대한 통관 검사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세관은 통관 업무를 대행하는 관내 물류업체들

에 공문을 보내 북한으로 반출되는 화물의 통관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엄격히 지킬 것을 

촉구함. 또한 세관 당국은 물류업체들의 통관 신청에 대한 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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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을 실은 컨테이너에 대한 전수검사 비율을 높여 신고 되지 않은 품목이나 군사 목적으로 

전용될 소지가 있는 품목의 반출을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이에 물류업체들은 “예전에는 

하루면 통과됐을 심사가 3~4일씩 걸리고 있다”며 화물차 검사대에서 전부터 실시해 온 

X-레이 검사 등을 꼼꼼하게 진행하는 것은 물론 “서류 심사만으로 통과되는 컨테이너의 

비율이 낮아지고 화물을 전수조사 하는 비율이 높아 졌다”면서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대북 

반출 화물의 적체가 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함. 현지 업계는 세관 당국의 이런 움직임이 

중국의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차원으로 보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북⋅중 물동량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함. 연합뉴스,연합뉴스,연합뉴스, 5.10

중국, 북한 육로 관광 재개, “긴장 완화 판단”

그동안 중단된 중국인들의 육로이용 북한 관광이 한 달 반 만에 일부 재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중국의 일부 여행사들은 최근 부중 접경 도시인 랴오닝성 단둥시를 경유해 북한에 

들어가 평양, 묘향산, 개성 등을 3박4일 또는 4박5일간 돌아보는 여행상품을 팔기 시작함. 

중국인들의 북한 관광 전면 중단과 관련해서 중국 정부는 여행사들과 여행객의 자발적 조치라고 

주장한 반면 여행업계는 국가여유국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으며, 따라서 

이번 육로 관광 재개도 정부 차원의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라는 관측과 더불어 

중국 정부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다소 완화됐다는 판단에 따라 북한 육로 여행 재개를 

허가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대두됨. 그러나 아직 북한 관광이 전면적으로 재개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그간 끊이지 않던 항공편을 이용한 북한 관광도 일부만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짐. 서울경제, 연합뉴스,서울경제, 연합뉴스,서울경제, 연합뉴스, 5.14

“중국, 최근 북한에 비료 20만톤 무상 지원”

중국이 최근 북한에 대량의 비료를 무상으로 지원한데 이어 조만간 식량 원조도 재개할 

방침이라고 ｢Radio Free Asia｣가 보도함. 함경북도 농업국의 한 관계자는 “각 집단 농장에 

배급된 비료 양으로 미뤄 중국 정부가 지원한 비료 규모가 20만톤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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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기도 예년보다 빠른 것이라고 말했으며 평안북도 무역국의 한 관계자는 중국이 무상 

지원한 비료가 기차와 화물트럭에 실려 신의주 세관을 통과했다면서 각 도의 무역국들은 

일정 비료를 비축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언급함. 또한 양강도의 한 농민은 압록강을 통한 

북⋅중간 밀무역도 대규모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북한산 옥수수 2kg에 중국 비료 1kg을 

물물교환하던 것이 중국 비료 원조가 시작되자 옥수수 1kg 대 비료 1kg으로 거래되고 있다고 

언급함. Radio Free Asia, 연합뉴스,Radio Free Asia, 연합뉴스,Radio Free Asia, 연합뉴스, 5.15

유엔, “대북제재로 북 핵무기 개발 지연”

유엔의 대북제재가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지연시키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제출한 비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대북제재가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지만 (북한의) 시간표를 

지연시키는데 상당히 이바지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또 금융제재와 무기거래 금지 등을 

통해 북한이 금지된 활동을 하는 통로인 중요한 자금을 옥죄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함. 

또한 보고서는 북한의 3개 기관과 개인 12명을 추가 제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권고하면서 

이러한 권고를 따를지 말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5개 회원국들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 제재대상 추가 권고 기관으로는 북한 내각의 원자력공업총국 및 노동당 중앙위원회 

산하 군수산업부, 국가우주개발국 등이며 개인으로는 원자력공업총국 국장 및 군수산업부 

간부 4명, 무기 거래 관련 카자흐스탄인 1명, 우크라이나인 2명 등을 지목함. 매일경제, 연합뉴스,매일경제, 연합뉴스,매일경제, 연합뉴스, 
5.15

중국 여행사, “외국인 북 신의주 관광 곧 개시”

중국인들의 북한 육로 관광이 한 달여 만에 재개되는 가운데 중국의 한 여행사가 외국인의 

신의주 관광 길이 곧 열릴 것이라고 밝힘. 중국 베이징의 북한 전문 여행사 ‘영 파이오니어 

투어스’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 여행사는 조만간 외국인의 신의주 관광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임. 

이 여행사는 “우리는 외국인의 신의주 관광 길을 열기 위해 다년간 노력해왔다”며 당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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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을 얻었음을 시사함. 또한 트위터를 통해 “다음 주말인 이달 25~26일 신의주 관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함. 한편 베이징 청년여행사 등 중국 여행사들은 최근 북⋅중 

접경 도시인 랴오닝성 단둥시를 경유해 북한에 들어가는 관광 상품의 예약을 받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됨. 동아일보, 매일경제, 연합뉴스,동아일보, 매일경제, 연합뉴스,동아일보, 매일경제, 연합뉴스,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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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분기 남북교역, 사상 최대

올해 1분기 남북교역액이 전년동기 4억5천860만달러 대비 18% 증가한 5억4천40만 달러로 

집계돼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함.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대북 반출액은 2억4천 61만달러로 

지난해보다 15% 증가했으며 대북 반입액은 3억달러로 20% 증가함. 품목별로는 의류생산에 

쓰이는 섬유제품(8천809만달러)과 전기전자제품(6천629만 달러)이 가장 많이 북한으로 반출

되었으며 북한으로부터는 여성용 의류 등 섬유제품 (1억2천176만달러)과 전기전자 제품(1억

441만달러)을 가장 많이 반입함. 5.24 대북 경제제재 조치 이후 일반교역과 위탁 가공교역이 

사실상 전면 중단된 상황에서 이처럼 남북교역액이 증가한 것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 개성공단

을 통한 교역이 그만큼 증가했음을 의미하지만, 최근 북한의 근로자 철수 사태로 어려움에 

직면한 개성공단 운영이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남북교역은 사실상 중단되는 상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Voice of America,Voice of America,Voice of America, 4.17

개성공단 사태 장기화에 해외바이어 ‘계약파기’ 요구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장기화하자 해외 바이어가 입주기업에 계약파기를 요구하는 등 기업들의 

피해가 확대됨. 개성공단 입주기업인 대화연료펌프에 따르면 인도의 한 자동차 부품회사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자동차 부품 납품 기일을 지키지 못하자 “이제부터 자동차 부품을 

미국에서 사겠다. 1주일 안에 우리가 개성공단에 투자한 금형시설을 돌려주던지 금형의 

자산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해 달라”며 계약파기를 요구함. 대화연료펌프는 “인도 거래처

에 ‘개성공단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이 다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며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특단의 조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전함. 인천 송도국제 도시에 본사를 둔 대화연료 펌프는 개성공단에 2005년 

개성대화, 2008년 개성유니를 설립해 30여개국에 자동차 부품을 수출해옴. 경향신문, 매일경제, 경향신문, 매일경제, 경향신문, 매일경제, 

연합뉴스,연합뉴스,연합뉴스,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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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성공단 입주기업 3천억원 지원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1단계로 총 3천억원 규모의 운전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함. 우선 피해가 발생한 입주기업에 630억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을 금리 2%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으며, 1천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금리 2% 수준으로 지원하는 한편 ‘정책금융공사 온렌딩 (1천억원)’, ‘신용보증 기금⋅기술보증

기금 특례보증(369억원)’ 등을 통한 지원도 실시. 또한 정부는 이와 별도로 3천억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 경협보험 자금 지원을 추진중에 있다고 발표함. 이와 함께 추경예산안에 포함된 

중소기업진흥기금을 통한 정책자금이 국회 심의를 마치는 대로 신속히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제2단계 지원대책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짐. 한편, 정부의 대책과 별도로 우리은행(1천

억원)과 기업은행 (1천억원), 수출입은행(3천억원) 등 금융기관에서도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한 긴급 자금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동아일보, 연합뉴스, 조선일보,동아일보, 연합뉴스, 조선일보,동아일보, 연합뉴스, 조선일보, 5.2

개성공단 전력공급 감소, 단전⋅단수는 배제

정부는 잠정적으로 운영이 중단된 개성공단의 전력수요가 낮아짐에 따라 4월 27일부터 공급하

는 전력을 하루 3천kW 안팎의 수준으로 줄임. 전력은 우리 측의 경기도 문산변전소를 거쳐 

16km의 154kV 송전선로를 따라 공단 내 평화변전소에 보내져 왔으며 평소에는 10만kW 

수준인 평화변전소 총 용량의 1/3에서 절반 정도 사이가 송전 됐으나 전력공급량이 축소되면서 

배전방식으로 전환됨. 정부는 개성공단 상황을 종합적 으로 검토해 단전 등 사후 조치에 

대한 입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단전⋅단수는 일단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짐. 동아일보, 연합뉴스, 한국경제동아일보, 연합뉴스, 한국경제동아일보, 연합뉴스, 한국경제, 5.6

정리 | 유재승 연구원 | jryu01@kdi.re.kr

김미영 인턴 | mykim@kdi.re.kr



본지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둡니다.

본지에 실린 모든 내용은

발행인의 사전허가 없는 무단전재와 역재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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